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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IAEA/RCA 사업의 효율적인 참여방안 조사 연구

(A Study on Strategies for 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IAEA/RCA Projects) 

II. 연구의 필요성 

아․태지역 원자력 기술의 연구, 개발, 훈련에 관한 협정인 RCA가 발효된

지 30년이 되었다. 한 세대를 지나면서 RCA는 지역내 회원국의 원자력 에너지와 

방사선 응용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 다. 우리나라는 RCA 협정 

초기 서명국 중의 하나 다. RCA의 기본목적이 지역적으로 필요한 유능한 원자

력 인력의 개발이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 같은 취지에 동참하 던 것이다. RCA

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훈련과정, 세미나, 전문가 회의 등 많은 지

역 학술행사를 수행하 다. 실제로 RCA의 이러한 노력은 대다수 회원국의 인력

개발과 기술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 다. 

그러나 한국은 초창기 협정 서명국이면서도 상당기간 RCA사업 참여가 활

발하지 못하 다. 방사선 응용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하

다. 그러나 한국은 원자력발전기술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한 이후 국민일상생

활과 산업발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방사선 이용분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

다. 한국의 연구용원자로 설계․건설 자립성과가 방사선이용연구의 발전에 많은 

향을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RCA 사업 주요기여국가로 발돋움을 하게 

되었다. 

2002년은 RCA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한국에서 제24차 RCA 국

가대표자회의와 30주년 기념 과학포럼 및 강연회를 개최키로 하 으며, 그 동안 

추진되어온 RCA 지역사무소도 2002년 3월 한국에 설치되기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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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RCA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인 개최가 국가적 과제로 주어짐에 

따라 동 업무를 완수하고, 기존의 RCA 웍샵개최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국가적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본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Ⅲ. 연구내용  

한국의 새로운 기여 여망은 2000년 인도 뭄바이에서 열렸던 22차 RCA국

가대표자회의에서 구체화되었다. 한국은 이 회의에서 RCA회원국들의 염원이었던 

RCA지역사무소의 한국유치를 정식으로 제안하 다. 2년 동안의 회원국간 협의를 

거쳐 마침내 2002년 3월 한국에 RCA지역사무소가 설치되었다. 마침 한국에서 24

차 RCA국가대표자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16년만에 한국에서 RCA 전체 회원국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다. 2002년은 RCA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이기

도 하다. 이를 기념하여서 특별 과학포럼이 한국 주최로 열렸다. 한편, 한국은 

IAEA의 RCA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년 전부터 CFE (Cost Free Expert)를 

파견하여 왔다. 한국이 CFE를 파견함으로써 IAEA의 RCA 사업 추진율이 괄목하

리만큼 증진되었다. 한국은 RCA 주제사업(Thematic Project)중 한국은 연구용원

자로 응용, 에너지 옵션 평가, 방사성폐기물관리 사업의 주도국가 (Lead Country)

를 맡고 있다. 한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RCA에 기여코자 하고 있다. 이로써 RCA

는 새로운 한 세기를 바라보게 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지나간 30년간의 RCA 진

전을 살펴보았으며 앞으로의 방향을 검토하 다. 

기본적으로 본 과제는 한국에서 열리는 RCA 24차 국가대표자 회의와 

RCA 30주년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과제의 지원을 받아 24차 

국가대표자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본 과제를 통하여 30주년 기념 강연회

가 훌륭하게 치러졌다. 24차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한국이 RCA 2001 

연차보고서를 성공사례 중심으로 발간하여 이를 RCA 위상 증진의 도구로 삼기를 

원하 다. RCA 지역사무소가 이 업무를 맡아 할 것이다. 30주년 기념 포럼에서는 

여러가지 RCA 비전을 위한 권고사항들이 제시되었다. 이 권고 사항들은 앞으로 

회원국들이 다루어야할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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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RCA 30주년 기념포럼의 강연집은 본 과제의 지원으로 발간되었

다. 강연집은 회원국과 지역 및 국제기구등 관련 기관에 배포되어 RCA의 위상 

제고에 활용되며 아울러 RCA의 새로운 파트너 모색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

다. 

본 과제의 추진을 발판으로 하여 RCA 지역사무소 설치와 운 을 위한 사

업계획서(Working Paper) 및 사무소장 선출과 임명에 따른 지침이 초안되고 검토

되었다. 법적 문제등 미제 사항의 확정은 새로 설치된 지역사무소의 업무로 이관

할 것이다. 

본 과제를 통하여 과제 책임자가 2001년 9월 비엔나에서 열렸던 RCA 30

차 총회에 참석할 수 있었으며 2002년 2월 방 라데쉬의 다카에서 열린 24차 국

가대표자 회의 준비를 위한 사전 의장국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었다. 이상 두가지 

회의는 RCA 지역사무소 오프닝과 24차 국가대표자 회의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한 회의 다. 

또한 본 과제를 통하여 2001.5-2002.7월 기간 동안 한국에서 개최된 RCA 

행사의 개최지원을 하 다. '방사성의약품 제조의 품질관리 지역훈련과정'등 모두 

12개 행사가 행사 준비 및 진행을 위한 경비 지원을 받았다. 한국의 RCA 프로젝

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 네트워크의 수립은 본 과제를 통하여 수행한 유익

한 결과이다. 분야별 자문 그룹의 구성 운 도 본 과제를 통하여 기획된 사항이

다. 한국에서의 RCA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다. 

Ⅳ. 연구결과  

RCA 사업 활동인 훈련과정, 워크샵‧세미나, 전문가 회의, 프로젝트 검토회

의 국제회의 유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에 따른 행정 지원을 수행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개최 경비를 본 과제에서 지원하 다. 본 과제의 수행기간동안 

총 12건의 RCA 행사를 지원하 으며, 동 지원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회의를 

유치하지 못하는 대학, 산업계 등에 RCA사업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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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과제책임자는 RCA의 정책 수립 회의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RCA 사업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

지원을 하 다. 제30차 RCA 총회(2001. 9) 및 동 회의 사전회의에 본 과제의 책

임자가 참석하여 한국대표단 활동을 지원하고, RCA 지역사무소 설치 안건 등에 

대하여 협의하 다. 이로써 30차 총회에서 RCA 지역사무소의 한국 유치가 원칙

적으로 확정될 수 있었다. 

그리고 2002년 3월 24-29일 서울과 대전에서 개최된 제24차 RCA 국가대

표자 회의 개최를 본 과제에서 지원하 으며, 동 회의개최를 위한 의장국 사전회

의(2002. 3. 24)에 참석하여 주요사항을 협의함으로서 국가대표자회의의 개최에 만

전을 기하 다. RCA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2002년 3월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기념 과학포럼과 RCA 관계전문가를 초빙한 기념강연회를 개최하 다. 본 과제에

서는 동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준비 운 위원회, 기술프로그램 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 초청강사를 선정하 으며, 원고 청탁을 하는 등 일련의 준비 과정

을 진행하 다. 

RCA 지역사무소의 설치는 우리나라가 RCA 사업의 주도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며, 회원국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이다. 사

무국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1997년 제19차 RCA 국가대표자회의에서부터 2002

년 3월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계국 간의 협의 및 의견조율을 본 과제에서 주

도적으로 성실히 수행함에 따라 이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본 과제 수

행의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RCA 우리나라의 RCA사업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여 국가 위

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기술수출의 활로를 확대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을 제

안하 다. 

1) 주제 사업 주도 국가로서의 활동 제고 

          - 우리나라는 에너지/연구용원자로/방사성폐기물이라는 3개의 Compo-

nent가 포함되어 있는 주제사업의 Lead Country 로 선정되어 있음. 

우리나라가 이 분야의 LC로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과 배

려가 있어야 함. 사업 수행에 따른 전담 인력의 보강, 국가 중장기 

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 우리나라 주도 사업에의 회원국 참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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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2) 원자력기술 실수요자의 참여 확대 

          - 지금까지 RCA 사업이 상아탑을 중심으로 한 학계, 일반 실수요자와 

연계되지 못하는 연구소 등에 치중되었음을 고려할때에 앞으로는  

RCA 사업에 산업계, 병원, 농업관련 기관등 실수요자의 참여가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임.

3) RCA 사업 자문위원회 구성 운

          - 우리나라의 RCA 사업 참여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 

각 주제사업별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는 것도 바람직함. 이

를 위하여 지역사무소와 합동으로 RCA 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

할 필요가 있음. 

4) RCA 행사 적극 유치

          - RCA 행사의 국내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임. 현재   

RCA는 1년에 약 65-70개의 개별 행사를 수행하고 있음. 그 중에서 

대다수가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집약되어 

있음. 

          - 이제 우리나라는 원자력연구소 내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

C)도 설립하 으므로 이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RCA 행사의 적

극적인 유치가 필요함. IAEA에 진출하여 있는 한국 출신 고위직의 

적극적인 배려, RCA 지역사무소의 아웃소싱 노력, RCA 의장국으로

서의 위상등을 감안하여 RCA 행사의 국내 유치를 보다 증대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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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30-year old RCA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Techniques in Asia and the 

Pacific)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building technological capability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and radiation application in the Member States. Korea 

was one of the first countries in the Region who ratified the Agreement. The 

main endeavors of RCA has been the training of qualified personnel of the 

Member States through regional events such as training workshops, seminars, 

project formulation meetings, advisory meetings, and so on. This capability 

building effort by RCA has contributed greatly to the national nuclear 

manpower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However, Korea was rather a late runner for RCA business. Unlike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during a good part of RCA initiation, Korea did 

not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RCA programs. This in turn made Korea a 

less active country in the Region in the field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 

applications. Along with the nations highly advanced nuclear power technology 

development, Korea then turned its face to radiation technology that is 

practically required for peoples' lives and for industrial development. Korea's 

successful completion of a research reactor designing and construction project 

made the country possible for regional cooperation in the radiation technology 

field. It was needed to thoroughly review Koreas participation in RCA 

programs and to seek possible areas for contribution.

Korea's wish to contribute to the Region was well reflected in a 

proposal to host the RCA Regional Office in Korea. To have a regional office 

has been a long wish of the Member States. The proposal was made during 

the Mumbai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in 2000. After 2 years of 

in-depth discussion and communication, the RCA Regional Office could finally 

be opened in Korea in March 2002. In addition, Korea hosted the 24th RCA 

Meeting of National Representatives in March 2002 in Seoul and Daeje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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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16 years ago when Korea first hosted the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In celeb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RCA establishment, Korea 

organized a scientific forum in Seoul in March 2002. Korea has been attaching 

cost free experts to IAEA RCA Office since several years ago. The Korean 

cost free expert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implementation 

rate of RCA projects. Korea is now the lead country of RCAs research reactor 

utilization, energy option assessment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rojects. It is Korea's hope to further positively contribute to the RCA for the 

benefit of the Region. The RCA now encounters another generation of its 

milestone.

This report describes how the RCA progressed during the past 30 

years and suggests what will be the next approach for another 30 years. 

Basically, this project aimed to support hosting the 24th RCA Meeting of 

National Representatives and also to support the RCA-30 celebration event. 

The 24th RCA Meeting was successfully carried out with the support from 

this project. The RCA-30 Scientific Forum was fruitfully held with the support 

from this project. At the RCA 24th Meeting, the Member States requested 

Korea to publish RCA 2001 Annual Report with highlights of success stories 

from the Member States. The newly opened RCA Regional Office will 

undertake this job. At the Scientific Forum, many recommendations for 

another 30 years RCA vision were made. It will be the Member States' 

business to handle the recommendations. 

The proceedings of this historic Forum will be published by this 

project. The proceedings will be circulated to 17 Member States and other 

regional/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an effort to enhance RCA awareness and 

to be used for seeking additional RCA partners. By conducting this project, a 

working paper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CA Regional Office 

was drafted and reviewed. Guidelines to nominate and select a Regional 

Representative were also drafted and reviewed with the support of this project. 

Issues remaining such as legal provisions would be handled by the new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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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ed Regional Office.

The Manager of this project could participate in the RCA 30th General 

Conference that was held in Vienna in September 2001 and the Chair Member 

States meeting to prepare the 24th RCA Meeting of National Representatives 

that was held in Dhaka, Bangladesh with the support from this project. The 2 

meetings were important arena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CA Regional 

Office and for the 24th RCA Meeting of National Representatives.

Meanwhile, several RCA events held in Korea during the project period 

(2001. 5-2002. 7) were financially supported by this project. A total of 12 RCA 

events such as 'Regional Training Workshop on Quality Assurance of 

Radio-pharmaceuticals' were financially supported by this project.

Establishing information networks between RCA local project leaders were 

possible through this project. It was also suggested to form a Local RCA 

Advisory Team who can give advices for each thematic project. This was a 

new approach to vitalize RCA programs in Korea.

More regional events are expected to be held in Korea in the coming 

years. Logistics support for hosting the events by individual institutions in 

Korea is further needed. Hosting such events could bring many benefits to 

Korea financially and technically. Through continued initiation of this kind of 

project, Korea can play a more spirited leading role in the Region. Ways to 

enhance Koreas participation in various RCA projects can be further explored. 

Application of radiation technology by the end-users should be encouraged. 

This Government strong support in the study project on RCA is ultimate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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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아․태지역 원자력 기술의 연구, 개발, 훈련에 관한 협정인 RCA가 발효된

지 30년이 되었다. 한 세대를 지나면서 RCA는 지역내 회원국의 원자력 에너지와 

방사선 응용 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 다. 우리나라는 RCA 협정 

초기 서명국 중의 하나 다. RCA의 기본 목적이 지역적으로 필요한 유능한 원자

력 인력의 개발이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같은 취지에 찬동하 던 것이다. RCA는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훈련과정, 세미나, 전문가 회의 등 많은 지역행사

를 수행하 다.  실제로 RCA의 이같은 노력은 대다수 회원국의 인력개발과 기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초창기 협정 서명국이면서도 실제로는 상당기간 RCA사업

에 적극적이지 못하 다. 이 같은 경향은 상대적으로 한국이 방사선 응용분야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저조한 입장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원자력발전 기

술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한 이후 국민일상 생활과 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 방사선 이용분야에 대하여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한국의 성공적인 

연구용 원자로 설계건설 자립성과가 많은 향을 주었고 이로서 한국은 방사선 

이용 분야의 지역협력을 새롭게 추구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의 RCA 사업에

의 참여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고 새로운 기여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게 되었다. 아․태지역 내에서 한국의 원자력 위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

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RCA 참여활동의 결과, 2002년에는 우리나라가 RCA

의 주요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제24차 

RCA 국가대표자 회의와 RCA 설립 30주년 기념 강연회 및 과학포럼의 우리나라 

개최와 RCA 지역사무소의 우리나라에 설치가 2001년 9월 RCA 총회시 결정이 

되었다. 

이와 같이 2002년의 RCA 주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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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 및 IAEA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또한 RCA 사무소의 개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조사 및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반사항을 검토 준비하기 위

한 기술적 행정적 조사연구와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본 과제가 수행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RCA 웍샵 및 전문가회의를 유치함으로서 RCA 회원국간

의 기술교류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동 유치활동은 우리나라의 발전된 원

자력기술력을 바탕으로 매년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의 발전을 통하여 기술인

맥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기술수출의 기반을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RCA 사업은 초기에서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참여하여 왔으나 RCA 사업이 계속 확대되어 가는 것과 함께 산업계와 학계의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업계와 학계가 RCA 사업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원자력산업이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RCA 

참여 방안 및 역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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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본 과제의 주요목표는 1) RCA 사업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지원 2) 

2002년 RCA 제24차 국가대표자회의 및 3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3) RCA 지역사무소의 설립지원 4) RCA사업에의 효율적인 참여방안 제시이다. 

RCA 제24차 국가대표자회의와 RCA 설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IAEA/RCA 조정관, 회의국과의 사전협의와 정부 및 국내 관계 

기관의 준비회의가 진행되었다. 

2002년은 RCA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

념강연회 및 과학포럼을 개최하 다. 강연회에는 각국의 RCA 관계 전문가 5명을 

초청하여 RCA활동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조명하 으며, 과학포럼과 

패널전시회를 개최하여 RCA 활동을 가시적으로 홍보하 다. 

RCA 회원국들의 오너쉽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1997

년 3월 제19차 RCA 국가대표자회의(미얀마 양곤)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동 

지역사무소가 2002년 3월 우리나라에서 설치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동 지역사무소 설

치를 위한 회원국과의 협의 및 관리규정 등을 준비하는 등 사무소 출범을 위한 제반 

지원을 하 다. 

2002년은 우리나라가 RCA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회원국으로서

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뜻깊은 한해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발전된 원자력기술을 

바탕으로 RCA 회원국과의 기술교류를 통하여 원자력기술 공여국으로 인식을 제

고하고 기술수출의 기반을 확대해 나아가는 새로운 발전방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가 RCA 사업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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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RCA 일반 현황

제1절 RCA 사업 분야 

RCA 사업의 범위는 농업, 에너지, 산업‧환경, 보건, 방사선 방호 등에 걸

쳐 폭넓게 원자력기술 이용이 포함되고 있다. 또한 이 사업들은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된 주제분야(Thematic Areas)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신규사업 입안 활동의 기초가 되고 있다. 회원국들은 RCA 사업의 

지역적 오너쉽(ownership)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각 주제분야에 대한 사업

주도국(lead countries)을 지정하고 있다. 

 1. 농업 분야

가장 먼저 시작된 지역사업은 ’73년의 농업분야로서 이 사업은 ‘수산물의 

방사선 보존을 위한 아시아 지역사업(the Asian Regional Project on Radiation 

Preservation of Fish and Fishery Products)’이다. 식품조사 기술은 현재 지역내 

몇몇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업적인 조사시설과 몇몇 국가들이 동 기술을 채

택하기 위한 규제조정이 마련됨으로써 농업사업이 발전되었다. 

   

회원국들은 식품 및 원예작물 위생을 위한 조사이용 및 식물성 위생 처리

에 중점을 둘 것이며, 식품조사는 검역처리를 위해 일부 국가에서 현재 금지된 화

학물질 대신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인정된 대체 방안이다. 농업의 

기타 분야는 유전공학인데 500개 이상의 방사선으로 조사된 재배품종이 개발도상

국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2. 산업 분야

RCA 사업중 규모가 가장 큰 UNDP/RCA/IAEA 지역‧산업관련 사업은 산

업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술로서 비파괴검사(NDT : Non-Destructive 

Test), 방사선응용계측(NCS : Nucleonic Control Systems), 추적자기술(Tracer 

Technology), 방사선가공기술(Radiation Processing Technology), 핵분석기술

(NAT :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등이 있으며, 이 분야에서의 실적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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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비파괴검사 분야에 있어서 수천명의 NDT 요원들이 지역 및 국내 훈련과

정에서 훈련을 이수함으로써 5개 주요 분야1)에 대하여 몇몇 국가에서 동 검사 요

원의 자격 및 인증을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회원국은 국가별로 국내 요

원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방사선응용계측 분야에서는 펄프 및 제지, 석탄 및 석유산업과 같은 산업

체들이 습기, 두께, 높이, 도 결정을 위한 측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석탄 및 광물 공정공장 시험시설도 일부 국가에서 설치되고 훈련목적으로 사용되

고 있다. 

추적자기술 분야에서는 몇몇 국가들이 현재 추적자 그룹의 설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들 활동을 통해 수요자들이 문제해결, 공정 최적화, 지

하 송유관의 막힌 곳과 누수된 곳을 찾아냄으로써 유속측정 및 체재시간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수백만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방사선가공 분야에서는 의료제품의 멸균을 RCA 국가들이 수용하고 있으

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 기술이 실제로 상업화에 이어지고 있다. 물질 특성을 바

꾸기 위해 방사선을 사용함으로써 전형적인 가황(vulcanization)에 대한 대체방법

으로서 알레르기 후유증이 거의 없는 천연고무 라텍스의 방사선 가황 및 전선의 

천연고무 가교에 대한 기술적인 타당성이 수행되었다. 

  

 3.  환경 분야

5년간의 UNDP/RCA/IAEA 공동사업이 환경문제 및 비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과정을 시정하기 위해 ’97년에 승인되었으며 5개의 하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 음용수 공급원 고갈, 지하수 오염, 염수 침투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청정 음용수 개발 

1) 라디오그라피, 초음파 검사, 자석 분자검사, 액체 침투검사, 와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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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오염, 적조, 침전, 지하수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양연안 환경 및 

해양 오염 관리 

   ◦ 지역에서의 대기 오염물을 측정하기 위한 대기 오염 및 대기오염 동향

   ◦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과정 

   ◦ 사업에 대한 주요성과를 실수요자에게 알리기 위한 전산네트웍 구축 

 4. 보건 분야

RCA 회원국은 헤파티스B를 위한 RIA(Radioimmunoassay), 테크니슘-99m 

이미징, 조직이식 멸균을 위한 방사선 사용과 같은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핵의학 기술을 도입했고, 조직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 으며, 핵의학 기술자 

및 조직 은행 운 요원들을 위한 원격 교육자료를 개발하 다. 신규 활동들은 현

재 심장병, 흉부암, 갑상선암, 신장 질병의 진단을 위해 핵기술 사용, 방사선치료

에 대한 품질보증, 조직이식의 멸균, 핵의학 및 조직은행에서의 원격 교육 및 자

료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5. 방사선 방호 분야

방사선방호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분야이다. 회원국들은 계속적

으로 방사선 하부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방호 기준들을 조정하고 있다. 이 프로

그램들은 기존의 규제 구조를 강화하고 작업자와 일반 대중에 대한 방사선 방호 

문제를 해결하며, 폐기물 안전 및 긴급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지역 차원의 방

사능 환경 감시 네트웍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작업자와 일반 대중을 위한 방사

선 방호 원격교육자료가 개발되고 있다. 

 6. 에너지/연구용원자로/방사성폐기물관리 분야

지역에서의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가져 왔으며, 개발

도상 회원국들은 IAEA가 개발한 전원개발 계획 프로그램을 사용해 훈련을 받고 

있다. 이 훈련은 회원국의 연구용원자로 및 발전용 원자로의 운전 관리, 안전 평

가, 운전 안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개선을 위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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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개도국간의 기술협력(TCDC)

RCA는 TCDC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 기술 선진국은 기술이 비교적 덜 발

달된 국가들에 기술, 시설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해 주고 있다. RCA의 많은 사업들

은 지역에서의 정부, 준정부기관, 산업체간의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협력 및 

TCDC를 증진시키고 있다. 

RCA를 통한 TCDC의 실례로는, 1개 개도국에서 다른 국가로의 전문가 파

견, 개도국의 시설을 다른 국가의 전문가를 훈련토록 활용, 개도국에서 개최되는 

훈련과정, 강의 등이 있다. 최근 추세는 지역우수기술지원기구(RRUs, Regional 

Resources Units)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훈련활동 수행, 지역내 다른 국가에 

대하여 기술적인 서비스 제공 및 전문가 활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RCA 

사업은 가능한 한 지역 전문가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지역내에서 입수할 수 없

는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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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2001-2002년 사업 수행

2001-2002년 RCA 수행사업은 총 34개이며 농업 5개, 보건 5개, 산업 5개, 

에너지/연구용원자로/방사성폐기물관리 3개, 환경(Joint UNDP/RCA/IAEA 사업) 

6개, 방사성방호 2개, 일반 1개, 종료사업 7개 등이다. Operational funded projects 

21개, non-operational awaiting funds projects 6개, to-be-closed but carried 

over projects  7개이다.

1.  2001∼2002년 RCA 프로그램 

2001∼2002년 RCA 수행사업은 총 30개인데 이중 2000년도 이월 및 연장

사업 18개, 신규사업 12개이다. 분야별 사업수를 보면 농업 6개, 보건 5개, 산업 4

개, 환경(Joint UNDP/RCA/IAEA 사업) 9개, 에너지/연구용원자로/방사성폐기물관

리 3개, 방사선방호 2개, 일반 1개이다. 동 사업의 예산은 2001년 5,350,000불, 

2002년 4,180,000불이다. 세부적인 사업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표 2-1) 2001∼2002년 RCA 사업별 예산

가. 농업 

Project Title 

Fund ($)

Total ($)2001 2002

H a/ H a/
1. RAS/5/037
 Mutational Enhancement for
 Genetic Diversity 

26,150 35,300 H : 61.450

2. RAS/5/035 
 Better Management of Feeding
 and Reproduction of Cattle 

221,760 208,800 H : 430,560

3. RAS/5/039 
 Restoration of Soil Fertility and
 Sustenance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100,000 262,820
H : 262,820
a/ : 100,000

4. RAS/5/042
 Application of Food Irradiation
 on Food Security, Safety and
 Trade

100,740 44,100 25,000 H : 144,840
a/ : 25,000

5. RAS/5/041
 Production of FMD Antigen
 and Antibody ELISA Reagent
  Kit

236,940 137,360 a/ : 374,300

6. RAS/5/040
 Development of Better
 Genotypoes of Food and Oil
  Crops and Pulses 

177,000 a/ : 386,220

Sub total 348,650 546,160 551,020 339,360 H : 899,670
a/: 885,520

Total 894,810 890,380 1,7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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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 

Project Title 

Fund ($)

Total ($)2001 2002

H a/ H a/

1. RAS/7/008 

 Quality Assurance in Radiation

 Sterilization of Tissue Grafts 

139,600 153,400 50,000 60,000
H : 189,600

a/ : 213,400

2. RAS/6/028 

 Nuclear Medicine Applications 
266,620 338,370 268,900 377,980

H : 535,520

a/ : 716,350

3. RAS/6/033 

 Distance Learning in Radiation

 Oncology 

171,480 171,480

4. RAS/6/029

 Improved Training for Nuclear  

 Medicine Technicians 

47,400 a/ : 47,400

5. RAS/6/035 

 LDR and HDR Brachytherapy in

 Treating Cervical Cancer 

100,000 30,000 70,240
H : 170,240

a/: 30,000

Sub total 677,700 569,170 389,140 437,980
H : 1,066,840

a/ : 1,007,150

Total 1,246,870 827,120 2,073,990

다. 산업 

Project Title 

Fund ($)

Total ($)2001 2002

H a/ H a/

1. RAS/4/018 

 Manufacture and QC of

 Co-60 Brachytherapy Sources 

65,000 a/ : 65,000

2. RAS/8/085

 Non-Destructive Testing and

 Evaluation 

186,290 35,000 a/ : 221,290

3. RAS/8/091 

 Process Diagnostics and

 Optimization in

 Petrochemical Industry 

193,380 84,200 230,400 18,200
H : 423,780

a/ : 102,400

4. RAS/8/089 

 Optimization of Mineral

 Resources Recovery Using

 Low Radioactivity and

 Portable Nucleonic Gauges 

143,840 141,860 a/ : 285,700

Sub Total 193,380 479,330 230,400 195,060
H : 423,780

a/ : 674,390

Total 672,710 425,460 1,09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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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 

Project Title 

Fund ($)

Total ($)2001 2002

H a/ H a/

1. RAS/8/076 

 Better Management of

 Environment and Industrial

 Growth

200,000 96,000 92,110 11,480
H : 292,110

a/ : 107,480

2. RAS/8/082  

 Isotopic and Related Techniques

 to the Assesment of Air Pollution 

252,440 194,250 272,780 49,860
H : 525,220

a/ : 244,110

3. RAS/8/084 

 Isotope Use in Managing and

 Protecting Drinking Water 

163,880 42,960 97,040 60,000
H : 260,920

a/ : 102,960

4. RAS/8/083 

 Management of Marine Coastal

 Environment Pollution

125,000 a/ : 125,000

5. RAS/0/029

 Radiation Protection and

 Networking

78,900 120,700 a/ : 199,600

6. RAS/8/087 

 Radiation Processing Applications

 for Agrowastes 

75,000 25,000 a/ : 100,000

7. RAS/8/090 

 Upgrading Natural Polymers and

 Enhancing Environment

 Conservation by Using Radiation

 Processing 

103,320 108,780 a/ : 212,100

8. RAS/8/093 

 Use of Isotopes in Dam Safety

 and Dam Sustainability

151,000 195,400 49,600
H : 399,600

a/ : 49,600

9. RAS/8/092 

 Investigating th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in

 Geothermal Areas

146,750 180,500 327,250

Sub Total 914,070 715,430 837,830 425,420
H : 1,751,900

a/ : 1,140,850

Total 1,629,500 1,263,250 2,89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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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에너지/연구용원자로/방사성폐기물관리 

Project Title 

Fund ($)

Total ($)2001 2002

H a/ H a/
1. RAS/4/016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from Non-power Sources 

60,000 60,000

2. RAS/4/020 

 Improvement of Research Reactor

 Operation and Utilization 

107,800 71,250 184,360 27,300
H : 292,160

a/ : 98,550

3. RAS/0/033 

 Role of Nuclear Power and Other

 Energy Options in Mitig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123,800 24,600 50,000 105,880
H : 173,000

a/ : 130,480

Sub Total 231,600 155,850 234,360 133,180
H : 465,960

a/ : 289,030

Total 387,450 367,540 754,990

 바. 방사선방호

Project Title 

Fund ($)

Total ($)2001 2002

H a/ H a/
1. RAS/9/018 

 Harmonization of Radiation

 Protection 

220,800 133,400 234,000 123,400
H : 454,800

a/ : 256,800

2. RAS/9/024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and Regional

 Database 

52,870 52,870

Sub Total 220,800 234,000 123,400
H : 454,800

a/ : 309,670

Total 407,070 357,400 764,470

사. 일반

Project Title 

Fund ($)

Total ($)2001 2002

H a/ H a/

1. RAS/0/025

 Development of TCDC in

 Asia and the Pacific 

114,530 46,760 161,290

Total 114,530 46,760 161,290



- 13 -

제3절 사업주도국 운  

RCA 사업추진에 대한 IAEA의 입장변화는 과거 수년간 RCA 관련회의에

서 강조되어 왔으며, 제 41차 IAEA 정기총회 기간중 개최된 RCA Meeting에서는 

회원국에게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RCA 사업추진 방향 설정에 대한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별 장점분야를 활용하기 위하여 각 사업분

야별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focal point 개념이 상기 RCA 회의 기간중 

논의되고 회원국들로부터 묵시적 합의를 보게 되었다. 

현재 Thematic Programme 및 UNDP/RCA/IAEA 공동사업의 사업주도국

(Lead Country)은 (표 2-)2와 같다. 

(표 2-2) UNDP/RCA/IAEA 공동사업의 사업주도국

Thematic Programme UNDP/RCA/IAEA 공동사업

- 농업 : 중국 - 음용수 개발 : 필리핀

- 보건 : 인도네시아 - 해양환경오염 방지 : 호주/인도

- 산업 : 인도 
- 대기오염 : 뉴질랜드 

             (중국, 필리핀)

- 환경 : 인도

        (일본은 2004-2005 사업부터) 

- 에너지의 효율적인 생산공정 

  : 뉴질랜드 (일본, 태국)

- 에너지/연구용원자로 : 한국 - 전산네트워킹 : 말레이시아 

- 방사선방호 :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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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RCA 사업의 성공사례

다양한 사업을 통해 RCA 활동의 비젼은 지역내 지속적인 개발목표를 이

루기 위해 안전한 원자력기술을 개발하는데 모아져 있다. RCA 프로그램은 농업, 

보건, 산업, 에너지, 환경 및 방사선방호와 같은 Thematic Area에 집중되어 있다. 

“정보기술”분야의 발전은 체계적인 네트웍을 강화하고 다양한 실수요자에 이르게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한 사업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보건분야 교육 

RCA가 개발한 원격교육 자료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다

른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아․태지역내에서만 원격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핵의학 및 조직은행분야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 

 2. 방사선방호 분야 교육 

7개 RCA 국가에서 52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원격교육 모듈이 시험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가능하고 다른 언어들로 번역되

고 있다. 이 교육모듈은 방사선 물리학 종사자 및 방사선원 사용자들에게 방사선

방호에 대해 교육을 할 수 있는 표준훈련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3. 식품조사/검역처리를 위한 과일 및 채소 방사선 조사 

ASEAN 국가들이 포함된 RCA 회원국들은 현재 식품조사에 대한 조화된 

일련의 규정에 합의하 으며 이러한 규정을 채택할 일정을 확정시켰다. 이러한 작

업은 ASEAN 및 ICGFI가 지원하고 있다. RCA 회원국들은 또한 검역처리를 위

한 방사선조사를 사용하는 일련의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토콜들

은 다른 지역협정(AFRA, ARCAL)에서 추가로 조화시키기 위해 이들 협정국가들

과 공동으로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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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업, 동물 양 및 재생산 

UMMB 보충사료의 생산에 대한 작업은 수천명의 농부를 대표하는 많은 

농장에까지 확대되었다. 동물 재생산에 대해서, 참가국들에게 제공된 소프트웨어

(AIDA)는 각국들이 각 사육되는 동물 및 시설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준다. 

 5.  동위원소 수문학 

수자원관리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동위원소 수문학 기

술을 사용하고 있다. RRUs가 도출되었으며 다른 회원국들은 물의 견본을 분석하

고 이를 전문가들에게 보내기 위해 다른 회원국들이 사용하고 있다. 

 6.  대기오염에서의 분석이용

아․태지역에서 대기오염 수준을 분석, 비교하고 적확한 DB를 구축하기 

위해 핵 및 분석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RCA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는 NAA, XRF, PIXE와 같은 다양한 분석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회원

국에서 지식의 기반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회원국들이 수집한 대기 샘플을 

분석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통계적인 방법 및 분석기술들이 소개

되었다. 회원국들은 또한 실수요자와 긴 히 협력하고 있다. 

 7. 안전가이드 개발 

방사선치료에 대한 안전가이드를 개발하기 위해 AFRA, ARCAL이 포함되

는 지역간 활동에 RCA가 참여하고 있다. 가이드는 결국 IAEA 기술문서

(TECDOC)이 될 것이며 참고용으로 모든 회원국들이 이용 가능할 것이다. 

 8. 다른 기구와의 협력 

다른 지역기구와의 협력이 환경, 천연자원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예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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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전산네트워킹은 APDIP와 추진하고 있는데 RCA 홈페이지 서버를 이 기관 시

설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오염, 바다의 방사능 결정 등 분야에서 대해서

는 GEF/IMO/UNDP 지역해양 프로그램과 협력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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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RCA 사업 관리

 1. 사업주도국 (Lead Counrty)   

   가. RCA 사업관리에서의 사업주도국 개념  

     (1) 사업주도국의 개념

RCA 사업내에서의 사업주도국 개념은 회원국들이 사업활동에 대한 보다 

많은 관리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는 시도이다. 이 개념은 지역내 회원국들의 오너

쉽과 하나의 사업이 입안되는 데서부터 최종 평가에 이르기까지 회원국들의 책임

을 높이는 것이다. 

사업 주도국은 관련 활동에서 회원국들에게 더 많은 운  책임을 부여함

으로써 회원국들의 주도권을 확대하고 회원국들의 지역에 대한 주인 의식과 과제 

입안에서 최종 평가까지의 책임감 향상시킴과 동시에 회원국의 핵심 인물이 지역 

차원에서의 기술적인 과제를 기획, 관리, 시행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내에서 

수행되는 관련분야 R&D를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용되었다.

주도국에 관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RCA 협약과 관례, RCA 지침과 운  규칙을 만족시키는 범위 이내에서 운

용한다.

-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시작 단계에서 수행 단계까지 책임지는 주도국은 하

나이다.

- IAEA는 과제의 수행과 이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과제 위원회 (Project Committee)는 과제를 검토/평가하며, 주도국은 자료 제

공 등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주도국은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를 자청하는 다른 참여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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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주도국의 역할

과제 기간 내의 모든 일에 대하여 지도력을 발휘하고 주도권을 갖으며, 참

가자들을 대표하여 과제를 완전하게 기획, 입안, 계획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고, 

IAEA가 과제를 수행하여 기술적으로 진척되는 내용과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관

찰하고 감독한다 그러나 주도국이 위 모든 일을 혼자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

다. 다만 주도국은 참여국들에게 적절하게 업무를 배분하여 도와주도록 독려하여

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내에 유용한 경 자원 (management resource)을 

개발하고, 다른 회원국(다른 회원국에도 해당하지만 특히 저개발 국가)들이 장래

에 주도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주도국 개념은 지도력이 입증되고 과제를 조직/관리하는 능력을 가진 적절

한 자격을 갖춘 인물들을 회원국들이 정하여 지원하지 않으면 효과를 얻을 수 없

다. 주도국의 역할에 동의함에 있어, 각 회원국은 과제의 동기가 유효하고 과제의 

목표/목적/결과가 적기에 할당된 예산으로 달성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책임을 

이행할 것을 다른 참가국들에게 약속한다.

주도국의 역할에 동의하는 것은 주도국의 조정자 (Coordinator)를 지원하

는 자원을 확보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도국의 역할이 선정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다른 여러 나라로 확산되기를 권고한다.

  (3) 주도국과 지역 자원유니트 (RRU: Regional Resource Unit)와의 관계

- 주도국의 선정 기준이 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을 가진 나라를 요구하지 않으

므로 주도국이 자동적으로 RRU가 되지는 않는다.

- RRU의 지정은 합의된 투명한 지침과 요건에 따를 것이다. 주도국 지정과 마

찬가지로 RRU도 지정에 따르는 재정적 또는 다른 혜택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RRU는 일반적으로 과제에 자원을 제공하여 그 나라에서 

TCDC에 기여하는 몫을 증가시킨다.

- 주도국은 그 임무를 자체의 자원으로 충분히 지원할 것을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로 보증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지명된 RRU도 같은 방법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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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도국 임기

주도국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과제의 합의된 기간 또는 예산이 확보된 기

간이다. 그러나 Thematic Programme처럼 현재 진행중인 RCA 계획은 과제 위원

회에서 2년마다 주도국 선정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주도국이 책임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그 나라의 국가 대표가 다른 국가의 

대표와 RCA 조정자에게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알릴 것을 기대한다.

  (5) 주도국의 활동 평가

RCA의 정책 결정 조직은 국가 대표자 회의이다. 주도국 개념은 자체 조정

을 시험하는 것이며, RCA의 긴 역사를 통하여 각국은 문제에 대하여 항상 합의

점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개발되어 있는 투명한 기준으로 일을 할 수 없

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주도국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

  나. RCA 사업제안서 승인에 있어서의 사업주도국의 역할 

RCA 사업제안서를 IAEA 기술협력사업에 도입하는 단계별 과정은 다음의 

표 2-2에 나타나 있다. 이 과정은 RCA 운 지침과 사업주도국 개념과 일치되는 

것이다. RCA 회의에 최초로 사업제안서를 발표하는 것과 공식적인 RCA 사업제

안서로 TC 부서에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하는 것 사이의 최대로 걸리는 시간은 

36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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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RCA 사업제안서가 TC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한 일정 

일    정 시간
(주)

비     고 

1. 신규 사업제안서 0
신규제안서

a)
는 RCA 국가대표자에 의해 

RCA 회원국에 제출

 1.1 최초 검토 2
사업문서는 특정기술 관련된

National Coordinatorsb)에게 제출됨 

 1.2 수정된 제안서 배포 10

제안서는 접수된 검토의견을 기초로 하

여 제안자가 수정을 함. 문서는 적어도 

다음 회의
c
) 개최 8주전까지 RCA 조정

관이 RCA 국가대표자에게 배포함 

 2. RCA 국가대표자회의

18

이 과정은 RCA 운 지침의 4조에 따르

는 것임. 3 또는 그 이상의 RCA 회원국

들이 관심을 표명한다면 사업위원회가 

조직될 것임  

 2.1 사업위원회(Project 

Committee)d) 임명 및 임시 

사업위원회 의장 선출 

(위원회는 IAEA 대표를 

포함시켜야 함)

 2.2. 사업주도국 지정

3. 세부 사업제안서 준비를 위한 

사업위원회 개최
32

사업주도국은 기술협력(TC) 요건에 따

라 전체 사업제안서 준비를 개최된 사업

위원회의 책임을 지게 됨

 3.1 세부 사업제안서 RCA 

국가대표자에 배포
34

4. 평가 및 승인을 받기 위해 RCA 

조정관이 동 사업제안서를 

기술협력부에 제출

36
RCA 사업은 일반적인 TC 절차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될 것임 

(註) 

a) 사업제안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Project Document 형태로 되어야 함 

  - 국가의 특수한 필요를 사업이 어떻게 대응해 해결할 것인지 사업의 지역적인 

측면을 기술하여야 함 

  - 특히 원자력기술의 이용을 대해 언급을 하면서 과학기술적인 측면의 관점에

서 정당화하게 되어야 함 

  - 달성할 수 있고 측정될 수 있는 목표 및 실수요자 및 사업수혜자들에게 예상

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함 

  - 사업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inputs 및 outputs을 기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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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기간 및 예산추정이 되어야 함 

b) National Coordinators는 제안서가 RCA 분야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하여

야 함 

c) RCA 국가대표자들이 제안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8주

간의 시간이 필요함 

d) 사업위원회는 사업입안회의(PFM)로서 역할을 하는 것임 

  다. RCA 향후 비젼 

   (1) 아‧태지역의 원자력협력

20세기 후반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지구상에서 인류의 생활, 환경, 과

학기술 자체에 미친 향은 엄청나다. 교통과 통신체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지구에

서의 1일 생활공간이 좁아지고 있으며, 전세계 많은 곳에서 국내외적으로 이동하

는 물품, 메시지, 사람들의 물결은 급속히 증가했다. 국가간의 외형적인 경계는 급

속히 사라지는 것 같다. 세계는 정보기술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하나로 통합된 네

트웍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은 이 네트웍 구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태지역은 위 시나리오에서 서서히 지속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다. 막대

한 인적자원, 천연자원, 전략적 지리여건,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아‧태지역 국

가들은 21세기에는 보다 능동적, 지도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

다. 전략전문가, 정책결정자, 과학기술자, 아‧태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잠재

력을 현실화하는 것은 야심찬 일이 아닐 수 없다. RCA는 이 잠재력을 현실로 이

루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태지역 국가간의 상호 및 다자간 

협력, 특히 개도국간의 기술협력(TCDC)이 증진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협력이 강화되어야할 것이다. 

   ◦ 아‧태지역에서의 평화와 정치‧사회적인 안정 유지를 통해 경제활동과 발전

을 위한 기본요건인 안보와 안전을 아‧태지역 사람들이 느끼도록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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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은 무엇인가?

      - 향후 아‧태지역에서의 원자력 이용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의견일치를 통

해 화목하고 견실한 과학기술 공동체로서의 RCA의 역할이 아‧태지역에

서의 원자력의 평화적 안전 이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 경제성장, 특히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촉진과 아울러 아‧태지역 국민들

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

가?

      - 향후 RCA는 개도국 및 신흥 개도국들이 식품과 양 확보, 식품안전, 건

강보호, 산업발전, 환경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

자력기술 설비, 인적자원, 지원 인프라(하부구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

가들을 도와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아‧태지역 각 국가들이 개발 프로그램을 계획‧시행하는데 있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장 최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이들 국가들의 과학기술 개발 및 활용 증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훈련 및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

해 RCA는 향후에 각 회원국들과 아‧태지역의 특수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원자력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더욱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아‧태지역의 경제‧과학기술의 발전은 미개발국에서부터 기술 선

진국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아‧태지역 대다수 국가들의 현재 사회‧

경제적인 여건들과 일부 회원국들이 이룩한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 및 산업발전

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요 5개 부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 식품‧ 양 확보 및 안전(Security and Safety of Food and Nutrient) 

      20억명 이상이 살고 있는 아‧태지역에서는 식품‧ 양 확보 및 안전성이 이 

지역은 물론, 전세계가 풀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과제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값싸고 양분이 많은 식품을 생산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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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 분야에서 과학기술 개발 및 이용의 활동범위는 식물, 동물, 인공 

및 화학처리에 바탕을 둔 식품 생산, 식품 가공 및 식품 보존에서부터 식품 

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보건(Health Care) 

      종합건강진단시설, 특수진단법, 치료, 예방의학, 종합진단 등에 있어서 대중

을 위해 저렴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의 건강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향후 생활수준 향상을 고려할 때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이다. 

   ◦ 산업발전(Industrial Development)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산업발전, 즉 고부가가치적인 물품을 생산하는 중소

기업 및 대기업의 발전은 경제적인 면에서 긍정적 향을 줄 것이며, 사람

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 아‧태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업 

기반산업 개발이 이 분야에 포함된다. 

   ◦ 에너지 개발(Energy Development)

      에너지는 경제활동의 원동력이다. 사람들의 생활수준 향상 및 산업발전으로 

아‧태지역에서의 에너지 수요는 향후에도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한정된 석탄 자원의 급속한 고갈과 이의 연소가 환경에 미치는 치명적

인 향으로 인해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 개발해야 될 것이다. 일본과 한국

은 아‧태지역에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노력의 한 방안으로 

원자력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전략,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이 이 지역에서 증가가 예상되는 

원자력발전소의 역할 및 향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결과

적으로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기술과 더불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조치,  안

전성 및 방사선 방호와 관련된 문제는 아‧태 지역국가 모두가 생각해야 하

는 문제가 될 것이다. 

   ◦ 환경보호(Environmental Care and Protection)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특히 환경오염 및 파괴로 인한 국내

외적인 향을 고려할 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과 더불어 가

장 효과적인 정책, 전략, 프로그램을 도출하여 이의 시행을 위한 개별 및 

공동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원자력기술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쟁력이 있는, 또한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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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원자력 기술의 잠재적인 혜택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이 기술을 전체 국가 및 아‧태지역 개발계획 활동으로 통합해

야 한다. 원자력 과학기술에서의 아‧태지역 기술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RCA는 위에서 언급한 우선순위 문제들의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전

략적 위치에 있는 것이다.

  (2) RCA의 미래를 향한 추진방향 

   (가) 조직 및 임무 

지난 25년 동안 RCA는 회원국들, 특히 개도국들이 과학시설 건립, 인적자

원 개발, 필요한 지원 인프라(하부구조) 수립에 대한 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아

주 효율적인 지역협력체로서 발전해 왔다. 많은 개도국들은 그들의 주요 활동방향

을 그들의 능력 축적보다는 각국 및 아‧태지역에서 중요한 농업, 보건 및 산업 등

과 같은 분야에서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RCA 일부 

개도국 회원국들은 지역우수기술지원기구(RRUs)으로 활동할 만큼, 자국의 과학, 

인적 재원들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실제로 RCA의 임무가 잘 완수되어 온 것은 과장된 사실이 아니다. 1995년 

IAEA 기술협력보고서(GOV/2868)에 나타난 바와 같이, UN 합동조사기관은 RCA 

산업프로젝트인 RAS/83/073에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특정 프로젝트에 주는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또한 RCA의 많은 회원국들은 급속한 경제발전, 특히 국내 경제발전을 이

룩하 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태지역은 경제와 과학기술활동의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매우 활동적인 지역이 되었다. 회원국들의 관심과 역할, 각 회원국

들과 IAEA와의 관계에서 큰 변화가 있었으며, 이들 사이의 관계가 보다 복잡하

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IAEA도 지난 30년동안 자체의 정책, 전략 및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 

  

현재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기술적으로 앞선 나라들에서부터 미

얀마, 베트남같은 신흥 개도국에 이르는 국가들이 RCA의 회원국이며, 급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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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정세, 특히 아‧태지역의 정세를 고려할 때, RCA는 아‧태지역 국가 및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필요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들을 도출

하여 이를 계획‧시행하는데 있어 향후에도 현재처럼 복잡한 도전의 기회를 맞이

할 것이다.   

  

향후 25년 동안, 전략적 환경측면에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변화가 있

을 것으로 생각할 때, RCA는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성공적인 협력체제로

서 역할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비젼, 목표 및 전략을 

검토하고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RCA의 향후 비젼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RCA는 아‧태지역 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해서 원자력 과학분야에서 믿을 수 있는 지역지원기구(RRU)가 되어야 

하며, 원자력 과학기술의 이용, 연구, 개발 및 훈련 분야에서 우수하고 경쟁력 있

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향으로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향후 25년동안 RCA 회원국들은 필요한 원자력기술 재원(시설‧실험

실), 인적 재원, 특히 각국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 방사선방호를 포함한 지원 

하부구조를 개발하는데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다. 또한 회원국들은 이미 국

내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다른 관련기관들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협력에 

착수하 으며, 원자력 과학기술을 국가 개발의 도구로 통합하 다.2) 

  

둘째, RCA는 아‧태지역 및 각국의 전반적인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

록 광범위하게 개발된 시설, 도구, 활용 가능한 전문가를 보유해야 한다.3) 

   

셋째, 지역지원기구(RRU), 즉 시설 및 전문가들은 회원국사이에 잘 분배되

어 특정 국가에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4)

  

2) Maturity

3) Capability

4) Capability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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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RCA는 각국 및 아‧태지역의 실제적인 필요에 대한 광범한 문제해결 

활동을 수행한다.5) 

  

이러한 명시된 비젼을 이루기 위해, RCA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주요 목표

들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전략 및 행동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2) 입  지

    ◦ RCA는 APEC, AFTA 등과 같은 다른 우수한 공동체와 같이 아‧태지역에

서의 신뢰할 수 있고 중요한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 RCA는 지역 계획입안자들과 의사결정자들에게 쉽게 다가 갈 수 있다. 

    ◦ RCA는 지역 계획 및 정책 회의에 참가하는 중요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3) 역  할 

    ◦ RCA는 개도국간의 기술협력(TCDC)을 증진하는 주요 기구가 된다.

    ◦ RCA는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원자력 연구기관, 분야별 계획입안자 

및 국내 및 아‧태지역내 수요자들 사이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상호작

용 증진의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 RCA는 아‧태지역에서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기관들을 위한 농업, 의료, 산

업, 에너지, 방사선방호, 환경분야에서 우수한 원자력기술 서비스 공급자가 

된다. 

  (4) 사  업 

    ◦ 주요 사업은 식품 확보 및 식품안전, 건강보호, 산업개발, 원자력발전의 안

전하고 효과적인 이용, 환경보호와 같은 아‧태지역과 많은 회원국들이 직

면하는 필요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 활동 프로그램들은 회원국들에게 큰 향을 주며, 문제해결과 수요자의 혜

택을 위해서 선정되어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들은 이 활동들이 필

요한 회원국들에서 능력배양 활동에 의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 개도국 및 신흥개도국에서의 필요한 인적자원, 시설 및 인프라(하부구조)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회원국

5) Scope of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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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다양한 지역지원기구(RRU)의 설립으로 아‧태지역 및 회원국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한 기술, 시설 및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5) 재  원 

    ◦ RCA는 양국간 또는 다자간 협력을 기초로 하여 광범한 재원을 확보한다.  

    ◦ RCA 회원국들은 단체로서 RCA프로그램들의 시행을 지원하는 잘 개발된 

과학기술적인 시설 및 지원 인프라(하부구조)를 가지고 있다. 

    ◦ RCA는 아‧태지역의 필요를 충족할 충분한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6) 관  리    

    ◦ 고위대표자가 이끄는 핵심적이고 작은 규모의 현장관리자팀이 있는 RCA

는 아‧태지역의 전략적인 위치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 RCA 활동들은 국가대표자들, 국가 사업‧하부사업 책임자, 자금 지원기관 

및 수요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결정, 계획, 시행된다.

    ◦ RCA는 개도국 및 신흥 개도국들이 필요시 지역지원기구(RRU)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필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7) 협력관계 유지 

    ◦ RCA는 기술지원의 공급과 수원이 필요할 때 IAEA와의 긴 하고 성숙한 

관계 및 협력을 유지한다. 

    ◦ RCA는 각 회원국, 아‧태지역 및 전세계 수요자들과의 긴 한 관계 및 협

력네트웍을 가진다.

    ◦ RCA는 아‧태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자금지원 및 기타 기술제공 기관들과 

효과적인 관계 및 협력 네트웍을 가진다.

회원국들의 국내 개발계획에 원자력기술이 포함되어 개발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RCA와 같은 양국간 및 다자간 협력창구

를 통해 아‧태지역 및 국제기관들과 공동체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한 가

장 우수한 국가 전략을 결정해야 한다. 회원국들, 특히 개도국과 신흥 개도국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

구하는 노력을 하는데 있어 보다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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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RCA 비젼을 위한 제안  

앞서 기술한 RCA 비젼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이 나가야 할 방향으로 다

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RCA 회원국들은 향후 25년 동안의 "RCA비젼“에 대해 의견이 일치

되어야 한다.

둘째, RCA 회원국들은 주요 사업분야의 목표에 의견을 일치해야 하며, 다

음과 같은 제안사항을 추구해야 한다.  

     ◦ 주요 지역지원기구로서의 신뢰할 만한 입지 확보 

     ◦ 국내 및 아‧태지역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 문제 해결, 수요자 중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의 입안 및 시

행

     ◦ 시설, 자금 및 인력에 대한 견실하고 광범한 재원 확보 

     ◦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체제 시행 

     ◦ 광범위한 관계 및 협력 개발 

셋째, RCA 회원국들은 주요 사업분야 및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을 일치해

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식품‧ 양 확보 및 안전

     ◦ 보건

     ◦ 산업개발

     ◦ 에너지 개발 

     ◦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방호

     ◦ 환경 연구 및 관리

넷째, RCA 회원국들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다섯째, RCA는 개도국 및 신흥 개도국들이 원자력기술의 성숙, 즉 견실한 

원자력기술 재원(연구개발 시설), 인적재원, 특히 각 회원국들이 국가적으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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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우선순위 분야에서의 관계 및 협력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모색하

여야 한다.

여섯째, RCA 회원국들은 필요한 사업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최선

의 지원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보다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특히 원자력기

술을 그들 국가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이용가능한 과학기술 도구로 통합하는 동시

에, 과학기술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관련기관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결과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수요자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국가차원의 

관계 및 협력 네트웍을 개발해야 한다.

  바. 기술협력사업의 외부외탁(outsourcing)

Outsourcing은 IAEA 기술협력사업 RCA 사업 시행율을 높이는 방안

(RRUs 이용, CFE 이용, Outsourcing)중 하나이며 기술협력사업 이벤트 전체 또

는 일부를 지역내 우수기관 특히 IAEA를 대신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RRUs

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주는 것이다. 

동 사업의 목적은 사업수행에 있어 오너쉽 증진, 원활한 계획된 사업활동 

수행,  IAEA 기술협력 수행부서 담당자들의 현재의 업무량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Outsourcing 추진을 위한 약점으로는 Outsourcing은 현재 IAEA가 이미 

권장하고 있는 것이며 사례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널리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향후 명확한 정책 가이

드라인이 수립되어야 하며 외부용역을 줄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Outsourcing 추진이 가능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RRU가 outsouring 될 수 있음 

- 특정 연구소에서 그룹 펠로쉽을 수용하기 위해 RRU 또는 host country

가 outsouring 될 수 있음 

- 회원국에서 유치하기로 계획된 일부 지역 이벤트들을 수행하기 위해 회

원국이 outsourcing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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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사업이 outsouring 될 수 있음 

Outsourcing 추진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원격학습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회원국내 연구소와 계약 체결 

- 지역 훈련과정을 개최하고 훈련비를 지급허기 위해 1개 기관과 MOU 

체결- 이 MOU에는 host 기관과 IAEA의 역할을 명시해야 함 

- 수자원 샘플을 분석하고 연구실에서 실습을 하기 위한 기준들을 준비, 

배포하기 위해 계약을 RRU와 체결하는 것 

Outsouring은 RCA 회원국 및 IAEA에 도전이 될 만한 일인데 왜냐하면 

이를 비용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며 Outsouring의 첫 대상은 지역 훈련 

이벤트들이며 시험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RRU에 용역을 줄 수 있다.   

사업수행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또한 기술협력사업 관련 이벤트들을 비용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차원에서 Outsourcing 추진 방안은 충분한 고려사항인 것으

로 생각하며, 향후 이에 대한 IAEA의 명확한 정책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용역을 줄 사업/행사의 선택기준 들이 합당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충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IAEA 기술사업의 외부용역 정책이 채택된다면, 각 회원국들은 2001-2000

년 동안 outsourcing 할 수 있는 사업분야를 도출하는데 노력을 해야 하며 IAEA

도 어느 사업활동을 회원국에 용역을 줄 것인지를 도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IAEA측에서 개도국간의 기술협력(TCDC)을 위한 외부위탁

(Outsourcing)을 위한 정책 및 수행전략을 제안한 것이다. 

   ■ 도입 

 o IAEA는 TCDC 정책 및 TCDC 진흥을 승인함. 기술협력전략에 대한 관련 문

서(GOV/INF/824, '97. 10. 24)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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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DC는  회원국간에  자립 및  상호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사업활동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요한 핵심요소가  될 것임”

 o 따라서 TCDC는 모델프로젝트(Model Project), 국가프로그램 프레임웍(CPF), 

주제기획(Thematic Planning) 등을 통해 TCDC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

협력전략의 핵심부분임. 프로그램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으로 TCDC를 증진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즉 outsourcing을 높이는 것-

가 도출됨 

 o 동 제안을 위해, outsourcing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기술협력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관련  기술협력지역내의 유능한 기관들에  

위탁을  주는데  특히  IAEA를  대신하여 수행할  지역우수센터(RRUs)에  위

탁을  줌”

 o 기술협력부가 추진하는 Outsourcing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TCFPS에 의해 

“sub-contracting(하도급계약)”으로 가끔 지칭되어 왔음. 프로그램 기획부서에

서 group activities를 outsourcing한 바 있어 이로부터 유익한 경험을 얻었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서간의 절차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 outsouring에 

대한 전체 정책 및 시행전략을 적절히 정의할 때가 되었음. 이러한 필요가 발

생한다면, outsouring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또한 재규정되어야 할 것임. 

 o Outsourcing을 선택하는 이유와 Outsouring 할 수 있는 사업/행사의 선택 기

준들을 정의하는 합의된 정책이 필요함. 운 부서가 수행하는 업무를 조화롭

게 하기 위한 선택기준 및 절차를 정의할 시행전략도 필요함. 

 o 처음부터 IAEA가 기술협력사업내의 사업수행 및 사업의 질에 대한 책임은 회

원들에게 부가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함. Outsourcing에 관련된 모든 부서에 

대한 책임은 시행전략 및 절차에 정의되어 있음. 

 ■ 제안된 Outsourcing 정책

 o Outsourcing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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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CDC를 확실히 증진할 때 특히 회원국들의 이익을 이해 시행기관의 기술능

력을 이용할 때 사업시행방안으로 outsourcing을 선택할 수 있음 

  -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outsourcing은 IAEA의 기술협력 사업 일부(20% 미

만)를 차지해야 함 

  - IAEA 헌장에 기술된 활동하에서 추진되는 행사들, 즉, 안전조치관련 활동, 

안전점검을 위한 파견(OSART's, IRRT's)등은 outsourcing이 안 될 수 있음 

  - Outsourcing 시행비용이 outsoucring 하지 않을 때의 비용보다 높다면  

outsourcing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음 

  - Outsourcing은 먼저 개도국 회원국의 관련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기술이전의 이익이 생기고 비용분담과 같은 경제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면 개

도국 회원국내의 관련기관들이 고려될 수 있음 

  - 장비 구입 및 장비관련 서비스는 FPS-TCPC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기술협력프로그램내의 outsourcing 시행전략 

 o 시행전략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 Outsouring은 중요한 TCDC 요소를 수행해야 함 

   - Outsourcing은 지역내 (지역사업)의 1개 국가 또는 몇 개 국가의 이익을 위

한 것이야 함

   - 제안된 outsourcing은 IAEA에 이익을 창출하는 비용-이익 분석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함. 

   - Outsourcing은 적절하고, 경험있고, 유능한 기관들과 계약이 되어야 함 (일

부 여건에서는, 정부가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IAEA가 인정한 지역우수센터에 우수권을 줄 수 있음 

   - Oursourcing은 수행자료 및 기타 적절한 정보를 포함하여 적절히 문서화되

어야 함 

   - Outsourcing은 IAEA의 감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행되어야 

함. 인허가, 기록 및 모든 관련 절차 및 재정규칙에의 준수 등이 나타나야 

함. 

   - Outsourcing은 수혜 회원국이 인지하고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함. 필요

시 MOU가 IAEA, 수혜기관 및 계약기관의 3자간에 체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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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기관의 선정기준 

 o 계약기관은 기술적 및 계약적 측면의 본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계약기관의 선정은 중요하며 계약을 맺기 전에 만족하게 결론이 

이루어져야 함. 

 o TCETA/B 자문을 받고 있는 운 부 과장 (TCPA 또는 TCPB)은 서비스를 

outsourcing할 기관이 다음의 사항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만족해야 함. 

     - 법적 위치 (계약을 수용가능해야 함)

     - 계약 임무를 수행할 필요한 권한, 기술적인 능력, 적절한 인프라 

     - 필요한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리 및 행정능력 

     -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는 투명한 재정관리 시스템 

     - 우수하게 갖추어진 QA 시스템 

     - (group activities가 outsourceing될 때) 관련 다중언어로 여행서비스 제공 

     - 우수한 컴뮤티케이션 시스템 (팩스, 전화, email)

 

  ■ Outsouring될 활동범위 

 o 다음의 활동들이 outsourcing하는데 적절한 활동으로 고려될 수 있음  

  - 훈련과정 

  - 워크샵/세미나/기술회의 

  - 기타 훈련 (fellowships, OJT, 장기교육과정 등)

  -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명확한 결과가 정의된 전문화 연구실 또는 연구업무 

  - 기관이 사업의 모든 요소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전체 기술협력사업 

  - 장비에 대한 기술 명세의 설계 및 준비 

  - 시행중 또는 시행후 사업의 기술적인 평가 

  

 ■ IAEA의 책무 

 o IAEA는 다음의 책무가 있음. 

 - 회원국들이 기대하는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수행 

 - Group activities의 범위, 목표로 하는 참가자 및 의제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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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공식적인 접촉 

 - 계약자에 대한 자문 제공 

 - 합의된 자금의 계약자에게로 이전 

 - 하나의 사업 수행을 위해 맺어진 연구소와 수혜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역할 

 - 매년 회원국들에게 보고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료수집 등 사업 모니

터링 및 평가 

 

 ■ 시행절차 

△ Outsource 결정 

 o 하나의 활동을 outsourcing하는 제안은 Project Officer/Technical Officer에 이

루어질 수 있으며 합의를 위해 지역 섹션헤드에게 제출될 것임. 선정절차는 

투명해야 함. 동 제안은 TCDC 이익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의 선정절차를 만족

하는 적어도 2개 관련기관이 도출되어야 함. 

 o 계약비용은 계약협의때, TCETA/B에 의해 산정될 것임. 내부시행과 

outsourcingrks의 전체 비용 비교는 IAEA측에서 인력절감을 고려해야 함. 

outsourcing 계약자의 비용이 IAEA가 당초 산정한 것보다 많다면 

outsourcing은 이에 비용에 대한 정당화가 된 후에 추진될 수 있음. 이 경우, 

각 운 부 국장의 결정이 필요함. 

 △ 시 행 

 o Outsourcing 결정이 난 후, outsourcing을 추진하겠다는 요청을 관련 시행부서

(TCETA/B, TCFPS)에 해야 함. 표준 outsourcing 계약이 이루어지며, 서비스 

조건은 계약자인 기관과 계약담당관간에 합의될 것임. 

 o 표준 outsourcing 계약은 MTLG에서 준비할 것임. Outsourcing 계약 견본은 

(첨부 A,B에 되어 있음) . Outsourcing 계약자가 표준계약 조건을 수용한다면, 

더 이상의 검토가 필요 없음. 차이가 있는 경우, 제안된 계약은 MTLG가 해결

해야 함. 

 △ Outsourcing 관리

 o Outsourcing 계약 자체는 계약자의 업무수행을 도와줄 책임이 있는 계약담당

관에 의해 관리될 것임. Project Officer와 Technical Officer는 필요시,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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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효율적인 평가과정을 포함한 우수한 자료수집을 통해 공정한 모

니터링을 기초로 하여 계약자의 업무의 비행정적인 측면에 대해 함께 자문을 

할 것임. 내부 감사에 의한 계약자 기록에 대한 감사는 계약 수행중에 할 수 

있음. 

 △ Outsourcing 종료

 o 계약을 종료한 후 계약자는 계약활동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이 

보고서는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하고 IAEA 기준에 의거, 수혜 회원국에 제출

되어야 함. 보고 지시는 시행부서에서 할 수 있음 

 o 업무 종료에 이어, 내부 감사는 필요시, 계약자 기록에 대해 최종 감사를 수행

할 수 있음. 이 감사는 계약에 의거하여, 제출된 기록에 대해 IAEA 본부에서 

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시,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자의 기관에서 할 수 

도 있음. 

 ■ IAEA의 재정규칙, 절차 및 체제에의 변화 

 △ 재정규칙 

 o 기존의 IAEA의 재정규칙은 계획하고 있는 거의 모든 outsourcing을 지원하는

데 적절한 것 같음. 그러나, 현재 규칙은 장비와 같은 물품의 구매, 설치, 우송, 

서비스 등과 같은 특수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것이 때문에 outsourcing과 이

의 시행을 정의하기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함. 따라서, 재정규칙에 대해 PAC

의 경쟁 입찰 및 검토가 필요함. 또한, outsourcing은 쉽게 기술할 수 없으며 

다른 공급자를 비교할 수 없는 기술적인 활동에 대한 경험, 노하우,, 관리과 

같은 비물질적인 요소에 대한 계약이 필요함. 따라서, 이것은 경쟁입찰에 붙일 

수 없음. 또한, 시행될 outsourcing 활동 및 (자금) 부분은 기술능력, 참가자/강

의자/자문관의 일비 및 여행경비 지불, (평가, 연구실 분석 등과 같은) 현장 서

비스와 같은 기술협력사업의 인적자원 요소내에서 이루어짐. 때문에, 경쟁입찰

은 실질적이지 못함. 또한, TCDC를 증진하고 개도국에서의 RRU를 활용하는 

전략의 중요한 요소는 경쟁과정에서 사라질 수 있음. 즉, 선정과정이 (위에서 

살펴본 기준과) 달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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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이러한 계약은 계약문서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각각 다른 

시행단계에서 계약자에 자금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임. 이러한 자금이전을 위

해 다음의 제한사항이 제안됨. 

   - 300,000불까지의 계약에 대한 outsourcing은 지역 섹션헤드의 승인이 있어야 

함 

   - 300,000불 이상의 계약에 대한 outsourcing은 국장의 승인이 있어야 함 

   - 500,000 이상의 계약에 대한 outsourcing은 기술협력담당 사무차장의 승인이 

있어야 함 

  △ 절차 

  o 위에 나타난 절차의 개요에 따라 행정적인 안내서 및 기술협력 프로그램 운

 안내서이 수정되어야 할 것임 

 △ 기술협력 시스템 

 o 특수한 IAEA 의무사항과 관련되는 것보다는 계약자로의 input에 기초하여 사

업에 수반되는 자료(인력, 구매)을 입수하기 위해 기술협력 모니터링 시스템이 

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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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내용

제1절 RCA 행사의 국내 개최 지원

 1. 경비지원의 필요성

RCA 사업 활동인 훈련과정, 워크샵‧세미나, 전문가 회의, 프로젝트 검토회

의 국제회의 유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에 따른 행정 지원을 수행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개최경비 지원사업을 전개하 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회의를 유치하지 못하는 대학, 산업계 등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RCA 사업의 국내 참여폭 확대 강화하고 특히 현재까지 우리나

라의 RCA 관련 국제회의는 KAERI, KEPCO의 연수원에 국한되어 훈련과정만을 

유치해 왔으나, 동 연구과제를 통해 워크샵, PFM(프로젝트입안회의, 조정회의)은 

물론, IAEA 전반에 걸친 AGM, TCM, RCM, SM 등 전문가 회의까지 범위를 확

대하여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경비 지원방식은 국내에서는 자문위원회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

으며 회의 지원에 대한 선별방식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 구성된 자문위원

과 국제협력담당자중에서 선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심의위원을 중심으

로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동 행사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후 경비지원을 하 다.   

 2.  RCA행사 국내유치시 지원기준

  가. 목 적

IAEA/RCA 사업과 관련한 Events중 국내에 유치하는 행사에 대하여 일정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직접적으로는 해당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며, 간접적

으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능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들에게 소개하여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의 이전기회를 높이고 또한 다수 외국 참

가자들의 국내 체류로 인한 외화획득에도 기여토록 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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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원기간 : 2001년 5월 - 2002년 7월

  다. 지원규모 : 행사당 약 2백만원

  라. 경비사용 내역 : IAEA가 Host Country의 In-kind Contribution으로 간주

하는 내역의 경비사용을 위주로 함.

   (1) 국내 교통비: 참가자들의 출입국시 숙소-공항간 교통비 (주로 공항 리무진 

버스 이용)

   (2) 리셉션 경비: IAEA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리셉션, 또는 만찬 경비

   (3) 회의진행비: - 플랫카드 또는 현수막 제작비

                  - 커피 브레이크 (다과비)

                  - 기타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명찰, 초청장 유인물비, 사진제작비등)

   (4) 산업시찰비: 산업시찰시 버스 임대료

   (5) 강연료: 국내 초청 강사에 대한 강연사례비 

  마. 행정사항 

   (1) 행사주관 기관/부서는 공문/협조전으로 가급적 행사시작 2주일 전에 과   

제책임자에게 경비지원 요청 (사용예정 내역을 명시해야 함)

   (2) 과제책임자는 요청받은 사안에 대하여 과기부와 협의하여 타당성을 인     

  정할 경우 경비 지원 (송금)

   (3) 경비집행기관/부서는 행사후 1주일 이내에 집행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과제책임자에게 공문/협조전으로 제출 (잔액발생시 반납)

  바. 기타 참고사항 

     - 경비지원 우선순위: (1) RCA지역훈련과정

                         (2) RCA EGM/AGM

                         (3) RCA PFM

                         (4) RCA 세미나

    - 경비지원요청 주소: 한국원자력연구소 홍보협력과 정준극

                         Tel: 042-868-2147, 868-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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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042-862-8465

                         E-mail: jkchung@kaeri.re.kr

 3. IAEA/RCA Events 관련 경비 지원 현황 (2001-2002)

RCA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과제에서는 RCA 국제회의 유치에 

따른 행정지원을 수행하는 동시에 이에 필요한 개최경비를 지원하 으며, 

2001-2002년 동안 총 12건을 지원하 다. 본 과제를 통하여 지원된 RCA 행사는 

(표 3-1)과 같다.  

(표 3-1)  과제기간(2001.5∼2002.7) 중 지원한 RCA Events

번호 웍샵/회의명 기간

1
Regional Workshop on Neutron Monitoring and 

Dosimetry
2001.5.28∼6.1

2
RWS on Use of IAEA Tools for Mitigation of GHG 

Emissions
2001.6.4∼6.24

3 RWS on Neutron Beam Researches 2001.9.24∼9.28

4
Regional Management Workshop on Strategies to 

Enhance Utilization of Local Radiopharmaceuticals
2001.10.22∼10.26

5
RTC for Asia and the Pacific on D&D of Research 

Reactors and Other Small Nuclear Facilities
2001.10.22∼11.2

6
IAEA/RCA Regional Workshop on Atmospheric 

Chemistry and Transport
2001.10.27∼11.2

7
Progress Assessment Meeting on Isotopic and Related 

Techniques to Assess Air Pollution
2001.10.29∼11.1

8 RTW on Atmospheric Chemistry and Transport 2001.10.29∼11.2

9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Non-Destructive (NDT) In Service Inspection in 

Petroleum Industries"

2002.1.21∼1.25

10

IAEA/RCA Regional Workshop for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Use of Isotopes in Dam Safety and 

Sustainability

2002.4.15∼4.19

11
IAEA/RCA Workshop on Core Management for 

Improved Utilization of Research Reactors
2002.5.13∼5.24

12
IAEA/RCA Regional Workshop on Process Optimization 

Using Tracers in Petrochemical Industries
2002.7.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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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RCA 정책 수립회의 주관 및 참여

2001년 9월 13-14일의 의장국 사전 준비회의 및 9월 15일의 30차 총회에 

과제책임자가 참석하여 한국대표단 활동을 지원하고, RCA 지역사무소 설치 안건 

등에 대하여 협의하 다. 이로써 30차 총회에서 RCA 지역사무소의 한국 유치가 

원칙적으로 확정될 수 있었다. 

제24차 RCA 국가대표자 회의가 2002년 3월 24-29일 서울과 대전에서 개

최되었으며 이 회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본 과제를 통하여 회의진행이 지원되었다. 

즉, 3월 24일 과기부에서의 사전의장국 준비회의, 3월25일의 개회식과 RCA 30주

년 기념 과학포럼, 26-28일의 국가대표자 회의, 그 기간중인 3월 27일의 RCA 지

역사무소 오프님, 3월28일의 원자력시설 시찰 ( 광원전 등)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었다. 

금번 24차 국가대표자 회의, RCA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RCA 지역사무소 

오프닝 등 주요 현안을 사전 협의하기 위한 RCA 의장국 및 IAEA측과의 준비회

의가 2002년 2월 7-8일 방 라데쉬의 다카에서 방사선방호 프로젝트 회의와 연계

하여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본 과제 참여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국가대표자 

회의 안건을 검토하고 30주년 기념행사의 계획을 마무리하 으며 RCA 지역사무

소 설치에 따른 프로그램을 확정하 다. RCA 관련 정책회의 참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30차 RCA 총회 참석 및 기술자문 

제30차 RCA 총회가 2001년 9월 15일 비엔나에서 열렸다. 동 회의는 RCA 

지역사무소의 한국 설치에 대한 기본사항을 결정하는 회의로서 의미가 있었으며 

또한 앞으로 1년간 한국이 RCA 의장국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전초회의로서 의미

가 있는 것이었다. RCA의장은 3월의 국가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여 9월 총회까지 

활동하고 다음해 3월 차기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그 회의 주최국에게 의장직을 이

양하게 된다. 30차 RCA 총회참석보고서를 본 보고서에 첨부하 다. (부록1: 제30

차 RCA 회원국 대표 총회 및 AFRA/ARCAL/RCA 3자 회의 참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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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4차 RCA 국가대표자 회의 사전의장국 회의 참석 및 기술자문

본 과제를 통하여 2002년 2월 7-8일 방 라데쉬 다카에서 열린 의장국 사

전회의에 참석하여 3월 서울/대전에서 열리는 24차 국가대표자회의 상정 안건을 

확정하고 주요 내용을 검토하 으며 24차 국가대표자 회의 기간중에 개최 예정인 

RCA-30 과학 포럼의 내용을 검토하 고, 역시 그 기간중 예정되어 있는 RCA지

역사무소 설치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 다. 다음은 24차 국가대표자 회의 의장국 

사전 준비회의의 주요 내용이다. (부록2: 24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참가자명단)

  가. RCA 의장국 자문회의 개요

(1) 회의 목적: 2002년 3월 25-29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24차 RCA 국가

대표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3개 의장국 및 RCA Coordinator 

간의 사전 준비 자문회의 및 RCA 30주년 기념행사, RCA 지역사무소 

설치 사항의 사전 점검을 위해 사전 의장국 자문회의 개최.

(2) 회의 기간/장소: 2002년 2월 7-8일 방 라데쉬 다카 소재 BAEC 회의

실

(3) 회의 참석: RCA 직전 의장국 (인도 원자력부 K Raghuraman)

                     RCA 현 의장국 (방 라데쉬 원자력위원회 N Choudhury)

                     RCA 차기 의장국 (한국 과기부 이학범, KAERI 정준극)

                     IAEA/RCA Coordinator (C R Aleta)

   나. 위 자문회의 협의 사항을 참고로 한 24차 국가대표자회의 일정 및 진행 

결정 

  - 자문회의에서 24차 국가대표자 회의 프로그램 확정

  - 확정한 프로그램에 의거한 안건별 협의 방향 결정

   [2002년 3월 23일 (토)]

24차 RCA 국가대표자 회의를 대비한 최종 의장국 자문회의를 3월 23일 

(토) 과기부 회의실에서 개최키로 하 음. RCA 총회와 국가대표자 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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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조정하는 의장국 회의는 IAEA가 3년전부터 시행하

여 온 것임. 직전 의장국, 현 의장국, 차기 의장국 대표와 IAEA/RCA 조정

관이 회합하여 총회 및 국가대표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자문형식

의 회의를 사전에 가져왔음. 따라서 아직까지는 의장국 회의가 어떠한 구

속력, 또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RCA 정책 회의

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또한 AFRA/ARCAL/RCA의 

3자 회의에도 대비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의장국 자문회의를 개최

하여 왔던 것임. 

3. 제24차 RCA 국가대표자 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

본 과제를 통하여 2002년 3월 24-29일 서울/대전에서 열린 제24차 RCA 

국가대표자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 다. 본 과제를 통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금번 RCA 국가대표자 회의의 회의장 사용 경비, 환  리셉션 

(과기부 장관 주최), 공식 오찬, 산업 시찰, 기념품 제작, 강연집등 각종 유인물 발

간을 수행할 수 있었다. RCA 24차 국가대표자회의 후속조치 도출사항은 (표 3-2)

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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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RCA 24차 국가대표자회의 후속조치 도출사항

의제 주요사항 주요내용 회원국 조치사항 한국관련사항

4.5

30차 총회 

후속조치사

항으로 금번 

24차 국가대

표자회의에

서 협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 

1. 2001 연차보고서 발간 

(6.1)

2. RCA지역사무소 설치 

(7.1)

3. RCA협정 연장 (7.2)

4. RCA 관리 (7.3)

5. RCA에서의 연구역할 

(7.4)

6. 방사선방호 국가 창구

지정

 

4.7

IAEA TC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설명

1. RCA사업수행은 

IAEA의 센트랄 기준에 

입각해야하며

2.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는 과제가 되어야 한

다고 주장

1. 사업 제안은 센트랄 

크라이테리아에 부합되

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

려해야 할것임

2. TCDC에서 ECDC 개

념이 되어야 할것임

4.8

TC 평가에 

대한 IAEA

의 입장 설

명

SH-TCAPS는

1. IAEA 재원의 한정성

으로 RCA 사업도 다른 

사업과 경쟁해야할 입장

이며

2. 수요에 부합하는 프로

그램이 되어야 함을 강

조

1. RCA 시업의 집행율 

증진을 위한 방안을 강

구해야 할 것임

2. 사업계획 수립과 사

후 평가에 있어서 

End-user 의 입장을 고

려해야 할것임.

5. 
RCA-30 과

학 포럼

RCA 사업 효율적 추진

을 위한 권고 사항의 도

출

포럼에서 제

기된 권고 사

항을 정리하

여 IAEA 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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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주요사항 주요내용 회원국 조치사항 한국관련사항

6.1

2001 RCA  

연차보고 설

명

연차보고서는 3 파트로 

구성되며 그중 Part I 은 

RCA 사업을 대외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하이라이

트 중심의 내용이 되도록 

함. 

Part I 에 수록할 각국

의 성공사례를 RCA 

Coordinator에게 제공. 

한국의 RCA 

지역사무소가 

9월 총회 이

전까지 Part 

I의 내용을 

취합한 연차

보고서를 발

간 (약 1천

부)

6.2

2 0 0 1 년 도 

RCA 주요 

활동

2001년도 RCA 주요활동

으로서는 1) 30차 총회 

2) 23차 국가대표자 회의 

3) 다른 국제기구와의 자

문회의 (3월 다카), 훈련 

평가활동이 있었음.

다른 기구와의 자문회

의는 RCA가 처음 시도

한 것으로 긍정적 반응

을 받았음. 훈련평가활

동은 파, 필, 말등이 평

가 분석작업에 참여하

음.

6.3

2 0 0 2 년 도 

RCA 주요 

활동

1) 2002년도 RCA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행사 

(약 62건) 설명

2) 31차 총회 (9월 18일, 

수) 오전으로 결정

3) RCA/AFRA/ARCAL 

3자 회의 (9월 19일, 목)

으로 결정

- 총회는 기본적으로 

오전회의로 계획하지만 

오후에도 계속할수 있

음. 

- 금년도 3자회의에서

는 보건분야 (Health 

Care)를 중심으로 RCA 

실적을 발표키로 함 

(인도네시아가 LC)

-한국은 당해 

년도 의장국

이므로 사전 

의장국 회의 

및 3자 회의

에 참석해야 

함.

6.4

2003-2004년

도 RCA 사

업 설명

보건분야 및 연구로/에너

지/폐기물 분야 신규사업 

검토 필요

- 보건분야 16개 신규

사업 검- 필리핀이 제

안한 비원전 방폐의 지

중처분에 대한 신규사

업 검토

- 보 건 분 야 

LC인 인도네

시아가 중심

되고 호주, 

필리핀, 한국, 

일본이 지원

하여 검토 정

리

- 방폐 LC 

인 한국이 검

토후 IAEA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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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주요사항 주요내용 회원국 조치사항 한국관련사항

7.1

RCA 지역사

무소 (진전

사항, 오프

닝 계획, 후

속조치사항)

1. 사업계획서 확정, 사

무소장 선출기준 작성, 

지역사무소 법적 사항 

자문, 지역사무소 운

자문을 위한 (잠정) 자

문위원회 구성

및 운

2. 지역사무소 오프닝 

(3월 27일 대전에서)

3. 잠정운 기간 (2년)

동안의 사무소 운 방

안 

- (잠정) 자문위 구성: 3

개 의장국 (인도, 방 라

데쉬, 한국), 호주, 중국

의 5개국 및 RCA 

Coordinator

1. 사업계획

서 및 사무소

장 선출 기준 

확정

3. 잠정운

기간의 사무

소 Staffing 

(4인)

4. RCA 협정

의 부속협정 

체결 (회원국

간), 한국과 

IAEA간 양해

각서 체결, 

한국과 사무

소장 파견국

간의 양해각

서 체결등 법

적 사항 준비 

7.2
RCA 협정 

연장

현재 6개국이 협정연장

에 공식 동의. 협정은 6

월 12일부터 새로 발효

연장동의하지 않은 회원

국의 연정동의 조속 필

요

한국은 이미 

동의

7.3
RCA 운 관

리

일본이 제안한 운 관

리 개선 방안을 이의 

없이 채택

현행 RCA 운 규칙 및 

지침의 보완적 측면에서 

고려

7.4
RCA에서의 

연구의 역할

사업주도국가 (LC)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 LC를 두는 것을 

분명히 함.

환경분야의 보조 LC를 

다시 일본으로 고려

한국은 연구

로/에너지/방

폐관리 사업

의 LC

7.5

RCA 지역이

외 에 서 의 

RCA 행사 

개최에 따른 

기준

스리랑카제안의 기준안

과 IAEA가 제시한 기

준안을 종합한 기준안 

채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만 RCA 지역이외에서 

RCA 행사 개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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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주요사항 주요내용 회원국 조치사항 한국관련사항

8.1

사업추진상의 

사항, Host 

Agreement, 

국내 운  경

비문제 등

1. Host Agreement 체

결은 Email 로도 가능

토록 함

2. RCA 행사 주최시 

국내 소요경비는 

In-kind 기여로 인정하

기 어려움

1. Email 이 활발하지 

않은 국가는 종전의 

Fax 활용

2. In-kind 기여는 일

정금액을 초과하지 않

도록 함

8.2
지역자원 유니

트 (RRU)

현재 지역내 23개 기관

이 RRU로 지정되어 있

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활동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음.

- RRU의 평가는 해

당사업의 프로젝트 위

원회가 책임 맡아야 

할것임.

- 새로 RRU가 되고

자 하는 기관, 자원이 

있으면 LC를 통하여 

IAEA에 통보 바람

한 국 은 

KAERI 연구

실이 먹는 음

용수 분야 

RRU로 지정

되어 있음. 그

러나 앞으로 

하나로 관련

시 설 등 도 

RRU로 지정

되는 것이 필

요함

8.3
사업주도국가 

Lead Country

1. LC로서 국가책임자 

명단을 확정하지 않은 

회원국은 조속 통보해

야 할것임.

2. 신규 사업이 확정됨

과 함께 새로운 LC의 

선정이 필요함

1. 일본은 보건분야에

서 당분간은 LC인 인

니를 지원하는 보조 

LC로서 활동하되 

2003-2004 싸이클이 

종료됨과 함께 LC가 

되기를 희망. 호주는 

보건분야 보조 LC로

서 계속활동 희망

2, 산업과 환경은 분

리. 인도가 산업분야 

2001-2 LC로 계속 활

동하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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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주요사항 주요내용 회원국 조치사항 한국관련사항

3. 조직은행 싸이버 교

육 사업4. NDT

5. UNDP 사업: 이 사

업은 당초 5년 계획이

었으나 첫 3년만 

UNDP가 지원하 고 

이후로는 지원하지 못

하겠다고 하 음. 따라

서 앞으로 UNDP 관련

했던 사업은 다른 주제 

사업, 특히 환경분야 사

업에 통합키로 함

3. 조직은행 관련, 태국

은 최근 개최된 사업회

의에서 참여국들이 태국

을 사 업주도국으로 선

정하 음을 상기

4. 일본이 NDT LC를 

사양하므로 인도가 LC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 

회의에서는 프로젝트 회

의에서 결정되기를 희망

3. 한국은 조직

은행 싸이버 교

육사업이 ENO

와 연계됨을 강

조하고 이 분야 

실적있는 싱가폴

과 협조하여 사

업주도하기를 희

망

8.4 아웃소싱

IAEA는 금년 6월 이후 

회원국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아웃소싱을 희

망. 이와관련, IAEA는 

아웃소싱 희망 국 설문

을 회람하고 조속한 시

일내에 통보하여 줄 것

을 요청

회원국들은 IAEA가 아

웃소싱의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

(원자력연수원이 

아웃소싱업무 수

행 의향)

8.5

RCA 훈

련 성과 

평가

IAEA는 9개 회원국 전

문가를 위촉하여 과거 

RCA 훈련과정 참여 성

과에 대한 평가작업 수

행

회원국들은 이 평가 결

과를 기본으로 하여 자

체평가를 수행할것이 권

고되었음.

(원자력연수원에

서 한국의 훈련

성과를 평가하

음)

8.6
정보 유통 

챠트 채택

말레지아가 RCA 정보

유통 챠트를 작성

RCA 지역사무소의 역

할이 정보유통 챠트에 

고려되어야 할것임.

지역사무소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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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주요사항 주요내용 회원국 조치사항 한국관련사항

10.2
25차 RCA 국가대표

자회의

파키스탄에서 2003년 

3월 개최 제안. 스리

랑카가 교체후보 제

안

파키스탄이 국

내 사정상 개최

하기 어려우면 

스리랑카가 대

신 개최키로 함. 

스리랑카도 어

려울 것 같으면 

호주를 고려. 한

국은 임시 의장

국으로 사전의

장국 회의등 참

여해야 함.

11
RCA 지역사무소 오

프닝

3월 27일 오후 대전 

KAERI 구내에서 오

프닝

12.1 종합토론

보고서 초안위 (한국, 

호주, RCA 

Coordinator)의 초안

검토

늦어도 6월 까지

는 정리 취합하여 

회원국 최종 코멘

트 받도록 함

12.2 폐회



- 49 -

제3절 RCA 설립 30주년 기념 과학포럼 개최

RCA 설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갖도록 한 것은 2001년 9월 비엔나에서의 

제30차 RCA 총회 합의사항이었으며, 동 총회에서는 RCA 설립 30주년 기념 행사

를 한국에서 개최되는 24차 국가대표자 회의와 연계하여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 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포럼 준비에 들어가 운 위원회, 기술 프로그

램 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 초청강사를 선정하고 원고 청탁을 하는 등 일련의 준

비 과정을 진행하 다. 

RCA 설립 30주년 기념 과학 포럼은 2002년 3월 25일 오후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국내외 관계전문가의 참석하에 개최되었으며 강연집은 행사후 정리하여

서 책자로 발간되었다. (표 3-3)은 초청강사명 및 강연제목이며 강연내용은 (부록 

3) 에 정리되어 있다. 

(표 3-3) RCA 30주년 과학포럼 기념 초청 강사 

강 연 제 목 강 연 자 비고

ㅇ RCA의 발자취와 미래방향

  - 원자력발전 협력사업의 선택은 

지역 발전을 위한 길

아난드(Anand) 박사

인도 원자력연구센터 특별자

문위원 

전 RCA 인도대표 

2000 RCA 총회의

장

ㅇ 인간의 기본요구를 위해 봉사하

는 원자력기술

  - 지구적 식수문제 해결을 위한 노

력

쵸우드리(Choudhury) 박사

방 라데시 원자력위원회 위

원  

RCA방 라데시대

표

2001 RCA 총회의

장

ㅇ 원자력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도

전

  - 보다 발전된 산업활동과 보다 깨

끗한 환경을 위해

마치(Machi) 박사

일본 원자력산업회의 상무이

사 

전 IAEA사무차장

RCA 조정관

ㅇ RCA의 협력증진방안

  - 지역사회에서 RCA의 위상제고

를 위한 방안 

이지(Easey) 박사

호주 원자력과학기술기구 연

구위원

전 RCA 조정관

ㅇ 자립적 경제개발을 향한 RCA의 

역할

  - 지역내 복리증진과 관련한 문제

점 그리고 해결 전략

이병휘박사

한국 과학기술원 명예교수

1987 RCA 총회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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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RCA 30주년 기념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1. RCA 발전을 위한 권고 사항

ㅇ 지역 사회에 RCA의 능력과 역량에 대한 인식 제고

   - 원자력 기술을 응용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 표명

ㅇ 원자력 기술 활용하는 제3의 파트너 모색

   - 재정지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생산적인 동맹 구축

ㅇ RCA가 지니고 있는 특별한 장점 강조

   - 다른 협력 기구에 비하여 RCA 만이 보유한 장점 부각

    2. RCA의 새로운 면모를 증대하는 방안

ㅇ 대상 그룹의 확인 필요

ㅇ 각 대상 그룹에 대한 별개의 설명 홍보 자료 개발

   - 국가 별, 지역기구 별, 국제기구 별 특성있는 자료 개발

ㅇ 정보 자료 전달의 방안 및 효과 평가 필요

   - 매체 선정의 적합성, 전달 방법의 효율성 검토

ㅇ 적합한 정보 전달자의 선정

ㅇ 정보 전달에 필요한 예산 등 인프라 검토

    3. RCA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ㅇ 회원국에 의한 RCA 라는 인식 제고 필요

   - RCA 회원국들의 확고한 의지 표명 필요

ㅇ RCA의 재정을 IAEA 또는 회원국의 특별 기여에만 의존 할수 없음

   - RCA 이외 지역으로부터의 재정 기여 모색 필요

    4. 새로운 RCA 투자분야

ㅇ 식품  및 의 안전보장 및 안전 관련 분야

ㅇ 보건 분야

ㅇ 에너지 분야

ㅇ 산업 개발 및 환경 보존 분야 등이 유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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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CA 지역사무소는 

ㅇ RCA 인식 제고를 위한 핵심 역할 

ㅇ 지역내 에서 다른 동반자 및 동맹 모색 역할

ㅇ RCA의 능력과 향력 확대 

ㅇ RCA 패러다임 변화 달성을 할것으로 기대함. 

    5. RCA 사업 운  

가) 훈련- 현재의 훈련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1) 적절한 훈련생이 선발되

고 있지 못하다 (2) EMS 가 적극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3) 산업계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국민이해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것임. RCA 사업이 회원국에

서 일반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받지 못한다면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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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RCA 지역사무소 설치 

RCA 지역사무소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Working Paper) 작성을 위하

여 2001년 3월의 23차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7개국 Task Group이 구성되었으며 

2001년 9월 비엔나에서의 30차 총회에서도 사업계획서가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

하자 다시 Task Group에게 2002년 3월의 24차 국가대표자회의시까지 완성토록 

요망되었다. 7개국 Task Group은 호주, 일본, 인도,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 한국

이었다. 이에 따라 본 과제를 중심으로 해당국과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24

차 국가 대표자 회의에 최종 초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부록 4: Working 

Paper on the Establishment of an RCA Regional Office in the Republic of 

Korea)

또한 3월 27읠 RCA 지역사무소 오프닝 준비를 위한 제반 프로그램의 준

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RCA 지역사무소의 지원인력은 실제로 3월 16

일 임용되었으므로 그 이전까지의 모든 준비사항은 본 과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1.  설치목적 및 배경 

RCA 지역사무소는 회원국의 오너십을 제고하고 회원국 주도로 RC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구체적으로는 RCA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운 하

는 지역사무소를 운 함으로서 RCA의 대외 인식을 제고하고 회원국 근거리에서 업무

를 수행함으로서 회원국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협력 대처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RCA 지역사무소는 RCA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설치목적 중의 하나이다. 지역내 협력을 활성화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

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다양화하기 위하여는 IAEA 이외

의 다양한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RCA 회원국은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사무소의 필요성을 인식하 으

며, 1997년 3월 제19차 RCA 국가대표자회의(미얀마 양곤)에서 공식적으로 사무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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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3월 제19차 RCA 국가대표자회의(미얀마 양곤)에서 공식적으로 사무소

의 필요성이 제기된 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2002년 3월 RCA 사무소를 우리나라

에 설치하게 되었다.   

ㅇ 2000년 3월 제22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인도 뭄바이) 

- 한국은 RCA 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된다면 유치할 의사가 있음과 사

무소장이 한국인일 경우 사무소장의 급여 등을 포함한 제반 운 경

비를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 으며 회의 참가자들은 동 제안

을 환 함 

ㅇ 2001년 3월 제23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방 라데시 다카)

- 회의 참가자들은 2000년 3월에 제안된 한국의 제안에 대한 재차 원

칙적인 지지를 표하 으며, 2001년 9월 RCA 총회에서의 합의를 위

한 실무토의자료(working paper) 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Task 

Force 팀을 구성하 음 

- [참고] 상기 회의 회의록 (지역사무소 유치에 대한 지지의사 표

명) 

  * The RCA meeting: 

    ▪expresses appreciation and thanks the Government of 

Korea for having offered support to establish the RCA 

Regional Office with a view to further improve the 

RCA performance and profile in the future. 

    ▪notes the previous consensus decisions by meetings of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to support, in principle,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Office. 

ㅇ 2001년 9월 제30차 RCA 총회 (비엔나) 

- 회의 참가자들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2002년 초 한국에서 RCA 사

무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원칙적인 합의를 함. 

- [참고] 상기 회의 회의록 (지역사무소 개국 및 임시 운  등에 

대한 사항)

  * The RCA meeting agreed in principl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office for an interim period of 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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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ROK to prepare for its opening in March 2002 

during the 24th RCA Meeting of National Representatives 

which ROK will host; and asked again a revision of the 

working paper incorporating the several comments made 

therein. 

  * 지역사무소 설치를 위한 실무 협의자료(Working Paper)에 따라 

한국정부는 2002년 3월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제24차 RCA 국가

대표자회의 기간에 사무소 개국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 

  * RCA 사무소 운 , 관리에 대한 제반 법적, 재정적, 행정적인 사항

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공식 운  준비를 위한 임시조치가 

필요하며 임시조치 기간은 2년임  

    ꋻ임시조치 기간동안 지역사무소는 한국 대전에 위치 

    ꋻ이 기간동안 유치국은 사무소장 대리를 선발하며 또한 지원인력

들을 고용함 

   3.  지역사무소 개소 

2001년 9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0차 RCA 총회에서 우리나라에 RCA 지역

사무소 설치를 확정하 으며, 동 사무소 설치운 을 위한 실무협의자료(Working 

Paper)를 작성하 다. 실무협의자료에 의하면, RCA 사무소 운 , 관리에 대한 제반 

법적, 재정적, 행정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2년으로 하고 동 기간동안 

사무소를 운 키로 하 다. 사무소 운 을 위한 실무협의자료(Working Paper)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무소 설치운 을 Working Paper 요약] 

1. 지역사무소 운  

  1) 조직 

- 사무소장 1인

- 사업기획담당관 1인 

- 행정 staff 1인 

- 비서 1인 

     o 사무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현지 고용인으로 채용키로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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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AEA 훈련생 : 사업기획시, 기술적인 지원을 위해 IAEA는 한국에 파견한 IAEA 

훈련생을 사무소에 파견․지원토록 하며 또한 회원국들에서 파견된 CFE, CFC 

등을 지원키로 제안됨 

  3) 위치 : 서울 

  4) 근무환경 : 업무수행에 만족할 만한 근무환경 구비 

  5) 사무실 규모 : RCA 대표 및 기타 직원을 수용할 만한 공간 확보 (회의실 구비)

  6) 사무집기 : 사무집기 구비 (책상, 파일캐비넷, PC, 인터넷 접속 등)

  7) 교통수단 : 유치국에서 사무실 전용 차량 제공 

  8) 운 경비 : 유치국에서 전액 지원 

2. 사무소장 

  1) 임명 

- RCA 국가대표자회의에서 임명 승인 

- RCA 국가대표자들이 지역사무소 대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돕기 위

해 사무소장 직임에 대한 세부업무수행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함 

- 대표의 선정, 평가과정은 공개적이며 투명해야 함 

* 특별위원회(자문위원회)는 기술된 지침(별첨)에 따라 사무소장 선정 

  2) 자격 및 경험 

- 자세한 자격 및 경험은 업무수행서에 명확히 기술되어야 함 

- 후보자는 요구조건 항목에서 탁월한 업적을 달성한 사람이어야 함 

- 또한 과학분야 특히 원자력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며 또한 

RCA 업무에 정통 또는 관계한 사람이어야 함

  3) 임기 

- 초기 3년 

-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RCA 향후 발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매

년 이미 기술된 업무수행기준에 근거하여 업무수행을 평가하고  능력 미달

시 조기 퇴임 가능 

  4) 급여 

- UN 기구의 P-5 수준으로  현지화로 지급 

- 급여에는 퇴직충당금이 포함되며 이는 유치국에서 지급

- 대표가 한국인일 경우, 한국정부 지침에 따라 지급

- 급여규정은 향후 별도의 지침 작성예정 

  5) 부가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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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진출국에서 대표가 한국으로 이동 및 정착비 부담 (한국인의 경우 예

외)

- 의료보험, 자녀 교육비 등 기타 급부는 대표 진출국이 부담할 수도 있음 

  6) 특권 및 면책 

- 유치국과 대표 진출국과의 별도의 협정을 맺지 않는 경우, 대표는 세금 등

은 한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름 

- 소득세에 대해 달리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역사무소 경비에서 보전 가

능 

- 유치국을 포함한 RCA 회원국들은 사무소장의 업무수행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표 진출국과 한국과의 별도 협정을 맺어 

회원국들의 협조사항을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 

  7) 보고체제 

- 사무소장은 RCA 회원국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활동사항을 RCA 양

대 정책결정회의(대표자회의, 총회)에 직접 보고하며 정기적인 보고를 위해, 

가능하면 현 RCA 회의 의장은 전임 또는 후임 의장과 협력하여 RCA 대표

와 RCA 국가대표자간의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함 

  8) 사업주도국과의 관계 

- RCA 주제사업을 책임지는 사업주도국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RCA 

사무소의 설립목적에 의거, 사무소장은 사업주도국과도 연락을 취하는 것도 

가능 

* 사업주도국의 역할은 RCA 문서에 명시한 대로, 사업의 기획, 입안, 조정, 평

가 등 사업수행 전과정에 대한 책임을 짐 

  9) RCA 조정관과의 관계 

- RCA 사업 수행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RCA 조정관과 주기적으로 직접 연

락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10) IAEA 기술담당관과의 관계

- RCA 사업수행 관련, 기술적인 자문을 위해 IAEA 기술담당관과 직접 연락

을 취할 수 있으며 RCA 사무소는 기술담당관과의 협의한 사항에 대한 복

사본을 보관해야 함 

3. 기타 직원의 역할 

  1) 사업기획담당관 

- RCA 사업의 개발, 입안, 시행, 평가를 하는데 있어 사무소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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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담당관 

- RCA 사무소 운 , 관리 및 유치국과의 업무조정을 위해 사무소장 지원 

  3) 비서 : 사무소 행정업무 지원 

  4) 채용 

- 사무소장은 사무소 지침에 의거하여 지원인력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고

용지침은 유치국의 지원하에 작성 예정 

  5) 급여 

- 유치국에서 부가급부 등을 포함한 급여로 현지화 지급

  6) 고용기간 

- 유치국은 RCA 사무소 직원의 고용 조건에 대해 관할하고 우선적으로 지원

인력의 세부업무수행서를 준비해야 하고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완시 사무소

장이 이를 검토. 확인함 

4. 법적 조치 

  1) RCA 협정 

- 현재 RCA 협정 유효기간은 2002년 6월이며 5년 추가연장 절차를 밟고 있

음 

- RCA 사무소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무소에의 법적 지위부여를 위해

서는 RCA 협정이 개정되어야 하나 필요시, 현 RCA 협정을 수정하지 않고 

회원국들간에 보조협정을 맺을 수 있음. 현 협정을 수정하지 않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것임 

- 보조협정 초안은 동 협의자료(WP)를 기초로 하고 보조협정은 차기 RCA 국

가대표자회의(2002. 3월 서울)에서 채택되어야 하며 RCA 사무소 설립을 지

원하는 공식적인 지원수단이 될 것임  

  2) IAEA-한국간 MOU 체결 

- IAEA와 한국간에 사무소 설립에 대한 공식적인 의무조항을 규정하는 

MOU(또한 의향서(LOI)) 체결 

  3) RCA 회원국-한국간 MOU 체결 

- RCA 사무소의 활동을 명시하기 위해 RCA 회원국과 유치국인 한국과의 

MOU 체결 

5. 임시조치  

   o RCA 사무소 운 , 관리에 대한 제반 법적, 재정적, 행정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공식운  준비를 위한 임시조치가 필요하며 임시조치 기간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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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임  

- 임시조치 기간동안 지역사무소는 한국 대전에 위치 

- 이 기간동안 유치국은 사무소장 대리를 선발하며 또한 지원인력들을 고용해

야 함 

   4.  지역사무소 운  협의 

지역사무소의 설치후 정상운 까지의 기간(2년)동안 준비 해야할 법적 제

도적 기반마련과 현안사항의 논의를 위하여 2002. 6. 24-25 기간동안 지역사무소 

측과 IAEA측이 협의를 가졌으며, 이때 다음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 RCA 지역사무소와 IAEA와의 협의사항 (2002. 6. 24-25,비엔나) ]

1. 사업계획서 (Working Paper) 확정

◆ 자문위원회 개최 및 사업계획서 확정 후 조치사항: 자문위원회 (호주, 중국, 방

라데시, 인도, 한국 등 5개국 및 RCA조정관)

    1) 7월 8-9일 대전 개최 3회 통보 (방 라데쉬 참석 가능 통보, 인도 불가능, 

호주 및 중국은 회신 없음) - 참가경비 지원용의 표명 (지역사무소)

    2) 자문위에서 제24차 국가대표자 회의 권고사항을 참조하여 사업계획서를 

확정한 후 8월 10일 이전까지 전체 회원국에게 보완된 사업계획서 회람

    3) 8월 15일 이전까지 전체 회원국으로부터 최종 코멘트 취합. 특별한 코멘트

가 추가로 제기되면 이를 재차 자문위원에게 회람하여 최종 코멘트 반  

여부 확인

    4) 자문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존중하여 8월 17일 까지 IAEA/ RCA와 협의 

후 9월 17일 제31차 RCA 총회 안건으로 상정

    5) 9월 15-16일 의장국 사전회의 (비엔나)에서 총회 안건으로서 사업계획서 

최종 점검

    6) 9월 17일 제31차 RCA 총회에서 사업계획서 최종 채택 및 

- 지역사무소 의견: 7월 초순경 자문위원회를 대전 지역사무소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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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고 이 회의에서 사업계획서 및 사무소장 선출 기준 등을 합의하

고자 함. 앞에서 제시한 일정대로 추진되어야 오는 9월 비엔나 RCA 

총회에서 사업계획서가 더 이상 이견 없이 최종 채택되도록 해야할 

것임.

※ 제30차 RCA 총회 결정 사항: 한국에 RCA 지역사무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합의하며 사업계획서는 7개국 Task Force Group 

이 30차 총회에서 제기된 각 회원국 견해를 반 하여 재작성 

후 24차 국가대표자회의에 상정할 것. 

- 이를 위하여 한국은 호주, 일본, 인도 등 Task Force Group과의 협의를 

마친 후 2001년 12월 20일 전체 회원국에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송부하

고 (IAEA/RCA Office 에서도 동시에 송부) 의견 요청. 그러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 따라서 IAEA/RCA Office는 2002년 3월 한국에서의 24

차 국가대표자 회의에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상정. 그러나 아직도 아래 

현안 사항과 같이 의견이 통합되지 못한 상황임.

※ 제24차 국가대표자회의 결정사항: 5개국 자문위원회 및 RCA 

조정관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32차 총

회에 재상정하여 확인(Confirm)토록 함.

2. 사무소장 및  직원

(1) 사무소장의 인건비를 UN의 P-5 기준으로 하여 출신국이 부담토록 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3의 재원을 확보토록 함. 한

국 정부가 지역사무소 운 비 지원과 함께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

도 바람직함.

- 지역사무소 의견: 회원국 부담금이 전혀 없으므로 국제 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 사무소장 경비는 출신국 부담 원칙

으로 고수함이 필요함. 단,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한국 이외의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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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으로서 프로그램 담당관 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합의 함 (한국내 관계부처 합의 필요)

(2) 한국인이 사무소장으로 선임될 경우, 인건비는 한국 정부가 정한 별도

의 기준에 따라 제공한다고 되어 있음 (자격은 원자력 관련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우는 원자력연구소의 경우 부소장 수준). 

한국인이 사무소장으로 선출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기 확보한 

사무소장 인건비를 다른 회원국 출신 사무소장에게 적용하는 방안도 

요망되었음.

- 지역사무소 의견: 한국인이든 아니든 인건비는 한국 정부가 정한 기

준으로 실행하되, 한국 이외의 회원국인사가 사무소장으로 선임될 

경우 출신국이 부담할 수 있는 보수 기준을 제시키로 함. 한국정부

가 확보하는 한국인 지역사무소장의 인건비로 활용하지 못하더라

도, 기확보된 경비는 지역사무소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사무소장을 회원국 인사로 한정할 것인지, 국제기구의 경험 있는 인사

까지로 확대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하 음. 그러나 이 경우에라도 이

사비용, 정착비용, 자녀학자금, 퇴직 적립금, 의료보험금 등 제반 복리

후생비의 부담자가 명확히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지역사무소 의견: 회원국 인사에 한하여 응모 자격을 주는 것을 원칙

으로 해야할 것임. 정착 비용, 의료보험료 등 부임 및 현지 상황에 

필요한 비용성 경비는 지역사무소가 한국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되 

이사비용, 자녀학자금, 퇴직적립금 등의 비용은 UN의 P-5 기준을 기

본으로 하되 출신국 기준에 따라 부담할 수도 있도록 함

(4) 사무소장에게 IAEA 직원과 마찬가지의 외교적 면책특권을 줄 수 있는

지의 여부. 그렇지 못할 경우, 업무상 회원국 출장 방문 시 어떠한 제

약 도 있을 수 없다는 보장 방법이 있어야 함. 한국 국내법을 준수해

야 한다면 이 경우 급여의 소득세 등 추가 부담에 따른 지원 방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지역사무소 의견: 외교적 면책 특권의 부여는 불가능하며(외교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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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소득세 등 국내법 준수에 따른 추가 부담은 한국 정부가 지역사

무소 경비에서 부담토록 함이 타당할 것임.

(5) 사무소 직원으로서 회원국의 요원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 경우, 인건비 등 제반 경비의 부담에 대한 원칙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IAEA의 훈련생을 수용할 경우, IAEA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 Fellowship 뿐만 아니라 CFE 또는 CFC의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도 검토하여 줄 것을 요망.

- 지역사무소의견: 시범적으로 1명 정도의 Fellowship을 IAEA TC 프

로그램에 의거, RCA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RCA 업무역량을 확

대시킬 필요가 있음. 기본적으로 사무소 지원인력을 한국인으로 함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여 이미 합의한바 있으나 지역사무소가 회원국

을 대표한다는 개념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 담당자로서 회

원국인사 1명을 추가 채용토록 하고 IAEA Fellowship의 적극 활용

이 필요함

(6) 초대 사무소장은 한국 이외의 회원국 인사가 맡도록 함이 바람직함 

(일본 주장). 사무소장의 자격 요건을 정확히 제정하여 이에 합당한 

인사를 선발해야 할 것임 (호주 등의 주장).

- 지역사무소 의견: 사무소장 경비를 출신국 부담으로 고수하더라도, 

응모자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RCA사무소를 초기에 신설 운 하면

서 한국정부측의 기여분을 확보하고 RCA 사업규모를 확장시켜 나가

기 위해서는 당분간 한국인이 맡아야 할 것임. 다만, 이 경우, 한국이 

지역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한국인 보직을 주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

다는 인상을 회원국에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회원국 

인사로서 프로그램 담당자 1명을 추가 채용하고 IAEA Fellowship 

등의 적극 활용이 필요함 

(7) 사무소장과 RCA 조정관의 업무가 보다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임. 

사무소장이 진행중인 과제, 신규 과제의 수립, 과제 수행의 평가 등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

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임 (일본 등의 주장) 

- 지역사무소 의견: 사무소장의 임무는 지금까지 여러 회의에서 논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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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음. 첫째는 RCA에 대한 대외적 인식을 

증대하는 것, 둘째는 RCA의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모색하는 것임. 

따라서 사무소장이 RCA 사업의 수립, 추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한다면 이에 따른 RCA Coordinator와의 업무 한계가 명확히 구

분되어야 할 것임. 기본 원칙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필요할 때마

다 협의 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기존의 IAEA사업과 

관계없이 RCA사무소가 신규 기획하는 사업은 지역사무소가 주도하

게 되므로 사무소장이 당연히 관여해야 할 것임. 한편 IAEA가 수행

했던 각종 사업 중 outsourcing을 위해 RCA사무소으로 인계, 위임

하는 사업들은 인계되는 시점부터 사무소장이 주관하여야 할 것임.

(8) 잠정 운 기간 2년 동안에 지역사무소의 법적 조치 사항이 완성되지 

못할 경우, 자격 있는 사무소장의 인선을 하지 못할 경우, 사무소장 인

건비에 대한 부담원칙이 확정되지 못할 경우 등 사무소 운 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경우, 잠정 운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

도 바람직하므로 이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반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인도의 주장).

- 지역사무소 의견: 법적 조치사항 등 현재의 진전 사항으로 미루어 보

면 당초 계획하 던 대로 3년의 잠정 운  기간이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사항은 지역사무소의 잠정 운 이 1년 이상 경과한 이후 

진전사항을 보아가면서 제기함이 바람직함. 다만 1년 연장할 수 있음

을 미리 사업계획서에 반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법적 조치사항에 따른 현안 사항: 9월 비엔나 제31차 총회에서 지역사무소 

설치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최종 채택되면 이를 근거로 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

여야 함. 

(1) RCA 협정의 부속협정 체결: 한국이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하여 RCA 

부속협정안을 초안. 이를 자문위원회가 검토한 후 2003년 3월 파키스

탄 제25차 국가대표자회의 개최 최소 1개월 이전에 각 회원국에 회람

하여 의견 취합과 동시에 각 국 국가대표자로부터의 콘센서스를 문서 

(Email 포함)로 접수. 동 부속협정을 채택은 공식적으로 제25차 국가대

표자 회의에서 최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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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무소 의견: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무소가 부속협정 

(Supplementary Agreement) 초안을 추진하고자 함.

(2) 한국정부와 IAEA간의 MOU 체결: 지역사무소의 운 을 지원하고 있

는 한국 정부와 IAEA간에 각각의 책무를 명시하는 MOU를 체결. 한

국정부와 IAEA가 지역사무소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 지역 내 원자력기술의 발전과 증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

용. 이 같은 MOU 초안을 작성하여 제25차 국가대표자 회의시 회원국 

의견수락을 거쳐 2003년 9월 IAEA 총회 시 과기부 장관과 IAEA사무

총장 간에 서명함.

- 지역사무소 의견: 동 MOU는 IAEA가 RCA사무소에 outsourcing하

는 사업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지역사무소 대표가 IAEA

와 MOU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2004년 3월까지 잠정 운

기간이므로 지역사무소의 운 을 책임 맡고 있는 과기부가 IAEA

와 MOU를 체결할 수도 있음.

(3) 한국정부와 지역사무소장 출신국간의 상호 협조에 대한 MOU 체결: 

한국 이외의 회원국 출신이 사무소장으로 선임되었을 경우, 해당 출신

국과 한국정부간의 상호 협조에 대한 MOU 체결. 사무소장이 한국에

서 생활하고 활동할 때의 지원사항, 출신국의 책임 등을 명시. 이는 회

원국 인사가 사무소장으로 선출될 경우, 작성하여 체결하도록 하며 한

국정부를 대표하여 한국의 RCA 국가대표가, 출신국 정부를 대표하여 

출신국 RCA 국가대표가 서명함. 

- 지역사무소 의견: 한국 이외의 회원국 인사가 사무소장으로 선임될 

경우 준비함이 바람직함

4. 자문위원회 운 에 따른 현안: 자문위원회의 운  및 책무에 따른 사항을 정

하는 기준을 작성하고 자문위원회의 합의를 얻어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음과 같은 내용의 기준 (Terms and References)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1) 임기: 잠정운 기간 까지를 임기로 할 것인지, 그 이후에도 지역사무소 

운 을 자문하는 입장에서 계속 위원회로 존속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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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임.

- 지역사무소 의견: 현재의 자문위원회는 24차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결

정한대로 잠정 운 하고 초대 사무소장이 선임되고 모든 법적 조치

가 완성된 이후에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이사회 성격으로 구성하여 

운 함이 바람직함.

(2) 구성: 국가대표자로 할 것인지, 개인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

임. 의장국 대표의 경우에는 의장을 역임했던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점

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위원회 의장은 어떻게 선정할것인지, 위원의 

교체 및 대리 참석을 인정할 것인지, 위원회 성원은 어떻게 결정할 것

인지 등을 규정해야 할 것임.

- 지역사무소 의견: 자문위원은 국가대표자로 하며 의장은 현의장국인 

한국의 의장 또는 한국의 RCA 국가대표가 맡도록 하고 자문위원의 

대리참석을 인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위원회는 6명의 위원중 과반

수인 4명 이상 참석하면 성원되는 것으로 함이 바람직함.

(3) 회의 참가경비: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IAEA등의 재정 부담도 모

색토록 함.

- 지역사무소 의견: 위원회 소집을 지역 내에서의 중요한 RCA Event

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함이 바람직하나 일정상 조

기 개최가 바람직함. 또한 RCA 사무소에 대한 지역 내 주인의식을 

고양시키고 한국 입장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 RCA 사무소가 주도

하여 회의참가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위원의 책무: 지역사무소 운  전반에 따른 자문 활동을 수용할 것인

지, 사무소장 업무를 평가하는 임무도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임.

- 지역사무소 의견: 자문위원회는 지역사무소가 정상 운 에 진입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함. 

사무소장 업무 평가는 추후 구성되는 이사회 성격의 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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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 채널: 위원회 결정 사항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고하고 승

인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임.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전체 회

원국을 대표하는 기구이므로 국가대표자회의에 보고토록 함이 타당할 

것임. 보고는 위원장이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지역사무소 의견: 자문위원회 결정 사항은 RCA 총회 및 국가대표자 

회의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은 전체 회원국의 의견을 묻는 

의미에서 총회 또는 국가대표자 회의에 보고사항으로서 상정토록 함

이 바람직함.

5. 사무소장 후보 선정 및 임명에 대한 기준 수립

◆ 신임 사무소장 직무 기술서 (JD), 사무소장 응모 절차, 사무소장 공모 방침, 사

무소장 응모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기준, 사무소장 임명 절차, 사무소장

의 고용 계약 조건 (복리후생 내용 포함), 고용계약서 사항 등의 기준을 제정

- 이상의 기준에 대하여 7월 중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안 마련 후 8월 15일 

이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전체 회원국에게 회람하여 코멘트를 취합토록 하

고 이를 9월 31차 총회에 보고하며 다시 의견이 있을 경우, 2003년 3월 파키스

탄에서의 25차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최종 채택토록 함. 

- 지역사무소 의견: 지역사무소가 초안을 마련하여 자문위원회를 통하

여 세부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임. 

1) 직무기술서 작성: 지역사무소가 사무소장의 직무기술서 (Job Description) 초안

을 작성하여 자문위원회 결정으로 확정. JD에는 사무소장의 자격기준을 정함. 

원자력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으며 특정기술분야의 Specialist 보

다는 Generalist를 대상으로 하되, 어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국제회의 참가 

등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해야할 것임.  할 것임. JD의 작성에는 IAEA 직원에 

대한 JD를 참고로 하기 위하여 IAEA/RCA Office의 자문

- 지역사무소 의견: IAEA JD를 참고로 하여 지역사무소가 초안 작성 

후 자문위원회의 결정을 얻도록 함이 바람직함.

2) 사무소장 응모 절차: 응모 공모를 공고한 후 1개월 이내에 회원국의 국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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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을 받아 지역사무소에 응모 신청토록 함. 응모서류는 이력서, 자기 소개서, 

해당국 국가대표 또는 정부의 관계부처 대표의 추천서, 건강진단서,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사본 등을 기본으로 함. 각각의 서류 양식은 지역사무소가 통일하

여 배포토록 함. 지역사무소는 응모자 서류를 취합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함. 

응모자가 10인 이상이면 1차 서류 전형으로 3인 이내의 Short-list를 작성함. 

지역사무소는 응모 서류를 1차 서류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 일

정 기간 후 결과 통보토록 함. 응모공고, 응모 접수, 응모자 심사 등의 절차는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며 이에 대한 초안은 지역사

무소가 작성토록 함. 이상의 절차는 응모자가 회원국 출신에 국한할 경우이며 

만일 국제기구 등에 문호를 개방할 경우, 절차 및 구비서류의 변경이 필요함 

(예를 들어 국가대표 및 관계부처 대표의 추천서 대신 소속 국제기구 대표의 

추천서를 필요로 함)

- 지역사무소 의견: 이상의 사항을 정리된 기준안으로 작성하여 자문위

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이 바람직함.

3) 사무소장 공모 절차: 지역사무소가 각 회원국 국가대표에게 공모 서한을 발송

함 (응모자격을 회원국 출신으로 한정할 경우) 지역사무소는 IAEA 홈페이지 

등 다른 매체를 통하여도 사무소장 응모 공고를 하도록 함. 공고 후 응모까지

의 기간은 1개월로 하되 자문위원회의 합의로서 결정토록 함.

- 지역사무소 의견: 이상의 절차대로 추진함이 바람직함. 

4) 심사위 구성 및 심사 기준 작성: 지역사무소가 심사위원회 구성안 및 심사기준

을 작성한 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토록 하고 이를 전체 회원국에게 

회람함. 심사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원자력 분야 경륜과 지식이 다대한 

지역 인사로 구성함. 심사위원회에는 현 의장국인 한국위원이 당연직으로 참석

토록 하고 임시운 위원회 구성과 유사하게 구성토록 함. 심사기준은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을 원칙으로 함. 심사위원회는 서류 심사 후 3인 이내 2인 이상

의 최종 후보자를 선발하여 국가대표자 회의에 추천하되 과반수 참석 및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함.

- 지역사무소 의견: 심사위원은 자문위원회가 추천하되 한국 정부 대표

(현 의장국)와 IAEA 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함이 바람직함. 심사위

원회 운  및 심사 절차에 대한 기준을 지역사무소가 작성해야 할 



- 67 -

것임. 

5) 사무소장 임명 절차: 심사위원회가 추천한 1-2인의 최종 후보자를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최종 선임토록 함. 단일 후보의 경우,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회원국 

국가 대표들이 가부를 결정하되 결정방법은 제25차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결정

함. 최종 확정된 신임 사무소장은 선임 후 1개월 이내에 사무소로 부임토록 

함. 

- 지역사무소 의견: 사무소장은 전체 회원국을 대표하는 입장이므로 당

연히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선임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 형식이 되

어야 할 것임.

6) 사무소장 고용 조건: 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 사항을 결정함. IAEA 기준에 따

른 급여 및 복리후생 제도를 따를 것인지, 자문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를 것인지, 한국 정부의 관례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인지 (예를 들어 원자력

연구소의 책임급에 따른 복리후생)를 결정해야 할 것임. 또한 복리후생비의 일

부는 출신국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 정부가 부담할 수도 있지 않는가 라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이사비

는 출신국 부담, 정착 보조비 및 의료보험료 등은 한국 정부 부담). 

- 지역사무소 의견: 사무소장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 내용은 비록 사

업계획서에 UN의 P-5 급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으나 현실에 맞게 한

국정부의 관례에 따라 기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기준안의 초안

은 지역사무소에서 작성토록 함. 사무소장이 한국 이외의 회원국 출

신일 경우, 모든 비용은 출신국이 부담토록 하며 다만 정착에 필요한 

일부 비용은 지역사무소가 부담할 수 있을 것임.

7) 사무소장 고용계약서 체결: 사무소장이 임기를 3년으로 할 것인지, 연임은 가

능한 것인지, 몇 번까지 연임할 수 있는 것인지, 근무 조건은 어떠한 것인지 

(예를 들어 근무시간, 국내외 출장, 한국 및 출신국의 공휴일, 토요 근무제 여

부, 휴무일, 연차 휴가일, 병가일, 체력단련일 등에 대한 규정) 등을 기술한 고

용계약서의 체결 당사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임. 고용계약서는 

IAEA 기준을 따를 것인지, 현행 한국정부, 또는 연구소의 고용계약서를 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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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를 검토한 후 지역사무소가 초안 작성한 후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함. 또는 국가대표자회의의 위임을 받아 

지역사무소가 당해자와 체결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 지역사무소 의견: 고용계약서 내용은 IAEA의 것을 참조하여 지역사

무소가 별도 개발하되 직무에 대한 사항은 국내기준 (예: 과학기술부 

또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직무 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 관례에 준

하도록 함이 바람직함. 

8) 사무소장 부임 후 사항: 지역사무소가 주택 주선, 필요시 자녀 취학업무 지원, 

출입국 관리업무 지원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상용 또는 방문 비자로서 가능한 것인지) 등 한국에서의 근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이 사항은 신임 사무

소장과 지역사무소를 대표하여 한국 정부 (과학기술부 관계관)가 서한으로 합

의할 수 있음. 이 사항은 사무소장 선임 이후의 조치사항이므로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음.

- 지역사무소 의견: 지역사무소가 관련 규정 및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

여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임.



- 69 -

제4장 연구개발 결과

제1절 RCA 행사의 국내 유치

RCA 사업 활동인 훈련과정, 워크샵‧세미나, 전문가 회의, 프로젝트 검토회

의 국제회의 유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에 따른 행정 지원을 수행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개최 경비를 본 과제에서 지원하 다. 

본 과제의 수행기간동안 총 12건의 RCA 행사를 지원하 으며, 동 지원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회의를 유치하지 못하는 대학, 산업계 등에 RCA사업활

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하 다. 

앞으로 RCA 사업에 국내 산업계 및 학계의 참여가 더욱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본 과제가 구심점이 되어 국내 기술․재정적으로 RCA 활동을 지속적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2002년에는 RCA 지역사무소가 설치되고 국제원자력

연수관이 한국원자력연구소에 건립됨에 따라 앞으로 RCA 사업참여는 더욱 활발

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RCA 정책수립 참여 

본 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과제책임자는 RCA의 정책 수립 회의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RCA 사업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

지원을 하 다. 

제30차 RCA 총회(2001. 9) 및 동 회의 사전회의에 본 과제의 책임자가 참

석하여 한국대표단 활동을 지원하고, RCA 지역사무소 설치 안건 등에 대하여 협

의하 다. 이로써 30차 총회에서 RCA 지역사무소의 한국 유치가 원칙적으로 확

정될 수 있었다. 

그리고 2002년 3월 24-29일 서울과 대전에서 개최된 제24차 RCA 국가대

표자 회의 개최를 본 과제에서 지원하 으며, 동 회의개최를 위한 의장국 사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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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2002. 3. 24)에 참석하여 주요사항을 협의함으로서 국가대표자회의의 개최에 만

전을 기하 다. 

또한 본 과제의 책임자는 RCA 지역사무소의 설치를 위한 회원국 및 

IAEA/RCA 조정관과의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일관

성 있게 반 함으로서 RCA 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 다. 

제3절 RCA 설립 30주년 행사이 성공적 개최 

RCA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2002년 3월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기념 과학

포럼과 RCA 관계전문가를 초빙한 기념강연회를 개최하 다. 본 과제에서는 동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준비 운 위원회, 기술프로그램 위원회를 구성하

고 특별 초청강사를 선정하 으며, 원고 청탁을 하는 등 일련의 준비 과정을 진행

하 다. 

이와 같은 철저한 행사준비에 결과, 과학포럼에서는 RCA 사업 실적을 점

검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 권고사항이 제안되기도 하 다. 

    [ RCA 발전을 위한 권고 사항 ]

ㅇ 지역 사회에 RCA의 능력과 역량에 대한 인식 제고

   - 원자력 기술을 응용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 표명

ㅇ 원자력 기술 활용하는 제3의 파트너 모색

   - 재정지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생산적인 동맹 구축

ㅇ RCA가 지니고 있는 특별한 장점 강조

   - 다른 협력 기구에 비하여 RCA 만이 보유한 장점 부각

제4절 RCA 지역사무소 개소 

RCA 지역사무소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Working Paper) 작성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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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01년 3월의 23차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7개국 Task Group이 구성되었으며 

2001년 9월 비엔나에서의 30차 총회에서도 사업계획서가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

하자 다시 Task Group에게 2002년 3월의 24차 국가대표자회의시까지 완성토록 

요망되었다. 7개국 Task Group은 호주, 일본, 인도,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 한국

이었다. 이에 따라 본 과제를 중심으로 해당국과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24

차 국가 대표자 회의에 최종 초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2년 3월 27읠 RCA 지역사무소 오프닝 준비를 위한 제반 프로그

램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RCA 지역사무소의 지원인력은 실제로 

3월 16일 임용되었으므로 그 이전까지의 모든 준비사항은 본 과제를 통하여 이루

어졌다. 

RCA 지역사무소는 회원국의 오너십을 제고하고 회원국 주도로 RC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구체적으로는 RCA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운 하

는 지역사무소를 운 함으로서 RCA의 대외 인식을 제고하고 회원국 근거리에서 업무

를 수행함으로서 회원국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협력 대처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한 것이다. 

제5절 RCA 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원자력기술 발전과 지난 30년동안 RCA사업에 참

여․기여해온 노력의 결과, 2002년은 그 결실을 맺고 향후 발전방향을 재조명하는 

한해로 평가할 수가 있다. 

RCA 지역사무소의 설치는 우리나라가 RCA 사업의 주도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며, 회원국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이다. 사

무국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1997년 제19차 RCA 국가대표자회의에서부터 2002

년 3월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계국 간의 협의 및 의견조율을 본 과제에서 주

도적으로 성실히 수행함에 따라 이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본 과제 수

행의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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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RCA 우리나라의 RCA사업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여 국가 위

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기술수출의 활로를 확대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을 제

안하고자 한다. 

1) 주제 사업 주도 국가로서의 활동 제고 

          - RCA는 현재 6개 주제사업(보건, 농업, 산업, 환경, 방사선방호, 에너

지/연구용원자로/방사성폐기물 관리)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에너지/연구용원자로/방사성폐기물이라는 3개의 Compo-

nent가 포함되어 있는 주제사업의 Lead Country 로 선정되어 있음. 

우리나라가 이 분야의 LC로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과 배

려가 있어야 함. 사업 수행에 따른 전담 인력의 보강, 국가 중장기 

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 우리나라 주도 사업에의 회원국 참여 증대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2) 원자력기술 실수요자의 참여 확대 

          - 최근의 RCA 사업은 환경보전, 보건 증진,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발

전이라는 명제를 중시하고 있음. 즉, 원자력기술이 다른 기술에 비하

여 잇점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경제개발에 기여함으로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게 되었음. 

          - 따라서 원자력 기술 응용의 실수요자는 산업계와 국민 각자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원자력 기술의 산업계 응용을 권장하고 인간의 

기본 욕구인 식량, 보건, 환경의 조화있는 균형을 위하여 원자력 기

술의 응용을 증대하는 일이 절실하게 되었음.

          - 지금까지 RCA 사업이 상아탑을 중심으로 한 학계, 일반 실수요자와 

연계되지 못하는 연구소 등에 치중되었음을 고려할때에 앞으로는  

RCA 사업에 산업계, 병원, 농업관련 기관등 실수요자의 참여가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임.

3) RCA 사업 자문위원회 구성 운

          - 우리나라의 RCA 사업 참여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 

각 주제사업별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는 것도 바람직함. 이

를 위하여 지역사무소와 합동으로 RCA 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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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음. 

4) RCA 행사 적극 유치

          - RCA 행사의 국내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임. 현재   

RCA는 1년에 약 65-70개의 개별 행사를 수행하고 있음. 그 중에서 

대다수가 인도, 말레지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집약되어 

있음. 

          - 이제 우리나라는 원자력연구소 내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도 설립

하 으므로 이 센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RCA 행사의 적극적인 유

치가 필요함. 각 프로젝트 책임자가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하여 다음 

행사를 유치토록 권장함도 필요하며 IAEA에 진출하여 있는 한국 출

신 고위직의 적극적인 배려, RCA 지역사무소의 아웃소싱 노력,    

RCA 의장국으로서의 위상등을 감안하여 RCA 행사의 국내 유치를 

보다 증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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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

본 과제에서는 1) 국내에서 개최되는 RCA 웍샵 등 학술활동의 기술․재

정적 지원, 2) RCA 24차 국가대표자회의 준비 및 개최, 3) RCA 30주년 기념 과

학기술포럼 및 기념강연회 준비 및 개최, 4) RCA 지역사무소 유치를 위한 회원

국 및 IAEA와의 협의 및 개소, 5) RCA 사업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본 과제의 수행으로 얻어진 연구결과는 원자력국제협력정책 수립, RCA 사

업의 활성화, 원자력 기술수출 기반 확대, RCA 지역사무소의 법적 제도적 기반 

확보, 국내 산학연 기관의 RCA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

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자력 국제협력정책 수립 

   - RCA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확보한 회원국의 원자력정책 추진 방향 

및 기술현황자료는 아태지역 국가와의 원자력협력을 위한 정책 수

립시 활용이 가능함. 

2) RCA 사업 주도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 RCA 국가대표자회의 및 30주년 기념행사 개최와 RCA 지역사무소의 

유치는 향후 RCA 사업주도국으로서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기반

이 되며, 이의 활용 발전이 필요함. 

3) RCA 지역사무소 운 을 위한 법․제도 조사 

   - RCA 지역사무소 설치를 위한 일련의 협의과정 및 관련 법/제도적 

환경 조사는 향후 2년간의 임시 운 기간 동안 RCA 지역사무소가 

수행할 업무에 활용가능하며, 나아가 국제기구 현지사무소 유치시 사

례로 활용 가능함. 

4) RCA 사업 참여 활성화를 통한 기술수출기반 확보

   - RCA 사업에 대한 국내 산학연 기관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자력연구개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더 나아

가 기술수출의 기반을 확보하는 데 활용이 가능함. 





부록 1

제30차 RCA 회원국 대표 총회 및 

AFRA/ARCAL/RCA 3자 회의 참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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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RCA 회원국 대표 총회 및 

AFRA/ARCAL/RCA 3자 회의 참석보고

2001년 9월 15-1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국원자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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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소장 귀하

이 보고서를 2001년 9월 15-1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 30

차 RCA 회원국 대표 총회 및 AFRA/ARCAL/RCA 3자 회의 참석보

고서로서 제출합니다.

2001년 10월  일

보고자: 기획부 홍보협력과

책임기술원 정 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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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명칭 및 회의 개요

제30차 RCA 회원국 대표 총회 (The 30th RCA General Conference)는 RCA 17개 회원국 대표

가 회동하여 RCA 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Policy-making Meeting임. 따라서 

이번 총회는 RCA 30차 총회라는 의미가 있음. 

※ RCA가 처음 태동한 것이 1972년이므로 이로부터 계산하면 올해 2001년의 회의가 30차가 되는 

것임. RCA의 Policy level meeting으로서는 매년 9월 IAEA정기총회 기간중 회원국 대표가 참석

하여 열리는 총회, 그리고 매년 3월 지역내 회원국에서 열리는 국가대표자 (National 

Representative 또는 National Coordinator) 회의가 있음. 시간의 제약으로 통상 총회는 1일간 (또

는 반나절) 개최되지만 세부 사업을 심도있게 토의하고 결정하는 지역에서의 국가대표자회의는 3

일간 열리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 총회는 당초 RCA 회원국 회의라고 호칭하 으나 RCA 설립 

25주년을 맞이하 던 1997년 부터 총회(GC)라고 부르기 시작하 음. 이와함께 지역내에서의 회의

도 당초에는 실무자회의(Working Group Meeting: WGM)라고 하 으나 1998년 뉴질랜드에서의 

제20차 회의부터 국가대표자 회의(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NRM)라고 부르기 시작하

음.

※ RCA 총회  및  국가대표자 회의는  회원국들이  중심되는  행사이므로 참가자 경비는  원칙적으로  

각  회원국 부담임. 다만, 일부 LDC (Least Developing Country)의 경우에는 IAEA가  해당국 프

로그램  검토회의, 또는 자문회의 참석등  명목을  달아  참가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기도  함. 

RCA 회원국으로서는 몽골, 미얀마, 베트남이  UN이  인정하는  LDC의 범주에  속함.  

2. 회의 기간

원래 RCA 총회는 관례적으로 매년 9월 셋째 월요일부터 열리는 IAEA 정기총회 기간중 수요일에 

개최하여 왔으나 올해에는 통상 총회기간 중 열리는 과학포럼 (Science Forum)의 내용이 RCA 

사업과 관련이 많으므로 RCA 회원국 대표들이 이 포럼에 참석하는것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총회 

일정을 변경하여 IAEA 총회 전주의 주말에 갖도록 하 음. 즉, IAEA 총회가 9월 17일 월요일부

터 열리므로 RCA 총회는 9월 15일 토요일에 갖도록 하 음. 그리고 RCA/AFRA/ARCAL 3자 

회의는 9월 16일 일요일 오후에 갖도록 하 음. RCA 총회를 IAEA 총회 전주에 갖도록 한것도 

이례적이며 더구나 주말인 토요일에 회의를 갖도록 한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었음.

※ 당초  2001년 3월의 Dhaka 국가대표자 회의에서는  금번  총회  일정을 9월  14일  금요일로 결정

하고 3자 회의는  다음날인 9월  15일  토요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하 으나  3자회의에  참석하는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대표들이  토요일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서  9월 16일 일요일  

개최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RCA 총회도  하루  늦추어  토요일 개최하게 되었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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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센터(ACV) 2층  회의실에서  9월 18-19일 열린  Science Forum (주제: Serving for 

Human Needs)와 병행하여 RCA를  소개하는  파넬 전시회와  E-display가  준비되었음. 파넬  전시

회  준비는  인도, 말레지아, 필립핀이  Task Force가  되어 맡아하도록  지난  Dhaka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음. 컴퓨터를  이용한 CD-Rom 전시는  인도(BARC의 Krishnan)가 맡아하 음.

3. 회의 장소

RCA 총회는 통상 IAEA 본부에서 개최함. 그러나 금번 30차 총회는 회의 장소로 내정되어 있었

던 VIC C 빌딩이 당일 (9월 15일) 전기공사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인근의 Crowne Plaza 호텔 

회의실을 임대하여 개최히게 되었음. 

※ 회의장 음향시설 (마이크등) 임대 경비는  인도네시아가 별도로  부담하 음. 짐작컨대 IAEA 기

술협력부서에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을 강조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됨.

4. 총회 안건 

Provisional Agenda

안건의 채택은 순서상  신임 총회의장 선출후  진행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 참고로  총회에  상

정된 안건의 배분은 다음과 같음. 본  보고서에서는  안건  배분 순서에 입각하여 내용을  기술하 으

나  보고서 목차 순서와  안건  배분  순서와는 일치하지  않음. 그러나  참고를 위해 각  목차에 안건 

번호를  추가  기록하 음.

I. Opening 

II. Election of Chairperson/Designation of Rapporteur(s)

III. Adoption of the 23rd RCA Meeting of the Ntional Representatives

IV. Matters arising from the 23rd RCA Meeting Report

V. Programme for 2001/2002

VI. Programme for 2003/2004

VII. Establishment of  RCA Regional Office

VIII. Extension of RCA Agreement

IX. Outsourcing Policy

X. Role of Research in the RCA Programme

XI. Management of RCA

XII. Criteria for holding events outside

XIII. Venue for the next 24th RCA Meeting of National Representatives

XIV. Other Business

     - Celebration of RCA 30th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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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회 참가자

List of Participants

RCA 17개 회원국중 미얀마가 사정상 참석치 못하여 16개 회원국 대표만이 참가하 음. 

※ IAEA측에서는 RCA 총회에 기술협력부(TC: Depart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사무차장 

및 원자력과학 및 응용부(NA: Department of Nuclear Science and Applications) 사무차장이 참

석하는 것이 관례 음. 그러나 금번회의에는 두 사무차장이 모두 참석치 못하 음. 다른 행사와 

중복되어서 불참했다고 생각되지만 회원국들은 못내 섭섭하게 생각하는 입장이었음. 대신 IAEA 

측에서는 지난 7월 말 OPEC으로 전직한 Shihab-Eldin TCPA (Division for Africa and East 

Asia & the Pacific) 국장 후임으로 발령된 Alex Volkoff 국장이 참석하 으며 NA 부서에서는 

Division of Physical and Chemical Sciences 국장인 Din Dayal Sood가 참석하 음. Volkoff 국장

은 원래 TC 부서의 TCPC (Division of Planning, Co-ordination and Evaluation) 국장이었음. 

Volkoff 여사는 카나다 밴쿠우버 출신으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 으

며 그 전에는 방송국에서도 근무했던 폭넓은 경력의 소유자임 (그러나 아무튼 TCPA 국장 자리는 

충원되지 않았으므로 Vacancy Notice가 나와 있는 입장임). 기술협력부서 (TC) 조직을 참고로 첨

부하 음. 

※ 이밖에 IAEA 관계관으로서는 TCPA의 East Asia+Pacific 과장 (Section Head)인 Mohd 

Nordin Razley, RCA Coordinator인 C. R. Aleta가 참석하 고 Country Officer로서 Xu Naicheng, 

Sukasam, Reyad Kamel, Sujit Dey, Lufti, Hu Chuanwen이 참석하 음. RCA Office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파견한 CFE (Cost Free Expert)인 김경표를 비롯하여 Tan, Segura, Garcia Ramos가 

참석하여 회의 진행을 지원하 음. 

한편 TO (Technical Officer)로서는 Duy Thanh Bui (Plan.+Eco.Stu.), Modupe Oresegun (Rad. 

Safety), Gamini Keerthisinghe (Soil+Water&Cr. Nutr.), G. Singh (Med. Appl.), Frantisek 

Pernicka (Dos.+Med. Rad. Phys.) 등이 참석하 음.

※ 금번 총회에는 과거 여러 활동을 하여왔던 여러명의 National Coordinator 들이 교체되는 바람

에 새로운 인물들이 다수 참석하 음. 인도의 경우, BARC의 A.K. Anand 박사가 오는 11월 정년

퇴직하게 되므로 지난 3월부터 K. Raghuraman으로 교체되었음. Raghuraman은 비엔나 주재 인도 

대사관 과학참사관으로 다년간 근무했던 경력이 있으며 지난해 귀국하여서는 인도 원자력부 

(Dept. of Atomic Energy)의 전략기획그룹 (Strategic Planning Group)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

임. 말을 워낙 빨리 하는 바람에 그의 발언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 입장임. 인도네시

아의 경우, 오랫동안 RCA 업무에 관여하여 왔던 BATAN Deputy Chairman인 Azhar Djaloeis 교

수 대신에 BATAN Deputy Director General인 Widjang Sisworo가 RCA 국가대표를 맡게 되었

음. 일본은 올해부터 외무성 총합외교정책국 과학원자력과장인 Kato Motohiko (加藤元彦)가 RCA 

국가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음. 전형적 외교관으로서 국제기구 업무에 많은 경험이 있는 인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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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경우, 오랫동안 RCA 발전을 위해 기여한바 있는 ‘지질 및 원자력과학연구소’(GNS) 동

위원소 응용부장 Peter Roberts가 지난해 말로 개인사업차 전직하므로서 역시 GNS 소속의 G. 

Wallace가 국가대표를 맡게 되었음 (그러나 금번 총회에는 보건부 산하 국립방사선연구소의 

James Turnbull 이 국가대표로 참석하 음). 

싱가폴은 환경부 국제관계국장 선임보좌관인 Lee Kheng Seng 이 RCA 국가대표로서의 위치를 

굳혀서 참석하기 시작하 음. 파키스탄은 다년간 RCA 업무에 관여하여 오던 PAEC (파키스탄원

자력위원회) 소속 Hasibulla가 올해 초 비엔나 주재 대사관의 과학참사관으로 부임하는 바람에 

PAEC의 Hasan이란 사람이 잠시 RCA 업무를 맡았었으나 최근 다시 교체되어 PAEC 국제관계 

및 훈련담당 국장인 Munim Awais가 국가대표를 맡게 되어 참석하 음.  Munim 역시 말을 무척 

빨리 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가 발언할때에는 대단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태국의 국가대표

는 OAEP (Office of Atomic Energy for Peace) 사무차장인 Pathom Yamkate 이었으나 금번 총

회에는 같은 사무차장직위인 Manoon Aramrattana 가 국가대표로서 참석하 음. Manoon은 

IAEA 이사회에 참석하는 계기로 RCA 총회에도 참석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아마 앞으로는 본인

이 RCA 국가대표로서 활동하게 될것이라고 표명하 음. Pathom은 Ongkarak 연구용원자로 건설

사업에만 전념하게 될것이라는 설명이었음. Manoon은 과거 자카르타 소재 UNDP/RCA 사무소에 

근무한바 있는 국제통으로 FNCA 국가 조정관도 겸하고 있음. 

미얀마의 경우, 이 나라 원자력위원회 사무총장이면서 RCA 국가대표로 다년간 활동했던 Tin 

Hlaing이 은퇴하므로서 새로운 사람이 국가대표로 선임되었지만 금번 총회에는 사정상 참석치 못

하 음. 베트남은 VAEC (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부위원장인 Bui Van Tuan이 

RCA 국가대표로서 참석하기 시작하 음. 종전까지는 같은 위원회 소속 Le Doan Phac (국제관계 

및 기획국 부국장)이 국가대표로 참석하여 왔었음.

금번 총회에 스리랑카에서는 국가대표인 Jayasinghe 가 참석하지 못하 고 대신 비엔나 주재 스

리랑카 대사인 Anil Kumar Moonessinghe 라는 노인이 참석하 음. 회원국 대사가 RCA 총회에 

참석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음. J.M.C.A. Jayasinghe 는 스리랑카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기도함.

참고로 각 회원국의 RCA 국가대표는 다음과 같음. 괄호안은 소속기관. *표는 국가대표이지만 금

번 총회에는 불참.

1. 호주: John Rolland (ANSTO)

2. 방 라데쉬: Naiyyum Choudhury (BAEC)

3. 중국: Zheng Kemin (鄭克敏) (CAEA)/Zhang Jing (張靜) (CAEA)

4. 인도: K. Raghuraman (Department of Atomic Energy)

5. 인도네시아: W. H. Sisworo (BATAN)

6. 일본: Motohiko Kato (加藤元彦) (MOFA)

7. 한국: Dong-Nyeol Yoon (尹東烈) (MOST)

8. 말레지아: Nahrul K. A. Md. Rashid (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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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몽골리아: Jigjiddorj Ganzorig (Nuclear Energy Commission)

10. 미얀마: 미정

11. 뉴질랜드: Gavin Wallace (GNS)*

12. 파키스탄: M. Munim Awais (PAEC)

13. 필립핀: Alumanada dela Rosa (PNRI)

14. 싱가폴: Lee Kheng Seng (Ministry of the Environment)

15. 스리 랑카: J.M.C.A. Jayasinghe (AEC)*

16. 태국: Manoon Aramrattana (OAEP)

17. 베트남: Bui Van Tuan (VAEC)

6. 개회 세션

Opening

전 의장국인 인도의 RCA 국가대표인 K. Raghuraman이 임시의장을 맡아 참석자들을 환 하 음. 

그는 지난 한해동안 회원국들이 의장국 역할을 수행한 인도에 대하여 보여준 성원에 감사함을 표

명하고 특히 RCA Office의 노고를 치하하 음. 

TCPA 국장인 A. Volkoff 여사가 TC-DDG를 대신하여 참가자들을 환 하 음. 그는 RCA가 지

난 30년동안 각 회원국의 국가 원자력 사업 진흥을 위해 기여한 바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의 

RCA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 음. Volkoff 국장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음.  

  -  RCA는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음. RCA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볼수 있는 좋은 기회임. 

현재뿐만 아니라 차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국가경제 개발을 위해 원자력연

구기관이 어떻게 지원할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것임 (sustainability of nuclear institute). RCA

가 국가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할 것임. TCDC는 서로 배울수 있는 좋은 기회임 (Learning each 

other). 

  - 회원국간 서로 보완해서 협력할수 있는 분야로서는 지역공인의 NDT, 모든 국가가 서명한 

UN 새천년 선언, 양관련 프로젝트, GHG 배출 완화 방안등이 될 수 있음. 특히 지역내 교류가 

가능한 NDT 공인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음.

  - 새로운 프로젝트는 Central Criteria에 합당해야 할 것임. 이와함께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함. Umbrella 프로젝트는 계속 수행함이 바람직함. 국가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함. 인력개발이 좋은 예임. RCA 사업은 장기작 입장에서 능력 배양을 전제로 해야할것임. 예를 

들면 방사선 방호, 폐기물 관리등임. RCA 사업들은 국가 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주도국가 (Lead 

Country)의 역할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함.

  - 지역사무소는 RCA Ownership 증대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함. 지역사무소는 RCA에 대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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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화일을 증대하는 수단이 될것임. 다른 지역기구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하는것도 중요함. AFRA, 

ARCAL 과의 TCDC 입장에서 파트너쉽 증대가 필요함. Dhaka 회의에서 다른 지역 및 국제기구

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키로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임. 원자력 기술이 이들 기관에 기여할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임. 

  - 평가업무는 중요함. 특히 훈련과정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함. 훈련과정은 먼저 평가를 

전제로 추진되기 바람. 평가를 위해 회원국 요원 9명을 위촉. 이들의 평가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가 필요. 회원국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임. Stakeholder Evaluation임. 

NAPC 국장은 RCA가 1960년대 말 연구용원자로 협력을 위한 IPA로부터 비롯하 으며 그 동안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최근 한국의 기여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게 된데 대하여 초창

기부터 RCA에 관여해온 입장에서 감회가 깊다고 표명하 음. 그는 RCA가 각국의 특별한 요구에 

부응하는 재정적 및 기술능력을 배양하게 해주었으며 이로써 회원국들은 원자력 기술 수준의 향

상을 이룩하 고 이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 음. 

7. 총회 의장 선출 (안건 II)

Election of Chairpersons/Designation of Rapporteur(s)

한국이 금번 총회 의장으로서 방 라데쉬 원자력위원이며 RCA 국가대표자인 Naiyyum 

Choudhury 교수를 추천하 으며 인도네시아가 재청하 음. 관례상 의장 추천은 차기 의장국이 하

여 왔음. 그러므로 2002년 3월의 한국 회의에서는 파키스탄이 한국 의장을 추천하게 됨. 

※ 한국에서의 24차 국가대표자 회의시  누가  의장을  맡아 할  것인지는  사전에  확실히  준비해야 

할것임. 의장은 24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의장, 31차  RCA 총회의장, 3자회의 공동의장을  맡아야  

하며 총회전 의장국 회의(방 라데쉬, 한국, 파키스탄)의 의장역할도 해야함. 또한 평소 

IAEA/RCA Office 와 긴 한 연락을 취해야  하며  IAEA TCPA 부서와의 코디네이션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임. 의장은  RCA 사업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어에 능통

해야 함. 지금까지  다른  회원국의 경우, 의장은  RCA 국가대표  (National Representative 또는  

Coordinator)가  관례적으로  맡아 하 음. 의장은  교체의장을  선임하여 의장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뉴질랜드에서의 20차 회의, 싱가폴에서의 21차 회의, 인도 뭄바이에서의 22차 회의의 

경우, 개회세션의 의장과 기술세션의 의장을  각기 다른 사람이  맡아  한바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그같은  관례를 따라  의장을 선임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의장의 임기에  대하여는  아직  한번도 공식  논의된  바  없으나 금명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함. 의장의 임기는  RCA 국가대표자 회의의 의장으로  선출된  날로부터  다음해  총

회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즉  Choudhury 의장의 경우, Dhaka에서  국가대표자 회의 의장

으로 선출된 2001년 3월 18일부터  24차 국가대표자 회의가  열리는  2002년  3월까지로  보면  될것임. 

다만, 2002년  9월의 31차  총회에서는 관례에 따라  임시의장을  맡도록  해야 할  것임. 그러므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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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국가대표자 회의 주최국인 한국의 경우는  2002년  3월부터  2003년  3월의 국가대표자 회의시까

지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며 2003년 9월의 32차  총회에서는 관례상 임시의장을  맡

도록 될 것임. 이와  함께  RCA/AFRA/ARCAL의 3자 회의 또는  IAEA/RCA/UNDP 3자회의에

서도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참여해야  할  것임.

※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각별히  신경을 쓰는 이유  중의 하나는 RCA 지역사무소 설치와  관련

한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에  의장국이 당연직으로  참여토록  합의하 기 때문임. 자문

위원회가  2001년  10월부터 발족  가동한다면  전의장국인 인도, 현의장국인 방 라데쉬, 차기 의장

국인 한국으로  구성되어야 할것임. 이 자문위원회가  RCA 지역시무소의 잠정  운 기간인 2년동안 

활동하게  된다면  2002년에는  어느 국가가 의장국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국 다

음의 의장국은  파키스탄으로  내정되어  있음. 파키스탄이  차기 의장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

은  2003년  3월부터  2004년  3월 까지이며  관례에  따라  2004년  9월의 33차 총회에서는  임시의장 역

할을 하게  됨. 그러므로 2002년의 자문위원회를  전년도  의장국방 라데쉬, 현의장국 한국, 차기의

장국 파키스탄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  됨. 그렇게 되면  인도는 의장국 범주에  2002년 3월까지만  

속할 수 있음. 

그러나  만일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구성당시의 의장국이  계속  맡도록  한다고  합의한다면 2002년 

이후라고  해도  인도가  자문위원회에  의장국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으며  파키스탄은 제외된다는 

계산임. 자문위원회  구성은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전체  회원국의 합의아래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

적으로는  한국이  주도하여 RCA Office 와  협의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에 인도, 방 라

데쉬와도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함. 지역사무소의 잠정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자문위  활동을  

계속하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큼. 왜냐하면  자문위가  지

역사무소장의 선임을 맡아  하게 되며  또한 사무소장 재임기간중  평가업무도  담당할 수  있도록 계

획되어  있기 때문임. 그렇다면 자문위의 임기를  언제까지로 하느냐는  것도 한번쯤은  논의되어야 

할  것임. 결국 해마다  자문위  구성을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의장으로 선출된 Choudhury 교수는 자신을 의장으로 추천하여 준 한국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명

하고 이어 지난 3월 Dhaka 회의에서 RCA를 다른 국제기구에 Visible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

은 RCA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언급하 음. 그는 RCA가 지금까지 많은 성공사례를 생산하 으며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방 라데쉬에서 훌륭한 성과를 낸 UMMB 프로젝트, 그리고 NDT 사업을 

지적하고 이같은 사례가 계속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그는 또한 내년 3월 한국에서 있을 

RCA 30주년 기념행사에 커다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그 행사가 RCA 30년을 평가하는 역

사적인 모임도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이어 의장은 Rapporteur 로서 RCA Office (Dr Aleta)를 임명하 음.  

8.  제23차 RCA 국가대표자 회의 보고서 채택 (안건 III)

Adoption of the 23rd RCA Meeting of National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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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3월 방 라데쉬 다카에서 열렸던 23차 국가대표자 회의 보고서는 이미 회원국들에게 통보

된바 있음. 이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것임. 총회에서는 별다른 이의 없이 보고서가 채택

되었음. 다만, 보고서를 원칙적으로 2 파트로 만들되 파트 1은 요약으로서 주로 RCA 성과 등을 

기술하며 대외 홍보용으로 활용토록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파트 2는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각 사업의 추진현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자는 주장이 있었음. 그리고 지난 Dhaka 회의에서 한

국이 지적한대로 보고서의 TCDC 항목에서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양식이 너무 간단하므로 약간 

구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9. 제23차 RCA 국가대표자 회의 후속조치 검토 (안건 IV)

Matters arising from the 23rd RCA Meeting of National Representatives

회원국들은 지난 3월 Dhaka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RCA Office 로부터 

보고 받으며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Follow-up 계획을 협의하게 됨. 

Dhaka 회의 후속조치 사항으로서는 13개 항목이 제기되었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차 보고서 (Annual Report)의 파트-3 TCDC에 대한 설문서 내용 보완작성(Alteration 

to Part-III of Annual Report to be made on the TCDC contribution): 이 문제는 당초 한

국이 제기하 던 것으로 Dhaka 회의에서는 당초 설문서 작성에 참여하 던 호주가 내용을 보완

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음. 그러나 아직 호주가 준비를 하지 못하 으므로 다음번 연차 보

고서 발간 이전까지는 완성하여 회원국에게 공람하도록 함. 현재의 설문서는 TCDC와 관련하여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단순한 Yes, No 식의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은 보다 구체적으

로 어느 분야에서 TCDC의 실적이 있는지를 답변하도록 해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바 있음.

한편 회원국들은 모두 설문서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회원국이 있

으므로 RCA Office 가 Dhaka 회의 종료후 2주내에 제출토록 독촉하도록 한바 있음. 그러나 9월 

현재 3개 회원국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함. 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제출한바 있음. 

2001년부터는 (1) Summarized Executive Report (for end-user purpose) (2) Technical Report를 

확실히 구분하여 발간토록 함. 수록 내용과 Format에 대한 Guideline을 RCA Office 작성하여 제

시토록 함. 이번 보고서는 인도의 RCA Liason 담당인 Krishnan이 작성을 지원했다고 함. 내년 3

월 회의 2개월 전까지 발간하는 것으로 타겟을 잡음. 또한 보고서 내용은 전자 메일 형태로 받아 

볼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었음. IAEA의 Annual Report를 참고하여 사진도 넣고 만들자는 의

견이 있었음. 예를 들어 책머리에는 의장의 Message도 넣도록 하며 RCA의 메시지를(예를 들면 

Serving for the Region, Serving for the Human Need등의 주제를 사용) 부각토록 하자는 의견

도 있었음. 책자의 제목도 그냥 RCA Annual Report라고 하지 말고 ‘RCA 2001 Highlights'라고 

히는등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 음. 다음번 Annual Report는 한국이 주도하여 작성해야 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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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원국들은 한국이 보다 시각적이며(Picturesque), 보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Easy to 

understand), 기술적 사항보다는 지역에의 기여에 초점을 둔(Non-technical components) 연차보고

서를 만들어 내기 바란다는 주문을 하 음. 

연차 보고서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Djalois)는  내용의 중심이 ‘Technology Build-up 과 

Enhancing RCA Profile'에 두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 음. 이에 덧붙여 RCA가 CRP 

component 라는 기본을 도외시하면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 음. 인도네시아의 이같은 주장은 과

거 인도가 ’RCA는 Capability Building의 단계에서 Problem Solving 단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임. 인도네시아는 IAEA가 TCDC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 RCA 에는 선진국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TCDC의 전형이라고 볼수는 없는 일이라고 

언급하 음. CRP (Coordianted Research Program)를 주장하는 이유로서는 RCA가 단순히 기술에

만 집중하면 안될 것이라는 것이었음. 인도네시아는 RCA 장래 방향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보

아야 할 시점임도 강조하 음. 한국은 RCA가 Societal Issue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지적하 음. 한국은 최근 IAEA가 안전성 분야에서 사회적 이슈를 과감히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 IAEA 40년 연혁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디임의 추구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므로 RCA 

에서도 원자력 이용의 사회적 향을 고려하여 기술과 사회의 공동 참여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 음. 이같은 한국의 주장은 많은 회원국으로부터 공감을 얻는 것이었음. 

※ 2002년도 RCA 연차  보고서를  한국이  주도하여 작성해야할  입장임은 분명함. 총회에서 협의된 

대로 파트  1의 내용을 대외 홍보용으로  만들자면  사진 자료등을  많이  수록해야 하는등 별도의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이  문제는 RCA Office 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것임. RCA Office 

와는 대외용  보고서의 제작에  따른  경비 문제도  확실히  합의해야  할  것임. 기왕에 한국이  주도하

여서 제작한다고  하면  RCA 홍보용으로  합당하게  보기 좋게 만들어야 할 것임. 

2)  UNDP에의 서한 발송(Letter to UNDP should be sent regarding the project 

achievements): UNDP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UNDP의 이해를 촉구하는 서한

을 의장명의로 발송하도록 결정한바 있음. UNDP 지원사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내용 작성토록 하

음. 의장인 방 라데쉬의 Choudhury 교수 명의로 서한 발송 완료하 음. 각국의 Local UNDP 

사무소에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함. 그러나 UNDP 본부로부터는 아직 어떠한 회신도 

없다고 함. 회원국들은 의장 명의로 발송된 서한의 사본을 받아 보기를 원하 음. 각국 UNDP 사

무소에도 보낸 것이기 때문에 RCA 국가 대표자로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임. RCA Office 

가 곧 보내주기로 함.

3) 방사선 방호 프로그램의 각국 책임자 통보(Recommendations on radiation protection 

program): 방사선 방호 프로그램은 RCA의 주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 회원

국의 경우 TC 프로그램에도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임. 그러므로 사업 추진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RCA 와 TC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담당할 각국의 Focal Point 명단을 제출하여 줄 것이 요

망된바 있음. 이 문제는 호주의 Ron Cameron이 주장하 던 것임. 우리나라 역시 아직 명확히 방

사선 방호 Focal Point를 지명하여 통보하지 못한 입장임. 현재 RCA 프로그램은 KAERI의 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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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KINS의 조건우 박사가 맡고 있으므로 1인의 Overall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해야 할 것

임. 한국에서의 방사선 방호 관련업무는 KFDA (식약청)에서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MOST/KINS, 

KAERI, KFDA가 공동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함. 

4) RCA 지역이외에서의 RCA 행사 개최에 따른 기준 제정(RCA to develop criteris for 

holding events outside the region): RCA Office가 회원국의 코멘트를 받아 작성한 기준을 금

번 총회에 상정토록 결정한바 있음. RCA Office는 초안을 작성하여 전 회원국에게 코멘트 요청하

으나 스리 랑카만이 코멘트를 보내왔음. 금번 총회에서는 RCA Office 가 준비한 기준과 스리 

랑카가 제시한 견해를 검토하여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키로 함. 이 사항은 안건 VII 로 상정

되어 있음.

5) 2003/2004년도 사업 계획의 우선 순위 검토(Review and/or prepare, then prioritize 

project proposals specially those to be proposed for 2003/2004): 2003-2004년도 사업계획서

를 각 Lead Country가 중심이 되어 Project Committee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Dhaka 회의에 제

출한바 있음. 그러나 가능한 예산 규모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작성한 계획서가 대부분이었음. 특

히 농업, 산업, 환경분야에서 그러하 음. 2003-2004 사업 추진을 위해 제시한 예산규모는 6.63 백

만불이었음. 하지만 IAEA가 이 기간중 확실히 지원할수 있는 예산은 1.03 백만불뿐이며 추진키로 

약속은 했지만 아직까지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경우가 1.50 백만불임. 그러므로 예산 확보가 확실

치 않은 나머지 4.10 백만불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음. 

Dhaka 회의에서는 이러면 곤란하므로 예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Lead Country 가 다시 사업계

획서를 조정하여 2001년 5월 말까지 RCA Office 로 제출할 것을 결정하 음. 단, 예산의 규모는 

6백만불로 생각하고 각 사업별로 예산 신청 범위를 정하여 주었음. 즉, 농업 25%, 보건 20%, 산

업-자원-환경 35%, 에너지-연구용원자로 10%, 방사선 방호 10% 음. 이같은 권고 사항에 

대하여 RCA Office는 Dhaka 회의 직후 각 주제사업의 Lead Country에게 서한을 보내어 사업 계

획을 조정하여 줄 것은 요청하 음. 그 결과 각 Lead Country들은 나름대로 예산 계획을 조정하

여 제출하 음. 이에 대한 최종 검토가 금번 총회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임. 따라서 안건 VI로 상

정되어 있음. 

※ Dhaka 회의에서 IAEA TCPA 국장 (당시  Shihab-Eldin)이 Lead Country들이 작성하여 제출

한 2003-2004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은 의미하는바가  크므로  차제에 다시한번 상기코

자 함.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할  경우, Model Project 개념으로부터  제시된  Central 

Criteria에  부응해야할  것임을  강조하 음. 사업제안을  할  경우, 과연 그  사업이  국가가 필요로  하

는  중요한 것인지가 분명해야  하며 그  프로젝트를 IAEA가 승인하여 재정 지원키로  했을 때  해당 

국가의정부가  그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확실한 약속 (Government Commitment)이 있어야  

할것임을  주장하 음. 이어  그는  End-user를  고려한, 즉 파급 향이 있는 프로젝트의 개발이  중

요함을  강조한바  있음.

Dhaka 회의에서는 또한 RCA 사업 수행의 결과 파생된 연구개발 성과의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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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문제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 이 문제는 RCA Office와 회원국들

이 공동으로 지침개발을 하기로 하 음. 이를 위하여 호주, 인도, 말레지아, 일본으로 Task Force

를 구성키로 하 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황임. 지적재산권 문제는 RCA 사업의 

Ownership 증대와도 관계가 깊은 사항이므로 계속 관심을 갖고 기준을 개발해야 할 것임.

Dhaka 회의에서는 호주의 Peter Airey가 IAEA Consultant 자격으로 참석하여 ‘Towards 

enhancing synergy of RCA program with TC Strategy'에 대한 보고를 한바 있음. 당시 회의에

서는 IAEA가 이 보고서를 고려하여 가능하면 TC 전략 수립에 반 하여 줄 것이 논의 되었음. 보

고서는 현재의 TC 전략과 지침이 TC 가 재정지원하는 RCA 프로그램에도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

으므로서 synergy 효과를 보고 있음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 음. 보고서는 이같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LC 와 RRU 개념을 효과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RCA 로서는 전통적인 

TC 재원 이외의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지적하 음. 예를 들어 추가 재정지

원 기관을 모색하는 일, 연구용역을 받는 일, 상업적 기회를 갖는 일등도 RCA의 장래를 위하여 

시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음. 이 문제는 어떤 시한을 정해 놓고 결말을 보자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다만 회원국들이(특히 LC) 2003-2004년도 사업 계획을 작성할 

때에 synergy 효과를 고려하고 추가 재정지원 방안을 염두에 두는 정도로 매듭지었음.

6) 아웃소싱에 대한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게 제공하는 사항(Further information on 

outsourcing to RCA MS): Dhaka 회의에서는 IAEA가 거론한바 있는 Outsourcing 에 대하여 

IAEA가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회원국들에게 제공하여 줄 것이 요청되

었음. IAEA 로서는 과연 아웃소싱이 어는 정도의 성과가 있을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음. 아마도 

2002년 3월 한국에서의 24차 국가대표자 회의에는 IAEA의 검토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7) RRU 검토(Review of RRUs): 현재 지정되어 있는 RRU 현황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줄것이 

요청된바 있음. 혹시 적절치 않은 시설이나 기관이 RRU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나 아닌지, 또 새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RRU가 있는지를 검토하자는 것이었음. 이 문제는 각 주제사업의 프로젝트 

위원회 (Project Committee)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음. 그러나 Lead Country가 주

도하는 각 프로젝트 위원회는 이에 대한 검토를 아직까지 마무리 하지 못하 음. 따라서 계속 진

행중(on-going)이라는 보고 음. 〈* IAEA가 말하는 on-going 이란 용어의 의미는 아직까지 어

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으며(no action)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no progress)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임〉

8) 지역사무소 설치 위한 Working Paper의 작성(Working Paper on Korean proposal to be 

prepared): Dhaka 회의에서는 7개국 Task Force를 구성하여 지역사무소 설치 사업계획서 

(Working Paper)를 작성토록 결정한바 있음. 7개국 Task Force 국가는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

국, 파키스탄, 필립핀이었으며 호주와 한국이 주도하도록 하 음. 한국은 호주와 협력하여 

Working Paper를 작성, 금번 총회 2개월 전에 Task Force 국가에게 회람하 으며 1개월전에는 

전체 회원국에게 회람하 음. Task Force 국가 중 인도만이 코멘트를 보내 주었음. 그러나 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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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는 인도의 코멘트를 반 하지 않은 원래의 Working Paper 를 안건으로 상정하 음. 안건 

VII에서 다루게 됨. 

※ 인도의 의견은 두가지로 집약할  수  있음. 하나는  사무소장의 경비를  한국 출신이던  다른 나라  

출신이던  똑  같이  UN 기관의 P-5 수준으로  지급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무소

장의 응모  문호를 RCA 회원국이  아닌  일반 국제기구에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었음. 호주는  만일  자격있는 사무소장을  회원국 중에서 선발하지  못할  경우, 다른  국제기구

의 유능한 인사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므로서  RCA 지역사무소 업무를 효과있게  수행토록  하자는  

견해 음. 사무소장의 경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지금까지 만일  사무소장이  한국 출신이면 한국

의 기준에  맞추어  급여등을 지급할것이며 다른  나라  출신일  것  같으면  UN 기구의 P-5 수준에 

합당한 경비  부담을  해야  할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음. 한국 출신일 것 같으면  이사 비용  

지원, 부임  경비 (가족  포함), 정착  지원, 주택  보조, 자녀  학자 보조, 보험, 휴가  수당, 고향  방문 

경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임. 더구나  한국 출신의 사무소장의 경우, 경력 환산하여 국

내  유사 기관의 급여 수준  (Fringe Benefit 포함)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

하 던  것임. 

그러나  인도는  다른  나라  출신일 것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연봉 10만불 이상 및  기타  혜택을 많

이  받는데  반면  단순히  한국 출신이라고 해서  연봉 5만불  정도로  만족하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어디 형평에  맞는  일이겠느냐는  주장이었음. RCA 지역사무소장의 Dignity (신분 유지)를 위해서

라도 대우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얘기 음. 그나저나  의장국 사전회의에  참석한 인도  

및  방 라데쉬의 걱정은  도대체 그런  돈을 내고  지역사무소장을  파견할  회원국이  어디  있겠느냐

는  것이었음. 그런  돈이 있다면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것이라는 주장이었음.   

9) RCA 관리에 대한 제안서의 수정 (Revise Paper on RCA Management): Dhaka 회의에서 

일본은 RCA 관리에 대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안을 한바 있

음. 일본은 특히 ‘RCA 운 규칙 및 지침’ (RCA Operating Rules and Guildelines)의 내용 중 수

정보완할 사항이 다수 있음을 지적하 음. Dhaka 회의에서는 일본의 그같은 주장이 일리는 있지

만 지적사항의 대부분이 이미 ‘운 규칙 및 지침’에 충분히 반 되어 있는 것이므로 재언할 필요

가 없다는 견해 음. 다만, 몇가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양해되어 일본으로 하여금 제안서

를 재작성하여 금번 총회에 상정토록 하 음. 일본은 RCA 관리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다시 작성

하여 총회에 즈음하여 회원국에게 회람하 음. 재작성한 제안서에 대하여는 금번 총회의 안건 XI 

에서 협의하도록 상정되었음.

10) RCA 에서의 연구의 역할 (Commnets on the Paper on role of research in RCA): 

RCA 사업에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누차 제기되었던 사항이었음. 이 문제를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필립핀이 Task Force를 이루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Dhaka 회의에 상정하 으

나 만족할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주도로 다시 작성하여 금번 총회에 재상정토록 합의

한바 있음. 일본이 재작성한 제안서는 금번 총회의 안건 X 에서 협의토록 상정되어 있음. 그러나 

아직도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한국에서의 국가대표자 회의시까지 미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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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누구던지 RCA가 연구용역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문제는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는것이며 IAEA 로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RCA에 연구비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

겠느냐는 입장임. RCA의 기본이 기술 능력 배양으로서 세미나, 워크샵, 훈련과정 등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연구분야 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면 정규 기술협력 사업에서의 CRP 업무와 중복이 가능

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설명이었음.  

11) 원자력연구기관의 자립방안 강구 지역 워크샵 후속조치에 대한 코멘트(Comments to be 

provided on draft evaluation of the possible follow-up actions to the Regional Seminar 

on sustainability of nuclear institutions): IAEA는 변화하는 현시대에 있어서 RCA 회원국들

의 연구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지장없이 성장을 계속할수 있을지, 재정적으로나 전문인력에 있어서 

자립할 수 있는지, 현재 각 연구기관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인지를 진단해 보고 방안을 강

구해보는 세미나를 2000년 8월 말레지아에서 개최한바 있음. 이 세미나는 기획에서부터 진행에 이

르기까지 일체의 행정 업무를 IAEA가 말레지아 (MINT)에 일임하 던 것으로 이른바 

Outsourcing 에 대한 일종의 시도 음. 결과는 만족할만한 것이었음. 이 세미나를 계기로 IAEA는 

연구기관의 자립성 증진을 위한 새로운 지역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음. Dhaka 회의에서 이 세

미나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회원국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고 몇가지 건설적

인 코멘트를 하 음. Dhaka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이같은 코멘트를 사무총장 자문기구인 

SAGTAC 에 반 하여 줄 것을 희망하 음. 금번 총회에서는 RCA Office가 회원국들의 희망대로 

코멘트를 정리하여 SAGTAC 회의에 제출했다는 내용이 보고되었음. 

12) 과학 포럼에의 참여 (Science Forum): 2001년 45차 IAEA 총회기간 중 열리는 과학포럼의 

주제는 ‘Serving for Human Need'로서 개발도상국에서 원자력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성공사례 중심으로 논의하게 됨. RCA 로서는 RCA의 성공사례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그렇기 때문에 RCA 총회 날짜도 과학포럼을 피하여 IAEA총회 직전 주간에 갖기로 한것임. 

Dhaka 회의에서는 과학포럼에 RCA를 대표하여 주제발표를 할수 있도록 주선할것이 요청되었음. 

또한 RCA를 소개하는 파넬 전시회와 함께 RCA 성공사례를 담은 CD-Rom을 제작하여 상 토록 

의견이 모아졌음. 전시회는 인도, 필립핀, 말레지아가 공동 노력을 기울여 준비토록 하 음. RCA 

소개 브로슈어는 기왕에 제작해 놓은 것을 활용키로 하 음. TCPA 국장이 포럼 담당부서와 협의

하여 특별 발표 및 전시회가 가능토록 하는 임무를 맡았음. 전시회는 승낙을 받았지만 발표는 순

서가 이미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함. 회원국들은 금번 총회에서 이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게 됨. 

총회에서는 ‘과학포럼’에 방 라데쉬가 Science, technology and development 에 대하여, 중국이 

Food security에 대하여, 인도네시아가 Health에 대하여, 한국이 Managing water resource 에 대

하여, 호주가 Matching needs and technologies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도록 각본을 작성하 음 (실

제로 포럼에는 중국이 참석치 않아 농업 분야에 대한 RCA 사업 소개가 없었음). 

회원국들은 9월 16일 (일) 예정의 3자 회의 일정에 대하여도 총회에서 보고 받게됨. 

RCA/AFRA/ARCAL의 3자 회의에는 전의장국 (인도), 현의장국 (방 라데쉬), 차기 의장국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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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TCDC 프로젝트 Lead Country (말레지아), 그리고 RCA 기술 이전 사업에 깊은 관련이 있는 

호주가 참석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음. 호주는 ‘핵의학의 원격교육 및 방사선 옹콜로지 기술의 기초 

응용’ 에 관계하고 있음. 총회에서는 3자 회의에 RCA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국가들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를 하여 인도네시아가 보건분야의 성공사례를, 한국이 연구용원자로 분야의 성공사례를, 

말레지아가 ENO에 대하여, 호주가 종합적인 견해를 발표토록 결정하 음. 이번 3자 회의의 총회 

의장은 순차에 의하여 RCA가 맡게되어 현 의장국인 방 라데쉬가 맡아 하 음.

※ 의장국 사전  회의에서는 RCA 회원국 대표들이 9월 18-19일의 과학 포럼에  적극  참석하여 기

회가 있는대로  발언권을  얻어  RCA 성공사례를  주제사업별로  소개키로  함. 이를  위하여 농업 (중

국), 보건  (인도네시아), 산업 (방 라데쉬), 환경  (한국) 이  RCA 사업을  소개하는  발언을  하도록  

결정하 음. 한국은  특히  수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중소형  해수담수화용  중소형 원자로 개발의 중

요성을  설명하며  한국의 SMART 에대한 설명을  부연하 음.  이렇듯 RCA의 성공사례에 대한 

발언이  잇따르자 RCA Coordinator인 Aleta 박사의 얼굴에  기쁨이  만발하 음. 9월  16일  ACV에

서의 3자 회의에서는 지난해에 농업과 산업분야의 성공사례를  소개하 으므로  올해에는  연구용 

원자로와  보건분야  성공사례를 소개키로 합의하 던  것임. 

13) RCA 협정 연장 (Extension of RCA Agreement): 현재의 협정 유효기간이 2002년 6월로 

만료되므로 사전에 전체 회원국의 연장 동의를 받아 놓자고 했으나 아직 동의를 통보하지 않은 

회원국이 있으므로 독촉하도록 하 음. 이 사항은 안건 VIII 로 상정되어 협의하게 될것임.

10. RCA 2001-2002 사업 현황 (안건 V)

Programme for 2001-2003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RCA Coordinator 로부터 2001-2002 년 사업의 예산 현황과 Events 추진내

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토론에 들어갔음. 2001-2002 Cycle 기간 중 추진되고 있는 RCA 사업

은 모두 36개 프로젝트임. 이를 분야별로 보면 농업 (Agriculture)이 7개, 보건 (Health)이 6개, 환

경 (Environment)이 9개, 산업 (Industry)이 6개, 에너지 및 연구로 (Energy & Research Reactor)

가 5개, 방사선 방호 (Radiation Protection)이 2개, 그리고 TCDC/일반 (General)이 1개 프로젝트

로 구성되어 있음.

2001-2002 년 cycle에 이들 사업을 위한 예산은 무려 약 1천 1백만불 (정확히는 11,177,697 불) 

에 이름. 그 중 Hardcore가 7백 67만 8천불이며 Footnote a/ 자금이 3백 49만 9천불에 이름. 2년 

기간의 예산이 1천 1백만불이라는 것은 1년에 약 5백 50만불의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계산임. 다시

말하여 RCA 1년 예산은 Hardcore 와 Foonote a/를 합하여 약 5-6백만불에 이른다는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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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02 년 cycle 의 분야별 예산 배정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농업  200만불(1,979,449)  18%

보건  220만불(2,271,046)  20%

환경  300만불(2,992,372)  27%

산업  160만불(1,665,242)  14%

에너지/연구로   90만불(890,269)   8%

방사선방호  120만불(1,197,823)  11%

일반   20만불(182,692)   2%

계 1,110만불  100%

* 일반(General) 예산은  전액  Hardcore 임.

※ 참고로  각  분야별 36개  프로젝트와  우리나라  참여 책임자를 보면  다음과 같음.

1) 농업

  (1) RAS/5/034 방사선  조사 위생  및  식물위생학적 식품  처리  (종요예정)

     Irradiations Sanitary & Phytosanitary Food Treatment

     국립식품검역소 허승무  사무관

  (2) RAS/5/035 동물(가축) 생산성 및  다산 효율성 증진

     Improving Animal Productivity and Reproductive Efficiency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

  (3) RAS/5/037 쌀의 종자 변환을  위한 돌연변이성 향상

     Mutational Enhancement of Genetic Diversity in Rice

     농진청  작물시험장 수도육종과 및  KAERI 이 일  책임연구원

  (4) RAS/5/039 토양  품질  회복 및 농업 생산성 지속

     Restoration of Soil Fertility and Sustenance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

  (5) RAS/5/040 식품, 펄스, 유류 생산용  작물의 종자 변환  향상  및  돌연변이 배원질  네        

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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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hancement of Genetic Diversity in Food, Pulses, and Oil Crops and               

Estalbishment of Mutant Germ plasm Network

    농진청 작물시험장

  (6) RAS/5/041 구제역  항원(抗原) 및  항체 ELISA 시약 키트  생산

     Production of Foot and Mouth Disease Antigen and Antibody ELISA Reagent Kit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 연구원

  7) RAS/5/042 식품 확보, 안전성 및  교역을 위한 식품  조사(照射) 기술 응용

    Application of Food Irradiation for Food Security, Safety and Trade

    KAERI 변명우  책임연구원

2) 보건

  (1) RAS/6/027 방사선  치료 품질보증 (종료  예정)

     Quality Assurance in Radiation Therapy

     원자력병원 류성열 과장

  (2) RAS/6/028 핵의학 응용

     Nuclear Medicine Applications

     원자력병원 홍성운 과장

  (3) RAS/6/029 핵의학 테크니션  훈련 증진

     Improved Training for Nuclear Medicine Technicians

     서울대  병원 정준기 과장

  (4) RAS/6/033 방사선  종양학 원격  교육

     Distance Learning in Radiation Oncology

     원자력병원 류성열 과장

  (5) RAS/6/035 자궁경부암  LDR 및 HDR 근접  치료 기술

     LDR and HDR Brachytherapy in Treating Cervical Cancer

     (원자력병원 조철구 과장)

  (6) RAS/7/008 생체조직의 방사선 멸균  품질  보증

     Quality Assurance in Radiation Sterilization of Tissue Graft

     성모병원 심성보  흉부외과 과장 (종전  단국대  치과 임창준  교수)

3)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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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S/8/076 환경 및 산업성장의 효율적 관리  (UNDP 공동  사업)

     Better Management of Environment and Industrial Growth

     § 이 사업은 원래 RAS/97/030 이라는 대과제 사업이나 IAEA가 RAS/8/076 코드로 사

용하므로 그대로 따르고자 함. 만일 RAS/8/076을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한다면 환경분야에

는 모두 9개의 과제가 있게 됨.

  (1) RAS/8/082 대기오염 평가  동위원소 기술 이용 (UNDP 공동사업)

     Isotopic and Related Techniques to Assess Air Pollution

     KAERI 정용삼  책임연구원

  (2 RAS/8/083 해안 환경 오염  관리

     Management of Marine Coastal Environment Pollution

     KAERI 진준하 책임연구원, 해양연구소

  (3) RAS/8/084 동위원소 기술 이용, 식수  관리  및  보호

     Isotope Use in Managing and Protecting Drinking Water

     KAERI 김천수  책임연구원

  (4) RAS/0/029 방사선  방호 및 네트워킹

     Radiation Protection and Networking

     KAERI 원자력연수원 이한  책임연구원

  (5) RAS/8/080 동위원소 및 방사선  기술 이용, 환경 및 산업활동의 효율적 관리

     Better Management of Environment & Industry thru Isotope & Radiation            

Technology

     § IAEA의 RAS/8/076 Better Management of Environment and Industrial Growth와 동

일한 과제임. 즉 RAS/97/030 대과제 사업을 UNDP 지원 사업으로 분류할 때에 는 

RAS/8/076 로 표시함. 97년부터 사업기획을 착수했기 때문에 코드를 그렇게 붙 인 것 같음.

  (6) RAS/8/087 농업폐기물에  대한 방사선  처리기술 응용

     Radiation Processing Application for Agrowaste

     KAERI 이 근  책임연구원

  (7) RAS/8/092 지열  지역에서의 환경 밑 수자원 조사

     Investigating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in Geothermal Areas

     KAERI 김천수  책임연구원

  (8) RAS/8/093 댐 안전성 확보 및 댐 계속관리를  위한 동위원소 기술 이용

     Use of Isotope in Dam Safety and Dam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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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ERI 김천수  책임연구원/진준하 책임연구원

4) 산업

  (1) RAS/8/086 방사성추적자/ 봉선원/신업용  방사선 계측기 (종료  예정)

     Radiotracers/Sealed Sources/Nucleonic Gauges in Industry

     KAERI 진준하 책임연구원

  (2) RAS/4/018 자궁경부암  치료용 Co-60 선원 (線源) 제조 및  품질보증

     Manufacture and QC of Co-60 Brachytherapy Sources

     KAERI 한현수  책임연구원

  (3) RAS/8/085 비파괴검사 및  평가

     Non-Destructive Testing and Evaluation

     KAERI 정용무  책임연구원

  (4) RAS/8/091 석유화학 산업 공정  진단 및 최적화  기술

     Process Diagnostics and Optimization in the Petrochemical Industry

     KAERI 진준하 책임연구원

  (5) RAS/8/089 저방사능 휴대용  핵계측기 이용 광물자원회수  최적화

     Optimization of Mineral Resources Recovery using Low Radioactivity Portable          

Nucleonic Gauges

     KAERI 진준하 책임연구원

  (6) RAS/8/090 방사선  처리기술 이용, 천연 폴리머  품질제고  및  환경  보전

     Upgrading Natural Polymers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through Radiation          

Processing 

     KAERI 노 창  책임연구원

5) 에너지/연구용 원자로/폐기물  관리

  (1) RAS/0/028 전력생산 옵션의 비교 평가  (종료 예정)

     Comparative Assessment of Electricity Generation Options

     KAERI 송기동  책임연구원 

  (2) RAS/0/033 온실가스배출 감소 위한 원자력 발전  및  기타  에너지  옵션의 역할

     Role of Nuclear Power and Other Energy Options in Mitigating GHG Emissions

     KAERI 송기동  책임연구원 (이만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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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RAS/4/019 비발전  방사성폐기물  처분  (종료  예정)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from Non-Power Sources

     KHNP/NETEC 송명재 실장

  (4) RAS/4/019 연구용  원자로  운전  및  응용 개선

     Improving Research Reactor Operation and Utilization (종료  예정)

     KAERI 전병진  책임연구원

  (5) RAS/4/020 연구용  원자로  운전  및  응용 개선

     Improvement of Research Reactor Operation and Utilization

     KAERI 전병진  책임연구원

6) 방사선  방호

  (1) RAS/9/018 방사선  방호 업무의 조화로운  추진

     Harmonization of Radiation Protection

     KAERI 장시  책임연구원

  (2) RAS/9/024 환경  방사선 감시  및  지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and Regional Database

     KINS 조건우 책임연구원

7) 일반

  (1) RAS/0/025 개도국간의 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TCDC)

     MOST 원자력협력과 윤동열과장 (RCA National Representative-Korea)

2001-2002 년 기간 중 이미 개최하 거나 계획중인 행사 (Events)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1년에는 워크샵/회의가 27건, 훈련과정이 37건으로 모두 64건의 Events가 있으며 2002년에는 

워크샵/회의가 33건, 훈련과정이 46건으로 모두 79건의 Events가 계획되어 있음. 다시말하여 2002

년의 행사는 2001년에 비하여 22% 증가를 보여주고 있음. 

(총회 며칠 후 당초 2001년 10월 파키스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RAS/9/085 NDT가 강사진 확보

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2년 1월로 연기되었음.)

이들 행사의 개최국을 개도국, 선진국, 기타로 분류하면 2001년의 경우, 개도국에서 51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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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 9건 (14%), 기타 (IAEA 개최 및 개최장소 미정의 경우) 4건 (6%)가 됨. 반면, 2002년

의 경우 개도국에서의 개최가 59건 (75%), 선진국이 4건 (5%), 기타 16건 (20%)에 이르고 있음. 

기타 16건은 개최장소가 미정임. 

※ 선진국으로 분류된  회원국은  호주, 일본, 뉴질랜드의 3개국임. 

2001년 행사와 관련하여 회원국 중에서 어느 국가가 가장 많은 행사를 개최하 는지 살펴보면, 필

립핀과 태국이 각각 7건으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한국으로 6건이며, 다음이 중국과 파키스탄으로 

각각 5건임. 미얀마와 몽골에서는 단 1건의 행사도 주최하는 계획이 없음. 선진국에서는 일본 4건, 

호주 3건, 뉴질랜드 2건임. 

2002년에는 중국, 인도, 말레지아가 각각 9건의 행사 주최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이 한국으로 

8건이고 다음이 태국으로 7건임. 선진국에서는 호주와 일본이 각각 2건씩의 행사주최 계획을 가지

고 있음. 

※ 1999년의 행사는  모두  61건이었으며  2000년에는  65건이었음. 따라서  2000년에는  1999년에  비하

여 7%의 행사가  증가한 것임.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1999년에 일본이  주최한 행사가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임. 그러나  2000년에는 2건의 훈련과정을  주최하 으며  2001년에는  4건의 훈련과정을  

주최할  계획으로 있음. 일본의 점진적인 RCA 사업 참여확대를  느낄수 있음. (1999/2000년의 행사 

실적은  추진된  것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임. 따라서  계획이  되었다가 취소된 것까지 합하면 1999 

년에 약 70건, 2000년에는 약 80건이었음.)

※ 해마다  RCA 행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담 직원은 충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므로  

너무 많은 업무량  때문에 혹시  사업 추진이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과거  회의에서 여

러차례  제기된바  있음. 그러나  한국이  최근부터 RCA Office 에 CFE (Cost Free Expert)를  파

견하여 RCA 업무를  지원토록  한 것은 RCA 사업의 추진율 증대를 위해 크게 공헌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IAEA 및 회원국의 치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한국의 1999년  8월-2001년 2월까지 

KAERI 최평훈 책임행정원을  RCA Office 에 CFE로  파견한바  있으며 2001년  4월부터 2년  기간

으로 KAERI 김경표 책임연구원을 파견하고  있음. 그 이전에는  한국이  TC 부서에  2명의 CFE를  

파견한바  있음. KAERI의 양맹호  책임연구원, 이한명 책임연구원으로  이들은  현재  정책연구팀에  

근무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파견되었던 KAERI 최평훈  책임행정원은  RCA Office에서의 활동  후  

귀국하여 KAERI 국제협력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음.

※ 현재  RCA Coordinator는  1997년  말  선임된  필립핀  출신의 C R Aleta 박사임 (필립핀원자력

연구소장). 참고로  RCA Coordinator는  RCA가 발족한지 3년  후인 1975년부터  선임되어  직무를 

맡아 왔음. 초대  Coordinator는  1975-1980년  근무한 미국출신의 Emil Fowler 으나 그 이후로는 

지역 출신인 일본, 호주  인사가 맡아 왔었음. 즉, 1980-1983 일본  Sueo Machi (현재  일본원산 전

무이사), 1983-1985 일본  Masatoshi Kobayashi (은퇴), 1985-1990 호주  Peter Airey (호주  

ANSTO), 1990-1995 호주  John Easey(호주  ANSTO), 1995-1996 일본  M. Yanagisawa (일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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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산업성) 음. 그러나 일본의 Yanagisawa가  사정상  중도  하차하는  바람에  1997년 말, 현재의 

RCA Coordinator가  임명되기 전까지 약 1년  반여 동안은 TCPA 부서의 아시아  지역 담당관인 

Javed Aslam 과 M Razley (현재의 TCPA Section Head)가  RCA Coordinator의 업무를 대행한

바  있음. 

한편 초대  Coordinator 로부터 Yanagisawa 에  이르기까지는  RCA Coordinator가 TC 부서  DDG 

산하의 별도  Director 급으로 거의 독자적인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의 Coordinator인 

Aleta로부터는  TCPA 부서  Section Head (M Razley) 산하의 P-5 급으로서  근무하게  되었음. 

2001년도 RCA 각종 Events 중에서 워크샵/회의/훈련과정의 월별 개최 현황을 보면 1월에는 없

었으며 2월 (5건), 3월 (9건), 4월 (8건), 5월 (2건), 6월 (6건), 7월 (5건), 8월 (4건), 9월 (6건), 10

월 (9건), 11월 (5건), 12월 (2건)임. 이를 비추어 볼 때 1년중 3월과 9월에 가장 많이 Events가 

개최되고 있음을 알수 있음. 한편 2001년에 계획되었으나 취소된 Events는 2건으로 7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RTC on Myocardial Perfusion Scintigraphy for Nuclear Medicine Physicians'

와 10월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RWS on RCA Access to Clean Drinking Water'의 

sub-project 음. 다만, 두 번째 파키스탄의 RWS는 10월 예정되어 있는 RW on Project 

Assessment Meeting on Isotope Application for Improved Drinking Water Resources 

Management‘ 와 중복되기도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강사들의 여행이 어렵기 때문에 

2002년 1월로 잠정 연기되었음. 

2002년도 RCA 사업과 관련하여 월별로 계획되어 있는 행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개최국가가 

정하여지지 않은 행사를 여러개 볼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참고로 첨부하 음. 다만 1월에는 앞서

서 지적한 파키스탄 개최 예정의 'Isotope Application for Improved Drinking Water Resources 

Management'를 추가하 음. 

1월

1) 항만 적조현상 (Regional Technical Workshop on HABs) -태국

2) 산업용 라디오그래피 방사선 방호 (RWS on Radiation Protection in Industrial              

Radiography) - 인도

3) 연구용원자로 가동중검사 (RTC on ISI of Research Reactor) - 인도

4) 연례 조정회의/현장 워크샵 (Annual Coordination Meeting/Field Workshop) -미정

5) 조정 워크샵 (Coordiantion Workshop) - 미정

6) 동위원소 이용 식수자원 관리 (Isotopic Application for Improved Drinking Water          

Resources Management) - 파키스탄

2월

1) 식품조사시 식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확보 (RWS on Irradiation to ensure               

Microbiological Safety of Food) - 인도, 트롬베이

2) 국가 계획 수립 지역회의 (Regional Meeting for Formulation National Proposals)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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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수립 회의 (Project Formulation Meeting ) - 방 라데쉬

3월

1) 연구용원자로 이용 개선을 위한 노심관리 (RWS on Core Management for Improved       

Utilization of Research Reactors) -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2) 간암의 방사핵종 치료 (RW on Radionuclide Treatment of Liver Cancer) -중국, 상햐이

3) 24차 RCA 국가대표자 회의 (특별 강연회/세미나 포함) -한국, 서울

4) 대기오염 장기경향 이해를 위한 통계적 방법 (RWS on Statistical Progresses to           

understand Long Term Air Pollution Trends) - 필립핀 또는 베트남

5) 정보 제공 (RWS for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한국, 대전

6) 비스코스 레이욘 생산 위한 셀루로스 펄프 방사선 분해 (PCM on Radiation Degradation     

of Cellulose Pulp for Viscose Rayon Production) -태국, 방콕

7) 농업폐기물/셀루로스/키틴-키토산 3개 하부과제 활동 평가 (AGM on Evaluation of 3       

Sub-projects Activities (Agrowaste, Cellulose and Chitin/Chitosan) -태국, 방콕

8) 규제기관 고위 책임자를 위한 세미나 (Seminar for Senior Heads of Regulatory            

Agencies) -인도네시아 

4월

1) 동위원소 기술의 산업적 이용 혜택에 대한 관리층 세미나 (Regional Executive              

Management Seminar on Benefit using Radioisotope Techniques in Industry) -인도네      시

아, 쟈카르타 BATAN 

2) 황소 번식 및 정자 품질 보증 평가 (RTC on National Consultants on Evlauation of        

Breeding Bulls and Semen Quality Control) - 파키스탄, Faisalabad 농과대학

3) IAEA 조직은행 교과 원격교육 패키지를 이용한 조직은행 운 자 교육 (RTC on           

Training of Tissue Bank Operators using Distance Learning Package IAEA              

Curriculum on Tissue Banking) -미정

4) 생체조직 방사선 멸균 (RWS on Radiation Steriliztion oof Tissue Grafts) -방 라데쉬

5) 벼 수확 시스템에 있어서 질소비료 효용성 관리 실무 (RWS on Management Practices    for 

Efficient Use of Nitrogen Fertilizers in Rice Breeding Cropping System) -말레지아

5월

1) 원자력발전 고려, 국가 온실가스배출 감소 방안 최신 분석방법 (RTC on Advanced         

Analysis of Domestic GHG Mitigation Options with Consideration of Nuclear Power)     -인

도네시아, 쟈카르타 

2) 저방사능 휴대용 핵계측기 이용 광물자원 회수 최적 방안 (RWS on Optimization of        

Mineral Resources Recovery by using Low Radioactivity and Potable Nucleonic          

Gauges) -베트남, 하노이

3) 위와 같은 내용의 워크샵에 연계한 지역 고위관리자 세미나 -베트남, 하노이

4) 세슘-137 등 이용 토양 훼손 평가 (RTWS on Assessment of Soil Eriosion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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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137 and related Techniques) -미정

5) 지역 워크샵 -미정

6) 아쎄이, IQC, EQA 수립 및 이용 (RWS on Setting-up and Use of Assays, IQC and       

EQA) - 미정

6월

1) 반추가축 오줌의 요소 유도체에서의 제1 반추물의 미생물적 단백질 공급 평가 (RTWS      

on Estimation of Rumen Microbial Protein Supply form Urinary Purine Derivatives -     말레

지아, Kuala Lumpur

2) 방사핵종 기술이용 당뇨 멜리투스 관리 (RWS on Management of Diabetes Mellitus       

using Radionuclide Techniques) -말레지아

3) 최종 프로젝트 평가 회의 (Final Project Assessment Meeting) -말레지아

4) 지역 고위 세미나/회의 (Regional Executives Seminar/Meeting) -방 라데쉬 또는 한국

7월

1) 석유회학 산업에서의 추적자 이용, 공정 최적화 (RWS on Process Optimization using      

Tracers in Tetrochemical Industry) -한국, 대전

2) 가축 농가 사육 지원을 위한 현장 및 연구실 데이타 관리 및 이용 (RTWS 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Field and Laboratory Data for Breeding Support          

Services to Livestock Farmers) -방 라데쉬, Mymensingh 농과대학

3) 보건 목적의 천연폴리머 방사선 처리 그룹훈련 (Group Training on Radiation              

Processing of Natural Polymers for Healthcare) -미정

4) 방사선 방호, 폐기물 관리, 핵의학 품질보증 (RWS on Radiation Protection, Waste 

Management and QA in Nuclear Medicine) -필립핀, 마닐라 (PNRI)

8월

1) 식품조사 공장 운  및 보수 (RTC 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Food Irradiation     

Plants) -중국

2) 돌연변이 품종 선정을 위한 확인 (RWS on Identification of Selection of Mutant           

Varieties) -미정

3) 지열 후보지 관리 (Group Training on Geothermal Reservois Management) -미정

4) 프로젝트 조정관 회의 (project Coordinators Meeting) -미정

9월

1) 광업 및 공정 산업에서의 PGNAA 응용 (RWS on Promp Gamma Neutron Activation      

Analysis Applications in Mining and Processing Industries) -중국, Beijing 

2) 핵 종양학 (RTC on Nuclear Oncology) -인도

3) 작물의 DNA 마커 (RWS on DNA Markers for Crops) -미정

4) 근접 치료 임상 기술 (RTC on Clinical Brachytherapy Techniques)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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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 연구용 원자로 전략 계획 (RWS on Strategic Planning of Research Reactors) -말레지     

아, Kuala Lumpur

2) 프로젝트 검토 회의 (Project Review Meeting) -말레지아, Kuala Lumpur

3) 산업 부식 감시를 위한 TLA 기술 (EGM on Thin Layer Activation Techniques for        

Monitoring Corrosion in Industry) - 중국, Beijing

4) 셀루로스 및 유도체 방사선 처리 (Group Training on Radiation Processing of Cellulose     

and Derivatives) -미정

11월

1) 최종 프로젝트 회의 (Final Project Meeting) -중국

2) RCA 지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관련, 원자력 발전 및 기타 에너지 옵션의 역할 평    가 

(RWS to Assess Role of Nuclear Power and Other Energy Options in Mitigating     GHGs 

Emission in RCA Region) -필립핀, Manila

3) 석유/화학산업 동위원소 이용 QC 및 인증 (EGM on QC and Accreditation in RI         

Applications in Petroeum/Chemical Industries) -태국, Bangkok OAEP

4) 프로젝트 평가 및 종료 PCM (Project Committee Meeting for Evaluation and            

Conclusion of the Project)- 태국 

5) 프로젝트 참가자 및 최종 사용자 회의 (PCM/Conference of Project Participants and       

End Users) -중국 또는 뉴질랜드

6) 중간 검토 회의 (Mid-term Review Meeting) -태국, Bangkok

7) 지역 연구실 기술회의 및 프로젝트 검토 회의 (Technical Meeting for Regional 

Laboratories/Project Review Meeting) -중국 또는 인도

12월

1) 감염 관리 방사핵종 방법 이용 (RWS on Radionuclide Methods in the Management of    

Infection) -싱가폴

2) 항만 적조현상 문제 해결을 위한 핵기술 이용 기능성 검토 최종회의 (Final Meeting on    

Nuclear Techniques to Address HAB Concerns) -말레지아, Kebangsaan 대학교

3) ENO 검토 회의 (Electronic Networking and Outreach Review Meeting) -인도

기간이 결정되지 않은 행사는 다음과 같음. 그러나 개최 장소는 대부분 결정되어있음. 그 현황

은 참고로 첨부하 음. -첨부 8.3-

1) 작물 개선 신기술 지역워크샵 (RWS on New Techniqeus on Crop Improvement)-장소     미

정

2) 추적자 시범 지역워크샵 (RWS on Tracing Demonstration) - 한국, 대전(KAERI)

3) 환경감시 워크샵 (Environmental Monitoring Workshop) - 말레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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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의학 의사를 위한 Interventional 핵의학 지력훈련과정 (RTC on Interventional           

Nuclear Medicine for Nuclear Medicine Physicians) -인도, 뉴델리 (INMAS)

5) 관성동맥협착증 방지 위한 액상 베타방출 동위원소 의약품 이용 지역훈련원크샵 (RTWS    

on Intravascular Radionuclide Therapy using Liquid Beta-emitting               

Radiopharmaceuticals to Prevent Restenosis following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 한국, 서울 (SNU)

6) SPECT 이용 심근경색 신티그라피 지역훈련과정 (RTC on Myocardinal perfusion         

Scintigraphy using SPECT) -한국, 서울

7) Interventional 핵의학 지역훈련과정 (RTC on Interventional Nuclear Medicine) -필립핀

8) 프로젝트 착수 및 프로젝트 워크샵 (PWS/Project Launching) -중국

9) C-23 내부 도시메트리 지역워크샵 (RWS on Internal Dosimetry C-23) -인도

10) 프로젝트 위원회 (Project Committee Meeting) -미정

11) 방사선 방호 및 진단 방사선의학 품질보증 지역워크샵 (RWS on Radiation Protection      

and QA in Diagnostic Radiology) - 인도 

12) 방서선 작업장에서의 작업자 피폭관리 지역훈련워크샵 (RTWS on Occupational            

Exposure in the Workplace) -일본

13)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적용 방사선 방호 지역워크샵 (RWS on Radiation Protection         

Applied to Radioisotope Protection) - 호주

14) 환경감시 워크샵 (Environmental Monitoring Workshop) - 중국

15) 비상대응팀 훈련 워크샵 (Emergency Response Team Training Workshop) -호주

16) 외부 방사능 측정 상호 비교 최종 워크샵 (External Dosimetry Intercomparison Final       

Workshop) - 일본

17) 내부 방사능 측정 상호 비교 워크샵 (Internal Dosimetry Intercomparison Workshop) -      

한국, 대전(KAERI)

18) 도시메트리 업무 책임자 세미나 (Seminar for Heads of Dosimetry Services) -태국

● 총회에서는 2001-2002 Events 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각각 개최일정 및 장소를 확인하

여 의견이 있으면 RCA Office 에 조속 통보하여 줄 것이 요청되었음. 특히 장소 및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Event 에 대하여 개최의사가 있을 때에는 Lead Country Focal Point 와 협의

후 통보하여 줄 것이 당부되었음. 

11. RCA 2003-2004 사업 계획 (안건 VI)

Programme for 2003-2004

2003-2004 사업 계획은 이마 지난 3월 Dhaka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요구 예산이 예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으며 더구나 각 주제사업에서 수행하겠다고 제시한 세부 과제들의 내용이 타당성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5월 말 까지 각 Lead Country가 프로젝트 위원회을 통하여 재 

작성한후 제출토록 한바 있음. 금번 총회에서는 이와같이 재작성한 사업계획을 토의하 음.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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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직도 예산 초과일 뿐만 아니라 세부과제의 내용에 대하여도 이의가 있었음. 따라서 금번 총

회에서는 일단 전체 규모를 통과하되 IAEA의 평가 검토후에 조정토록하 으며 예산 중 어느 항

목은 Hardcore이며 어느 항목은 Footnote a/가 될지 모르므로 그것이 결정될 수 있도록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도록 권고되었음. 

총회에서는 제안된 사업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책정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데에 의

견의 일치를 보았음. 지난 Dhaka 회의에서 각 주제사업별로 예산의 배분율을 정하고 이를 준수토

록 하 으나 대부분 Lead Country 들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입장이었음. TCPA의 Razley 

과장은 프로젝트 검토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CFC (Cost Free Consultant)가 활용되기를 희망

하 음. RCA 행사가 1월과 2월에 미진한 것과 관련하여 Razley 과장은 실제로 사업수행 여부가 

3월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협의된 후 3월 이사회에 보고되므로 이를 전후한 3개월간의 행사를 확

정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을 덧붙 음. 

RCA 행사는 최근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회원국들은 IAEA/RCA Office가 과연 

1년에 몇 개의 Events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 음. 수행능력이 한정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많은 행사를 요청하기만 한다면 곤란하기 때문임. 이와 아울러 

하나의 회원국의 1년에 몇 개의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관심을 표명하 음. IAEA 

측의 설명에 의하면 IAEA 로서는 1년에 최대 60개의 행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음. 이는 

매달 5개의 행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계산으로서  회원국으로서는 1년에 10개의 행사를 주관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음.

회원국에서 개최되는 RCA 행사와 관련, IAEA와 Host 국가 사이에 통상 Host Agreement가 체결

되는데 이에는 함께 여행하는 배우자에 대한 어떠한 배려 (예를 들면 IAEA가 정한 참가자에 대

한 면책특권)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음 회의까지는 IAEA가 이 문제를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합의하 음. 2003-2004 연도 사업으로 제시된 예산규모와 세부과제 수, 요구예산의 비율은 

다음과 같음.

주제 사업
세부

과제수

2003

요구예산

2004 

요구예산
합계

예산배분비율*

(Harcore에한함)

현재 

요구예산의 

점유율

농업 6 685,000 829,000 1,513,000 25% 18.98

보건 6 863,000 497,000 1,360,000 20% 17.00

환경 5 1,122,520 1,053,500 2,276,020
35%

14.11+

28.56=

42.61산업 4 625,000 500,000 1,125,000

에너지/

연구로
2 386,200 315,200 701,400 10% 8.80

방사선방호 1 250,000 250,000 500,000 10% 6.27

TCDC 3 295,500 199,500 495,000 - 6.21

총계 27 4,326,220 3,644,200 7,970,420 100% 99.93

(*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각 주제사업별 배분율은 Dhaka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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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환경과 산업은 하나의 주제사업이었으나 LC인 일본의 사정에 따라 산업의 LC가      인

도로 변경되므로서 사업계획서 작성이 나누어지게 되었음)

이상 도표에서 볼수 있듯이 환경 및 산업 분야에서의 예산 요구가 당초 합의하 던 수준보다 훨

씬 상회하는 것이므로 (당초 전체 사업 예산을 600만불 선으로 계상하 으나 요구된 예산은 약 

800만불선에 이르고 있으므로 조정이 불가피함. 특히 Footnote a/자금의 확보가 확실치 않은 입

장에서 요구한 사업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는 입장임.

한편, 에너지 Component 와 관련, 한국은 이 과제의 사업 계획을 작성할 때에 COP-6 에서 CDM

으로서 원자력발전 옵션이 채택되리라는 전망을 하 으나 실제로는 채택되지 않았음을 상기하고 

그러나 결국은 환경을 고려한 원자력발전의 수용이 지구적으로 중요한 관심사항이므로 이 과제의 

지속적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하 음. 인도도 이와같은 한국의 설명에 공감하는 발언을 하고 지역 

내에서 에너지 평가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 음. 

※ 총회에서는 제출된  2003-2004 사업 계획서에 세부과제 참가국의 현황이  명확치  않음이 지적

되었음. 이는  예비  조사에  의한 현황이므로  앞으로  세부과제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국은  Lead 

Country를 통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참여의사를  표명하면  수용키로  결정하 음.

2003-2004년도 각 주제사업별 세부과제 요청내용은 다음과 같음. 

(※ 총회에 앞서 열린 의장국 회의에서는 각 주제사업의 세부과제 계획서를 검토하 으며 결과, 

Lead Country가 프로젝트 위원회를 통하여 제시한 우선순위의 변경을 합의하 으며 아울러 일부 

세부과제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채택여부를 위한 견해를 표명하 음. 다음에 열거하는 

주제사업별 세부과제의 순위는 의장국 회의가 권면한 우선순위에 의한것임.) 

1) 농업

(1) RAS/5/039 토양 품질회복 및 농업 생산성 유지 (계속사업)

   Restoration of Soil Fertility and Sustenance of Agriculture Productivity

(2) RAS/5/040 식품, 유 생산 작물 및 펄스 우량품종 개발 (Footnote a/)

   Development of Better Genotypes of Food and Oil Crops and Pulses

(3) RAS/5/035 가축 (소)의 사육 및 출산의 효율적 관리 (연장사업)

   Better Management of Feeding and Reproduction of Cattle

   ※ 이  과제에는  의학적 이용  Component 가 있으므로 상호  협조가 바람직

(4) RAS/5/041 구제역 항원 및 항체 ELISA 시약 키트 생산 (Footnote a/)

   Production of FMD Antigen and Antibody ELISA Reagent KIT

   ※ 현재 태국이  중심 개발  예정. 인도  참여. 국가 지원약속이  예상되므로  타당

(5) 한발지역 작물재배시 물과 양소의 효율적 관리 위한 핵기술 이용 (신규사업)

   The Use of Nuclear and Related Techniques for Better Management of Water and      

Nutrients in Dryland Cropp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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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원자력 component 가 박약하므로  타당성 부족. 오히려 water management에     

치중하고  있는듯한 내용이므로 농업요소 부족. 키토산등  조사기술도  포함되어  있으나 산      업과 

중복 가능성

(6) RAS/5/042 식품 확보, 안전성, 무역을 위한 식품 조사 응용 (연장사업)

   Application of Food Irradiation for Food Security, Safety and Trade

   ※ 이미  오랜  기간 수행하여 온 사업이므로 이제는 각국의 능력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는  견해

2) 보건

(1) H Pylori 검사 위한 UBT 이용 (신규사업)

   Detection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using Urea Breath Test (UBT)

   ※ 어린이  설사의 주원인이 H Pylori인 점을  감안,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서       소

변  잔유물중 C-13을  이용. 파키스탄이  이미  Kit 개발중. 브라질 60%, 인도  47%, 방      라데쉬  

어린이의 36%가 설사로  고통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역  사업으로 타당. 또한      TCDC의 전

형이 될 수도  있음.

(2) RAS/6/033 방사선 종양학 원격교육 (계속사업)

   Distance Learning in Radiation Oncology

   ※ 타겟은 Tech-doc 개발. 파키스탄, 필립핀, 말레지아의 3국에서  시범 교육 시행예정      

TCDC/ENO 와  관련.

(3) IRMA 이용, 혈액 검사를 통한 C형 간염 감염 방지 (신규사업)

   Prevention of Hepatitis C Infection through its Detection in the Blood or Blood          

Product by IRMA

   ※ Immuno-Radiometric Assay 기술응용

(4) 아태지역 의료물리 보건 서비스 능력 강화 (신규사업)

   Strengthening Medical Physics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 인도에  1년 기간의 단기 Diploma 과정 개설  계획

(5) RAS/6/029 핵의학 테크니션 훈련 개선 (계속사업)

   Improved Training for Nuclear Medicine Technicians

   ※ 호주 Sydney 대학에서  성과. TCDC 사업. 원격교육  사업

(6) RAS/7/008 생체조직의 방사선 멸균 (연장사업)

   Radiation Sterilization of Tissue Grafts

   ※ ENO 내용. 대중 이해증진이 중요한 과제.  Public Awareness를  새로운 과제로 할       필

요도 있음. 다음번  회의에  원격교육  자료  정리하여 보고함이  필요

3) 환경

(1) 도시 대기 품질관리 정보개선 (종전 RAS/8/082, 연장사업)

   Improved Information of Urban Air Quality Management in the RCA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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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  작성을  매우  잘하 음

(2) 해안 환경성 제고 (종전 RAS/8/083, 계속사업)

   Enhancing the Marine Coastal Environment

   ※ 과제의 내용에  원자력 기술 응용사항  부족하고 세부내역  자체가  개별적 프로젝트  성     

격을 띠고  있으나 지역사업으로  타당

(3) 도시화, 산업화 지역 지하수 오염 조사 위한 동위원소 기술 응용 (신규사업)

   Isotope Techniques for Groundwater Contamination Studies in the Urbanized and         

Industrial Area

   ※ 먹는물  조사과제와  유사

(4) RAS/8/092 지열 지역 환경 및 수자원 조사 (계속사업)

   Investigating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in Geothermal Areas

   ※ 뉴질랜드  주도 사업. 2003년에 종료  예정

(5) RAS/8/093 댐 안전성 및 댐 유지관리를 위한 동위원소 이용 (계속사업)

   Use of Isotopes in Dam Safety and Dam Sustainability

   ※ 파키스탄  주도. Footnote a/ 사업. 2003-2004 사업

4) 산업

(1) RAS/8/085 비파괴검사 및 평가 (연장사업)

   Non-Destructive Testing and Evaluation

(2) RAS/8/091 석유화학 산업 공정 진단 및 최적화 (연장사업)

   Diagnostics and Optimization in Petro-chemical Industry

(3) RAS/8/089 일괄 벌크 분석 기술이용 산업 물자 최적화 (연장사업)

   Optimization of Materials in Industry by using On-line Bulk Analysis Techniques

5) 에너지/연구용원자로 (세부과제를 (1) (1)로 표시한 것은 두가지가 서로 다른               

component이기 때문임)

(1) RAS/4/020 연구용원자로 운전 및 응용 개선 (계속사업)

   Improvement of Research Reactor Operation and Utilization

   ※ 안전성 강조 필요. 현재  수행중인 Non-RCA 과제 중  연구용  원자로  과제를 RCA 사     

업으로  통합하는  노력 필요.

(1) 환경 고려한 전력시장에서 원자력발전 및 기타 에너지 옵션이 역할 (연장사업)

   Role of Nuclear Power and Other Energy Options in Environmentally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s

   ※ 환경 문제를  고려한 것은  좋은 방법  (Approach) 이라는 코멘트를 받았음

6) 방사선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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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AS/9/018 방사선 방호의 조화 (연장사업)

   Harmonization of Radiation Protection

   ※ 역시  Non-RCA를 이  과제에  통합하는  노력 필요. 국가  방사선방호 체제 수립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

7) TCDC 관리

(1) RAS/0/025 개도국간의 기술협력 관리 (계속사업)

   Managing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 ENO 사업, 원격교육 사업에  중점

(2) Website의 구축과 유지 (생체조직의 방사선 멸균) (신규사업)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Website - Radiation Sterilization in Tissue Banking

   ※ 다른 기구와의 유기적인 협력 필요. 예를  들어 WHO 등

12. RCA 지역사무소 설치 -안건 VII-

Establishment of RCA Regional Office

금번 총회에서는 RCA 지역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한다는 안건을 최종 확정하 음. 다만, 법적인 준

비사항, 사무소장의 경비 부담 등 몇가지 쟁점에 대한 해답이 아직 분명하게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소 오프닝은 한국이 계획하고 있는대로 2002년 3월에 하되 약 2년간의 잠정 운 기간 

(pilot operation)을 두기로 하 음. 그 동안에 현안 사항에 대한 모범 답안이 나오도록 한국 정부

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당부되었음. 즉, 다시 한번 회원국들의 견해를 종합하고 현실에 합당

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전체 회원국들에게 회람하는 것으로 결정하 음.

총회에서는 RCA Coordinator인 Aleta 박사가 지난 3월 Dhaka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7 개국Task 

Force Group 에 의한 Working Paper (사업 계획서) 가 마련되어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설명하

고 이어 한국측의 추가 설명이 있었음. 한국측은 미리 준비한 OHP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배경, 현

재 상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 음. 이 설명이 끝난후 의장이 회원국들

의 코멘트를 요청하니 여러 회원국들이 각기 나름대로 코멘트를 하 음. 

중국은 사무소장 임명이전에 사무소장 경비가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 또한 모든 국가가 사무소장 

응모에 똑 같은 자격을 가져야 함을 주장.  사무소장 선출을 위한 위원회를 3개 의장국, 한국, 호

주로 구성한다는 설명과 관련하여 이 위원회가 구적인지 한시적인지를 문의. 사무소 지원요원을 

모두 한국인으로 구성한다는 계획과 관련하여 그중 적어도 한 사람은 회원국 사람이 되기를 희망. 

인도는 사무소장 응모자격을 회원국 인사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 사무소장 응모의 문호를 지역

내 다른 국제기구 또는 다른 회원국에게까지 넓히는 것은 RCA 위상을 고려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는 주장. 따라서 사무소장 응모자격은 회원국에 한함이 당연함을 강조. 사무소장 경비와 관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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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이 사무소장이 될 경우, 한국 정부가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타

당치 않다는 주장. 누가 사무소장이 되던지 똑 같은 신분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 다른 나라 

사람이 사무소장으로 선출되면 10만불을 받고 한국인이 사무소장으로 선출된다면 5만불을 받는다

는 것은 한마디로 공평치 않다는 설명. 

인도는 한국이 한국인이 사무소장이 될 경우에 대비하여 급여 등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음. 총회에서의 설명에서 한국은 사무소 운 비 및 한국인이 사무소장에 선출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약 25만불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고 하 음. 한국은 사무소장의 경비를 한국 실

정에 맟추어 1년에 약 5만불로 계상하고 있다고 답변. 인도는 그렇다면 한국인이 사무소장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예산을 다른 나라 출신의 사무소장에게 지급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세움. 

즉, 예산을 Package로 계상하기를 바란다는 주장. 구체적으로 말하여 다른 나라 출신의 경우, UN

이 정하는 P-5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지만 (1년에 약 10만불 이상) 실제로 그런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한정되어 있어서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한국이 기왕 발벗고 지역사무소를 지원

할바에는 이미 확보해 놓은 예산을 다른 나라 출신의 사무소장에게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당부. 1

년에 5만불 수준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음. 그리고 급여는 Local Currency 로 지급함이 타당

하다는 견해 음.

인도네시아는 지역사무소가 RCA Ownership을 증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

하 음. 사무소장 선출과 관련하여 경비 부담문제가 당분간 해결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므로 한국인

이 먼저 사무소장을 하고 그후 시간을 두고 경비 부담할  수 있는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다른 재

원을 가능한지를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 

호주는 오늘날은 RCA 장래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입장임을 강조하 음. 예를 들어 UNDP가 재

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바로 RCA가 위기의 입장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설명이었음. 

사무소장 선출에는 메카니즘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 음. 기본적으로 공개, 투명한 방법으로 

선출해야 할 것을 주장하 음. 사무소 운 에 따른 실무에 아직 많은 난제가 있음을 지적. 예를 

들어 법적인 문제라는 설명. 사무소를 설치해 놓은 후 그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지적. 사무소장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수립, 작성에 깊이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 

왜냐하면 이미 Lead Country가 있기 때문에 사무소장으로서는 Lead Country의 역할을 지원할 일

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된다는 설명이었음. 결론적으로 호주는 지역사무소를 모든 법적 문제 등이 

가다듬어질때까지 Interim Base로 운 하는 것을 환 하 음. 

태국도 임시 운 을 지지하 음. IAEA와의 법적 유대를 명확히 함이 필요함을 내세웠음. 즉, 후

견자로서 IAEA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음. 다른 국제기구 등과 협의할 때 충분한 위상을 

지니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 음 (Recognizable Status). RCA가 지역내에서 어떤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곤란하다는 것이었음. 사무소 운 과 사무소장등 직원에 대한 경비 등 

재정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확실한 확보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도 당부하 음.

사무소장 응모와 관련하여 호주는 모든 회원국이 똑 같은 자격을 갖도록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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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 음. 다만, Best Person 이어야 함을 강조하 음. 가장 유능한 사람이 사무소장으로 선출되어

야 하기 때문에 만일 지역 내 회원국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면 다른 국제기구에서 선출해도 좋다

는 점은 주장했던 것이라고 설명하 음. 국제기구에 상당 기간 근무한 실적이 있는 인물이라면 관

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므로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기구에도 문호를 개방하자는 주장

을 한 것이라고 부연하 음.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Interim 기간중 사무소가 과연 필요했던 것인지

를 평가하고 그후에 세부적인 것은 결정하자고 주장하 음. 호주는 또한 사무소 재정이 반드시 독

립되어야 함을 강조하 음. 이는 IAEA 또는 다른 국제기구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면 혹시 

RCA Ownership 증대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라고 생각됨.  

필립핀은 사무소장에게 외교적인 면책 특권을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을 당부하 음. 현재 사업

계획서에는 사무소장의 면책특권은 없으며 한국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되어 있음.

일본은 Interim 운 기간을 3년으로 잡았지만 2년이면 충분하며 그 기간동안 사무소장의 경비 문

제 등 현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강조하 음. 그러나 일본은 사무소장 경비와 관련하

여 출신국 부담 원칙이 타당하다고 말하 음. 

말레지아는 사무소장이 한국 국내법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를 방문할때에 그 국

가의 국내법도 준수해야 할것임을 지적. 또한 Liability 및 직무상 취득한 사항의 비  준수에 대

한 규정도 필요할것이라고 말하 음. 

한국은 앞으로 사무실 운 에서부터 사무소장 선출등 일련의 제도적 준비를 담당할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의 구성을 새롭게 제안하 음. 지난 Dhaka 회의에서 구성한 Task Force 

Group (7개국)의 역할은 총회에 상정할 Working Paper의 작성으로 완료되었으므로 금번 총회에

서 제기된 여러 사항을 취합하여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기타 사무소장 선출 등에 따른 

규정 등을 만들 새로운 위원회가 필요함을 주장하 음. 한국은 위원회의 구성을 3개 의장국, Host 

Country인 한국, 가장 경험이 많고 Task Force 의 Lead를 맡아 하 던 호주, 이렇게 5개국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 음. 3개 의장국 중 차기 의장국이 한국이므로 실제로 위원회는 4개국으로 구

성되는 것임. 그러나 인도는 3개 의장국과 Host Country 인 한국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이었음. 즉, 

3개국 위원회면 충분하다는 견해 음. 이 문제는 IAEA/RCA Office가 7개 Task Force 국가에게 

다시 한번 문의하여 의견을 취합한후 정리토록 하 음. (RCA Coordinator 는 한국의 제안 내용을 

10월 초순 Task Force 국가에게 문의하 음. 방 라데쉬, 필립핀이 한국의 제안을 지지하 고 다

른 국가는 코멘트가 없었음.) 

이렇게 각국의 견해가 분분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자 인도네시아가 발언권을 얻어 결론적인 

제안을 하 음. 즉, 첫째 금번 총회에서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최종 결정하며 둘째, 한국

에 설치하는 것을 결정하며 셋째, 모든 법적 준비, 사무소장 선출등이 완료될때까지 2년 기간동안 

잠정 운 하되 내년 3월에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24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및 RCA 설립 30주

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일단 사무소를 오프닝하는 것을 승인하자고 제안하 음. 이와 함께 한

국이 사무소 오프닝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하도록 당부하 음. 이같은 제안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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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동의하 음. 이로써 한국에 RCA 지역사무소 설치안은 일단 확정되었음.

※ 앞으로 해야 할 일: 

1) 한국이 IAEA와 협의하여 ‘자문위원회’ 구성: 2001년 10월 중에 인도, 방 라데쉬, 한국,     호

주의 4개국으로 구성 (한국은 Host country 이면서 차기의장국이므로 단일 위원으로 활    동)

2) 자문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최종 사업계획서(Final Working Paper) 작성: 2001. 12월 말까     

지. 금번 총회에서 제기된 견해들을 가급적 반 하여 작성. IAEA/RCA Office의 자문 필     요. 

작성된 최종 사업계획서를 2001년 12월말까지 전체 회원국에 다시 회람하여 수용토     록함.

3) 법적준비: 2001. 12월말까지 각종 법적 준비 조치 추진계획 완성. 

  - IAEA-한국정부간의 양해각서(MOU): IAEA DG 또는 DDG 와 MOST 대표간에 서명.     

지역사무소 설치, 운 에 따는 IAEA의 역할, 한국정부의 지원내역을 명시

  - RCA 협정의 부속문서로서 전체 회원국이 동의, 서명하는 이해각서(LOI) 체결

  - 필요시 한국정부와 사무소장 출신국 정부와의 사무소장 활동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 한국정부의 지역사무소 설치를 법적 뒷받침해 주는 문서 (부령 등)

4) 사무소장 선출 지침 완성: 2001. 1월말까지 사무소장 선출 지침을 ‘자문위원회’가 확정한     

후 전체 회원국에게 회람하여 수용, 동의토록함

5) 사무소장 공모: 2001. 1월 말까지 IAEA/RCA Home Page, 각국의 RCA 국내 Home         

Page에 공모 내용을 홍보하며 IAEA 와 한국 정부 공동명의 및 자문위원회 협조 명의로     각국 

RCA 국가대표에게 공모 안내 서한, 관련기관에게 공모 안내을 발송하여 공모 착수

6) 2002년 3월, 지역사무소 오프닝 준비: 사무소 건물 임대, 사무소 지원인력 선발, 사무집기     

구매, 통신시설 완비, 소개책자등 자료제작, 개소식 (현판 및 테이프 커팅) 진행 준비 등     (한

국이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추진 필요) 

※ 24차 RCA 국가대표자 회의를  3월 25일  (월)부터 개최키로 잠정합의 하 으므로  개소식은  3

월  28일  (목) 또는  2월  29일  (금)에  가지는  방안이  있음. IAEA를  대표하여서는  최소한 

DDG/TC의 참석을 사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RCA Office 는 총회 약 1주일 후인 9월 22일자로 요약 보고서 초안을 전체 회원국에게 회람

하고 의견이 있으면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 음. 한국의 RCA Representative는 지역사무소 사

항과 관련하여 보고서 5페이지 하단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 한국이 총회에서 설명한 내용과 다

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10월 5일자로(추석 연휴 때문에 지연되었음) RCA Office 에 이의 수정을 

요구하 음. 요약 보고서에는 “The Meeting agreed in principl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office for an interim period of 2 years; required ROK to prepare for its opening in 

March 2002 during the 24th RCA Meeting of National Representatives which ROK will host; 

and asked again a revision of the working paper incorporating the several comments made 

therein." 이라는 내용과 함께 ‘ROK will revise the paper with assistance from the task force 

which prepared the earlier version, will revise the paper.' 라고 부연하 음. 그리고 하단에 7개

국 Task Force 국가는 호주, 한국, 인도, 파키스탄, 중국, 필립핀, 일본이라는 주석을 달아 놓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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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그 구절이 “The Advisory Committee will prepare a final working paper with assistance 

from the IAEA/RCA Office and will circulate to all Member States at the earliest convenience 

for their final review. ROK will take the lead to make a final working paper." 라고 되어야 당

연하며 덧붙여서 The formation of the Advisory Committee shall further developed 라는 설명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 음.

한국이 총회에서 설명하 던 이 사항과 관련한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음. 지난 Dhaka 회의에서 

구성하 던 Task Force의 역할은 종료되었음. 왜냐하면 Task Force의 역할이 금번 총회에 상정

하는 Working Paper의 작성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임. 그동안 한국과 호주가 주도하여 Wroking 

Paper를 작성하 음. 이렇게 작성된 Working Paper 는 일본등 다른 Task Force 에(총회 1개월

전) 사전 회람되어 추가적인 의견을 요청하 음. 인도만이 추가 의견을 제시하 음. Task Force 

로부터의 어떠한 특별 의견이 없었으므로 이를 총회에 상정하게 되었음. 따라서 Task Force의 임

무는 Working Paper의 총회상정으로 종료되었다고 할수 있음. 앞으로의 문제는 새로 구성되는 자

문위원회가 맡아 하게될 것임. 자문위원회는 금번 총회에서 제기된 몇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반

하는 일, 사무소장 선출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 하는 일, 법적 준비 사항을 자문하는 일을 맡아해

야 할것임. 

이러한 한국의 설명에 대하여 RCA Office 는 한국의 주장을 7개국 Task Force 에게 회람하여 의

견을 구하 음. 방 라데쉬와 필립핀이 즉시 회신하 음. 한국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견해 음. 또

한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필립핀은 호주의 Wisdom을 지원 받을 필요가 충분히 있으므로 호

주를 포함할 것을 주장하 음. 

 

13. RCA 협정 연장 -안건 VIII-

Extension of RCA Agreement

총회에서는 2002년 6월 11로 만료되는 RCA 협정을 다시 5년간 연장하는데 따를 회원국들의 동

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협정 연장 사항은 이미 지난해 초부터 전체 회원국들에게 동의 여

부를 문의하 던 사항임. IAEA는 혹시 협정 내용의 수정등 변경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면 곧 제출

하여 줄 것을 요망한바 있음. 그 결과 일본만이 자구 수정안을 제시한바 있음. IAEA는 일본의 제

안을 반 한 수정본 협정안을 다시 전체 회원국에게 회람하고 의견을 구하 음. 그러나 지금까지 

전체 17개 회원국 중에서 7개국만이 협정 연장에 공식 동의하 음. 7개국은 호주, 한국, 인도, 파

키스탄, 중국, 필립핀, 일본이었음.

그러나 일부 회원국은 수정된 협정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 RCA Office가 수정된 협정안의 

초안을 다시 한번 회원국에게 회람키로 하 음. 그리고 아직 동의하지 않은 회원국들은 2001년 9

월말까지 즉시 동의여부를 공식 통보하여 줄 것이 요청되었음. 말레지아는 수정 협정안에 동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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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곧 공식 승인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음. -

※ RCA 협정은 처음  1972년  6월에  발효되었음. 한국은  1974년  10월에  협정 당사국으로  가입하

음. 첫  협정은  5년 유효기간으로  되어  있었음. 따라서  1977년 6월이  만료되는  시점이었음. 그리

하여 첫 연장조치가  취해졌음. 이후 연장이  계속되었으며  1997년  6월, 5차  연장조치가 취해졌음. 

이  5차  연장 협정의 유효기간이  2002년  6월로서  만료되므로  6차  연장에  들어가기 위한 조치가  취

해지고  있는  것임. 

※ RCA의 초창기 회원국은 10개국이었음. 1972년에  협정  당사국으로  가입한 국가는  인도, 베트

남,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일본의 6개국이었으며 그 이듬해에 필립핀이, 1974년에는  한국, 싱가

폴, 파키스탄, 방 라데쉬, 말레지아가, 1976년에는 스리랑카가  회원국으로  가입하 음. 1990년대

에  들어와서  가입한 회원국은  중국(1984년에 IAEA 회원국으로 가입), 몽골, 미얀마, 뉴  질랜드

음. 현재  지역  내 IAEA 회원국으로서  RCA 회원국이 되고자 희망하고 있는 국가는  카타르와 예

멘임. 아시아․태평양지역  IAEA 회원국으로서  아직  RCA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국가로는  캄보디

아, 마샬군도가  있음. 아시아 지역을  파키스탄  서방까지로 확대  해석해야  할것인지에  대하여는  논

란이 있음. 만일  그  지역까지를  아시아로  간주할  경우,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락, 아랍에미레이츠

연합국, 예멘,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터키까지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음.

14. 아웃소싱 정책 -안건 IX-

Outsourcing Policy

총회에 참석한 TCPA 국장인 A. Volkoff 는 아웃소싱에 대한 사항이 현재 계속 검토중임을 설명

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검토 종결하여 회원국의 코멘트를 받기 위해 회람하겠다고 밝혔음. 

Volkoff 국장은 아웃소싱 정책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국제 

비딩(Bidding)도 고려할 수 있음을 말하 음. 그는 계속하여 아웃소싱에 있어서 회원국간의 형평

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 붙여 말하 음. IAEA가 국가마다 다른 기준의 아웃소싱 용역을 

준다면 (실제로 인건비 및 물가 차이 등을 고려하여서) 공평치 않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므로 

IAEA 로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부연하 음. 그러나 알려진바에 의하면 IAEA 행사 수행

을 회원국에게 아웃소싱을 할 경우, 과연 IAEA로서 어떤 점이 이득이 되는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함. IAEA 업무의 양을 줄이고 또한 회원국 주도의 행사 주관이 기본 

목적이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IAEA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회원국으로서도 단순히 여행사 

성격의 업무만을 맡을 경우, 오너쉽 증대라는 기본 아이디어와는 동떨어진 것이므로 실효성 여부

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 음. 아웃소싱에 대하여는 23차 Dhaka 회의 참가보고서에 자세

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생략코자 함.

15. RCA 프로그램에서 연구의 역할 -안건 X-

Role of Research in RCA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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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건은 원래 몇해 전부터 회원국들 사이에서 RCA도 연구용역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

었던 사항의 후속조치임. 이와 관련, 2000년의 Mumbai 회의에서는 일본이 중심이 되어 RCA 프

로그램 추진에 있어서 연구의 역할이 과연 필요하는가를 검토하도록 하 고, 이에 일본은 자료를 

준비하여 2001년의 Dhaka 회의에서 보고한바 있음. 지난 Dhaka 회의에서 TCPA 국장은 IAEA의 

TC 전략상 RCA 사업에 대한 연구비 지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승인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연구비 지원도 할 수 있다고 언급한바 있음. 일본이 중심되어 작성한 검

토 보고서는 RCA의 기본 취지가 인력 훈련을 통한 기술력 제고에 있으므로 연구 분야까지 범위

를 넓히는 것은 힘들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와 연계되지 않는 사업은 기초를 

소홀히 하는 것이므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음. 일본의 이같은 보고서에 대하여 

당시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좀더 두고 생각해 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곧 일본측, 또는 RCA Office에 통보하는 것으로 합의하 음. 그러나 몇 달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느 회원국도 의견을 보내온바 없음.  

회의에서 인도는 일본이 호주와 함께 이 보고서를 다시 가다듬어 작성한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이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야할 것이므로 시간을 두고 검토토록 하되 2002년 3월 

한국에서의 24차 국가대표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하여 그대로 받아들여졌음. 회원국들의 

의견은 2001년 12월말까지 일본/RCA Office 에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 음.

16. RCA 관리 -안건 XI-

Management of RCA 

지난 Dhaka 회의에서 일본은 느닷없이 RCA 관리상 여러 가지를 개선할 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선 RCA 운 규칙 및 지침 (RCA Operating Rules and Guidelines) 에 보완할 점이 다수 있다

고 제시한바 있음. 그러나 당시 회의에서 일본이 나름대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중에 대부분은 이미 

RCA 운 규칙 및 지침에 반 되어 있는 것이므로 일본의 제안서를 다시 정리하여 회원국들의 의

견을 받은 후에 금번 총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합의하 음. 

일본은 기왕 개선할 점이 있다고 나선 이상, 무언가는 개선책을 제시하고 넘어가야할 입장이므로 

제안서를 상당히 간소하게 만들어서 총회 몇주전에 회원국에게 회람하 음. 일본의 제안서 골자는 

RCA 활동에 있어서 투명성, 감독 활동, 평가 사업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하는지, 감독이나 평가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그 사항들

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므로 회원국들의 공감을 얻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음. 특히 평가에 있어서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지 논의가 되어야 할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필립핀은 일본 제안서에 대하여 Technical Officer 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취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음. 한국은 일본이 예산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주장하 으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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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논평하고 그러나 RCA 사

업 추진과 관련한 제도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

급하 음. 호주와 태국은 금번 총회에서 일단 일본의 제안서를 채택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투명성

과 평가에 대한 회원국들의 코멘트를 반 하여 새로운 제안서를 만든 후 다음 회의 (한국)에서 논

의할 것을 제안하 음. 일본은 결국 ‘현재의 RCA 운 규칙 및 지침’을 개정할 의사는 없다고 언

급하고 다만 ‘Just fine tuning'을 위한 제안이었다고 설명하 음. 물론 호주는 ’우선 채택은 곤란

하다. 회원국들의 의견 취합 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 음. 그러나 태국은 ’

이번에 채택하도록 Endorse 하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코멘트 받고 수정하고의 반복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 음.

회원국들은 원칙적으로 이 제안서를 채택키로 결정하 으며 혹시 또다른 의견이 있으면 2001 년 

12월 말까지 일본이나 RCA Office 에게 통보하여 최종본을 작성토록 하는 것으로 결정하 음. 

17. RCA 지역이외에서의 RCA 행사 개최 기준 -안건 XII-

Criteria for Holding Events Outside the Region 

RCA 행사 (지역훈련과정 또는 워크샵 등)를 다른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인가? 또 

어떤 경우에 지역 이외의 개최를 받아들일 것인가는 수년 전부터 논란되어 온 사항이었음. 그러던 

중 동위원소 생산 관련 훈련과정을 미국의 Nordion 회사의 후원아래 미국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자 회원국들은 이 참에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 음. 이에 따라 RCA 

Office 가 기준 초안을 만들어 지난 5월, 회원국에게 회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 음. 호주와 스리 랑카가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 음. RCA Office는 이 의견들을 정리하여 

다시 초안을 만든후 지난 8월 회원국에게 재차 회람하 음. 일부 회원국들은 그런 행사에 후원기

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일은 좋기는 좋지만 어쩐지 께름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행사가 상업적 

향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 음.

RCA Office 가 작성한 기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행사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RCA 이외의 기관이 제공하는 경우

2) 훈련과정에 필수적인 시설 장비가 지역 내에 없을 경우

3) 지역내에서 개최하는것보다 경비가 더 많이 들지 않을 경우

4) 어느 회원국이던지 참가할수 있는 지역의 경우 (예를 들어 비자 문제가 없는 국가에서의    개

최)

5) 그 행사에 다른 지역에서도 참가할 경우, RCA 회원국의 참가가 향을 받지 않는 경우

6) 강사 및 참가자 선정에 있어서 IAEA가 관여할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스리 랑카는 재원지원의 경우, 소요 예산의 50% 이상을 지원해야 하며 시설장비의 

경우, 훈련과정에 반드시 필요한지의 여부는 Lead Country가 결정하도록 하며 이 때에 R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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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rdinator 및 TO와 자문 해야함을 강조하 음.

총회에서는 스리 랑카의 의견이 매우 타당성이 있으므로 RCA Office 가 작성한 기준안에 스리 

랑카의 의견을 종합하도록 결정하 으며 그렇게 만든다는 전제 아래 기준안을 채택하 음. 

18. 제24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개최장소 확정 -안건 XIII-

Venue for the next 24th RCA Meeting of National Representatives

총회에서는 2002년도 24차 RCA 국가대표자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됨을 재확인 하 음. 일정은 

IAEA 이사회, FNCA 국가조정관 회의, 기타 행사등과의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3월 제4주, 즉 3

월 25일 월요일부터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하 음. 총회에서는 2002년도 국가대표자 회의와 연계

하여 RCA 설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갖도록 하며 그 준비는 한국이 중심이 되어 하도록 합의하

음. 3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서는 RCA를 소개하는 파넬 전시(과학포럼에서 활용하 던 것), 

각 회원국의 RCA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사진자료등의 전시가 아이디어로서 제안되었음. 한국은 

Nuclear Congress 와 같은 기념강연회도 계획하고 있음을 설명하 음. 이에 대하여 IAEA는 과거 

RCA 와 관련이 깊었던 인사, 예를 들어 역대 RCA Coordinator를 기념행사에 초청하는 것도 의

미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 음. 의장인 방 라데쉬의 Choudhury 교수는 기념 강연회가 RCA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 음. 

※ 2003년도  25차 RCA 국가대표자 회의는  파키스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음. 

※ 2002년도  RCA 국가대표자 회의의 한국개최는  1986년 4월, 서울에서  (당시  공릉동 소재 한국

원자력연구소 회의실, 현재  한수원 서울  연수원) 제8차 RCA WGM (실무자 회의)가 개최된  이래 

두  번째 행사임.

19. 기타 사항 -안건 XIV-

Other Business

1) RCA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이미 안건 XIII에서 다루었고 한국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

2) 지역 및 비지역 협정 프로젝트 (Regional and non-regional agreement projects): RCA가 

ARCAL 및 AFRA 등 가른 지역 협력기구와 TCDC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협정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메카니즘을 가져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안건임. 이 사항에 대한 

IAEA의 입장은 아직도 검토중이라고 함. RCA Coordinator 와 TCPAS의 Razley 과장은 어떻게 

하면 두가지 형태의 프로젝트를 상호 보완하고 연계하여 소기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안이라고 덧붙 음. 따라서 이 문제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24차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재론하기로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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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CA 프로젝트 활동 평가 (Evaluation of RCA project activities): RCA 사업 수행에 있어서 

평가는 중요한 사항임. 돈은 돈대로 많이 썼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그 보다도 보다 보람있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정당한 평가는 당연한 것임. IAEA는 한 가

지 아이디어를 내어서 전체 17개국을 대상으로 훈련과정 등을 평가 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 과반

수인 9개국을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평가하기로 했음. 9개국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지아, 

파키스탄, 필립핀, 한국, 태국, 베트남임. 

TCPA 국장인 A. Volkoff 는 현재 이들 국가에서의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가 진행중임을 설명하고 

회원국 대표들이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지원인력의 제공을 당부하 음. 평가보고서는 내년도 

한국에서의 국가대표자 회의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하 음. 총회에서는 IAEA의 이같은 평가 작업

을 Endorse 하 음. 이 안건을 마지막으로 하여 역사적인 제30차 RCA 총회가 종료 되었음. 당초 

오전 중에 끝내는 것으로 스케쥴을 잡았으나 워낙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토의를 기다리고 있는 

바람에 어둠이 짙어지는 저녁 6시경에나 겨우 폐회되었음. 한편 이날이 토요일이었으며 회의 장소

가 VIC 외부이었기 때문에 총회 참가자들로서는 점심해결을 위한 적당한 식당 찾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음. 총회 요약 보고서 (총회 약 1주후 RCA Office가 Email로 회원국에세 송부함)는 참

고로 첨부하 음. 

※ 이 요약 보고서를 통보 받은 후 이 보고서의 5 페이지 지역사무소 설치 년용 중, 새로운 

Working Paper를 7개국 Task Force 국가가 다시 협의하여 작성토록 했다고 되어는데 대하여 이

는 한국의 주장과 다르다는 것을 RCA Office 에 제시하 음. 즉, 7개국 Task Force 국가의 역할

은 Working Paper를 작성하여 금번 30차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까지이며 금번 총회에서 

제기된 몇가지 견해등을 참작하여 새로운 Working Paper를 만들어 가까운 시일안에 전체 회원국

들에게 회람하여 동의를 받는 일, 사무소장 선출에 따른 제반 절차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일, 사

무소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 자문하는 일 등은 새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가 맡아 해야하는 사항

이라는 것이 한국이 설명했던 내용이었음을 강조하고 보고서의 내용이 수정되어야 함을 요구하

음. 이에 대하여 RCA Office는 한국의 설명 내용을 7개국 Task Force 국가에게 회람하여 의견을 

구하 음. 방 라데쉬와 필립핀이 의견을 제시하 음. 한국의 설명이 타당하다는 견해 음. 필립핀

은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호주의 오랜 경험에 의한 Wisdom을 잠시 빌리는 일이 중요하므

로 호주를 자문위원회에 참여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하 음. 한국이 RCA Office 에 보낸 의견서 내

용은 참고로 첨부하 음.

20. AFRA/ARCAL/RCA 3자 회의 참석

2001 Tripartite Meeting AFRA/ARCAL/RCA

IAEA가 지원하는 3개 지역협력협정 기구인 AFRA-ARCAL-RCA 3자의 2001년도 합동 회의가 

IAEA 45차 정기총회 개회 하루 전날인 9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오스트리아 센터 (ACV) 

회의실에서 3개 지역협력협정 기구 대표 및 IAEA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음. IAEA측은 

DDG/TC인 Qian Jihui와 TC부서 책임자들 및 TO들이 참석하 음. RCA를 대표하여서는 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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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인도 (Raghuraman), 현의장국 방 라데쉬 (Choudhury), 차기 의장국 한국 (정준극), TCDC 프

로젝트 Lead Country인 말레지아 (Nahrul), 핵의학 원격교육 프로그램에 다대한 실적이 있는 호

주 (Rolland)가 참석하 음. 

3자 회의를 갖는 목적은 첫째 2001-2002년도에 추진키로 2000년도 회의에서 합의한 다음 과제에 

대하여 그 동안의 진도와 실적을 검토하는 것임. 3자 회의가 주선된 것은 IAEA가 주도하고 있는 

TCDC 사업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임. 

1) AFRA

․핵계축장비 유지 보수분야에 있어서 ICT에 기본을 둔 선별적 훈련/교육 자료 개발 

(Development of Selected ICT-based Training/Learning Materials in the Field of Maintenance 

and Repair of Nuclear Instruments)

2) ARCAL

․가축질병 검사진단 연구실의 품질 시스템 수립 (Establishment of Quality System in 

Veterinary Testing Diagnosis Laboratory)

․지열에너지 (Geothermal Energy)

․조직의 타가이식(他家移植) 방사선멸균 안전 생산 기준 및 방법 (Standards and Methods for 

the Production of Safe Radiation Sterilized Tissue Allografts)

3) RCA

AFRA/ARCAL/RCA 3자 Website 상호 연계 및 핵의학 원격지원교육 (Inter-connection of 

AFRA/ARCAL/RCA Websites & Distance Assisted Training(DAT) in Nuclear Medicine)

둘째 목적은 각 지역협력기구에서 두가지씩의 성공사례를 발표하므로서 서로 기술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임. 

셋째는 각 지역협력기구간의 네트워크를 수립하여 정보와 프로젝트 경험을 교류하며 현재 진행중

인 프로젝트,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임.  

이번 2001년도 3자 회의의 의장은 순번에 의하여 RCA가 맡기로 되어 있어서 방 라데쉬의 

Choudhury 교수가 의장으로 선출되었음. 내년도 회의는 AFRA에서 맡게 됨.

DDG/TC인 Qian Jihui는 개회사를 통하여 3자 회의가 1997년부터 IAEA총회 기간중 갖기로 한 

것은 성공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Good success stories) 경험을 나누자는(Sharing good 

experience) 목적에서라고 전제하고 IAEA로서는 의도적으로 TC의 두가지 노선, 즉 첫째 국가 사

업을 지원하는 일(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Tsetse 파리 박멸 프로젝트)이며 둘째는 일반대중을 비롯

한 Target Group 에게 IAEA 의 역할과 원자력 평화이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설

명하 음.

RCA를 대표하여서 한국은 연구용원자로 협력사업의 추진을 성공사례로서 설명하 음. 연구용원

자로가 방사선 및 동위원소 이용의 기본임을 전제하고 지역내 연구용원자로 현황과 함께 현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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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중인 협력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혜택을 볼수 있을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 음. 이같은 발표에 

대하여 ARCAL에서는 연구로에 대한 정보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이 Lead Country 로 있

는 연구용 원자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교류를 크에 희망하 음. 한국은 또한 RCA Ownership 

증진과 RCA에 대한 Awareness 제고 활동을 목적으로 내년 3월에 한국에 RCA 지역사무소를 설

치할 계획임을 발표하 음. 

21. 건의 사항

1. RCA 지역사무소의 한국 설치 확정은 금번 총회 사항중 가장 중요한 실적이라고 평가할수 있

음. 이 지역사무소가 한국의 약속대로 내년 3월 RCA 창설 30주년을 기념하여 차질 없이 설치되

어야 할것이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여러 조치가 원만히 마련되도록 해야 할것임. 과기부가 주관이 

되어 RCA 지역사무소 설치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할것임. 이

와 관련하여 2002년 3월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24차 RCA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RCA 지역사무소 

자문위원회가 구성된것은 바람직한 일이었음. 자문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5명은 회

원국 대표로서 호주, 중국, 방 라데쉬, 인도, 한국의 5개국이며 기타 1인은 IAEA를 대표하여 

RCA Coordinator를 위원으로 위임하 음. 

한편 지역사무소의 효율적 운 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운 위원회가 구성된것도 적절한 조치라

고 생각함. 위원회는 과기부 원자력국장을 위원장으로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 원자력병원, 농촌진흥청, 한국수력원자력발전주식회사, 학계 (제주대)의 관계자로 구성되었음. 

이 위원회는 지역사무소의 사업운 에 대하여 국내적 차원에서 자문활동을 하게 됨. 이러한 활동

을 통하여 정부의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산업체, 학계등이 합심하여 지역 이익은 물론 한국의 원

자력 위상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무소가 되도록 지혜를 모을수 있을 것임.

또한 지역사무소도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음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생

각함. 지역사무소의 자문위원회는 RCA 각 주제사업에 대하여 자문활동을 할수 있는 국내 전문가

로 구성하 음. 즉, 농업분야는 농진청 오대근 국장, 산업분야는 KAERI 진준하 박사, 환경분야는 

KAERI 노 창 박사, 보건분야는 KCCH 이수용박사 및 서울대 정준기 박사, 방사선방호분야는 

KINS 조건우 박사 및 KAERI 장시  박사, 연구용원자로 분야는 KAERI 전병진 부장, 에너지 평

가 분야는 KAERI 이 만기 박사롤 위원으로 위촉하 음. 이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RCA 주재사업

의 방향 제시와 Ownership 증대 방안등이 강구될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위원회의 적극 활용이 필

요함. 

2. 지역사무소 설치와 운 에 따는 여러 사항을 정하고 또한 사무소장 선출 및 경비 문제등에 대

한 방침을 정할 ‘자문위원회’가 충분히 활동할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예를 들

어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사항을 정부가 주오지리 한국대표부 및 IAEA와 협의하여 지원

받도록 하는 일 등임. 지역사무소 운 과 관련하여서는 국제법적 사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함. 그리고 지역사무소가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와의 협력도 필요함. 한편, 지역사무소장의 인건비를 출신국 부담으로 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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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년에 액 20만불에 이르는 재정을 부담할수 있는 회원국이 과연 몇이나 될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RCA Coordinator가 지역사무소장을 겸직하는 문제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임. 그렇

게 되면 사무소장 인건비 부담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것이며 또한 숙제로 남아 있는 사무소장의 

외교적 면책특권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수 있을 것임. 그 보다도 RCA Coordinator가 지역에 주재

하므로서 회원국들과 보다 긴 한 협력하에 사업계획을 작성할수 있을 것이므로 상당히 바람직하

다고 볼수 있음.

3. 2002년 3월 한국에서 개최된 24차 RCA 국가대표자 회의 후속조치 추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 후속조치 사항중 중요한 것은 지역사무소의 법적 준비, 2003-2004년도 사업계획 확정등을 

들수가 있음. 

4. 한국에서의 24차 국가대표자 회의 및 RCA 지역사무소 설치와 연계하여 가진 RCA 창립 30주

년 기념 강연회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제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보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21세기에 있어서 RCA의 비전은 무엇이 될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지역사무소가 주도하여 강

구 될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할것임. 결국 IAEA로서는 기술협력자금의 제약으로 인하여 지역협력

사업을 지역주도로 할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것임.

5. RCA 전문가의 양성 확보가 시급함.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 볼수 있듯이 한 사람의 전문가가 오

랜기간 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RCA 관련 각종 회의에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서 당당

히 주장을 펴고 토론에 임할수 있게 되어야 할것임. 관련기관의 RCA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꾸준히 맡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 RCA 업무에 대한 전문담당자가 되도록 지원해 할  

것임.

6. RCA 사업에의 효률적 참여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는 과기부 국제협력 기반조성과제로서 계속 

수행되어야 할것임. RCA 행사의 한국 개최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이기도 함. RCA 

행사의 국내 유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것임. KAERI의 원자력연수원이 INTEC의 완성

과 함께 RCA 행사의 Outsourcing에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되어야 할것임. 이는 곧 국가 위상을 

높일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임. 그러자면 RCA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의 

인센티브가 필요함. 즉 과게 평가에 있어서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던지 하는 방안을 말함. 현재는 

프로젝트 참여자가 거의 전부 가외근무 (OX)를 하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정책적인 해결방안이 있어야 할것임. 지역사무소가 RCA 행사의 국내 개최 지원을 할수 있

다면 그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수 있을 것임.

7. 정부 차원에서 IAEA에 대한 EB (Extrabudgetary) 기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이 필요함. IAEA

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수혜국이 아닌 공여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임. RCA 사업의 

Owenrship 증대, 또는 RCA에 대한 Partnership 제고라는 입장에서 한국의 EB 기여가 필요함. 한

국의 국익에 부응하는 분야에 대하여 EB 기여를 함이 바람직함. 한국은 RCA 사업의 Lead 

Country 입장에서 지역내 기술협력을 주도할수 있는 능력을 계속 배양해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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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CA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End-user에 대한 사항임. End-user를 고려하지 않는 

사업은 소용없기 때문임. 따라서 각 사업의 국내 End-user를 파악하고 이들이 RCA 기술을 활용

토록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것임. RCA 사업의 Formulation 과정에서부터 End-user를 대

표한 산업계, 의료계등의 참여도 고려해야 할것임. 또한 RCA를 통한 원자력기술의 활용을 극대화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물론, 재정적 지원도 정부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것임. 예를 들어 새로

운 원자력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신업계등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 산업계에서 앞으

로 원자력기술을 활용할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일, 그리고 RCA 각종 행사 (지역훈련과

정등)에 산업계등의 전문가가 참가할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들을 생각할수 있음. 

이를 위하여 별도의 국제협력기금을 적립함도 바람직함.





부록 2

RCA 제24차 국가대표자회의 참가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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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RCA 30주년 기념강연회 강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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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3. 25 (월) 서울 팔레스 호텔

특별 강연 내용 요약 (1) 

RCA의 발자취와 미래 방향

- 원자력발전 협력사업의 선택은 지역발전을 위한 길 - 

A. K. Anand

인도 바바원자력연구센터 특별 자문위원

전 RCA 인도 국가대표, 2000년도 RCA 총회 의장

1. 일찍이 1964년 인도와 필리핀, 그리고 IAEA의 3자가 연구용원자로 분야 공동협력을 

위해 IPA (India-Philippines-IAEA) 위원회를 구성하 다. 아시아 지역 원자력 공동협력

의 첫 출발로서 오늘날 아태지역 원자력협력 체제인 RCA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이었

다. 당시 추진되었던 사업은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중성자 빔 실험이었다. 이 프로그램

에는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그리고 당시 대만이 참여한바 있다. IPA 위원회의 의장은 

라만나 (Raja Ramanna) 박사 다. 라만나 박사는 바바원자력연구센터 (BARC) 소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인도 의회의 존경받는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 1969년부터 1972년에 이르기 까지 인도가 주도한 IPA에 지역내 다른 국가들도 참여하

기를 희망하 다. 결국 IPA를 보다 확대 발전시키자는 희망은 동남아와 태평양 지역, 그

리고 극동지역 국가까지도 포함하는 새로운 원자력분야 지역협력 체제의 설립으로 연계

되었다.  이에따라 1972년 IAEA 주도로 현재의 RCA가 출범하게 되었다.

3. RCA가 출범한 1972년에는 회원국이 11개 다. 그러나 다음해에는 14개 회원국이 되

었다. 현재는 지역내 17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있고 앞으로도 지역내 2-3개 국

가가 회원국으로 동참할 전망이다. 현재의 RCA 협정은 1987년에 기본이 마련된 것이다. 

IAEA의 RCA 지원업무는 RCA가 설립된 후부터 1985년까지 연구 및 동위원소부 

(Research and Isotope)에서 관장하 다. 그러다가 1985년 이후부터는 IAEA의 기술협력

부 (Technical Cooperation)에서 맡게 되었다. 1972년부터 1996년 까지의 25년을 기반조

성을 위한 제1기라고 한다면 1997년부터 오늘의 2002년까지는 발전을 위한 제2기이고 이

후부터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3기에 해당한다. 

4. 출범이후 첫 25년동안 RCA는 지역이 안고 있는 산업, 농업분야에서의 문제점들을 원

자력 기술로 공동 해결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었었다. 회원국들은 그 성과에 대하여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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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인식을 하 다. 첫 25년 동안 RCA는 약 65 건의 개별 프로그램 추진을 통하여 약 

270회의 공동연구 회의와 지역훈련과정을 개최하 다. 이 기간동안 RCA를 통하여 훈련 

받은 지역요원을 1천 2백여명에 이른다. 훈련과 공동 자문회의의 주제는 식량과 농업, 원

자력 에너지, 기초 원자력 기술 개발, 보건, 산업, 방사선 방호, 연구용 원자로 이용증진등 

다양하 다.

5. 1997년은 RCA로서 하나의 전환점을 마지한 계기 다. 실상 원자력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IAEA의 정책은 1995년과 1996년 사이에 두드러진 변화를 내포하고 있었다. RCA 

정책도 이같은 IAEA의 새로운 정책에 부응해야 했다. RCA 프로그램에 있어서 주인의식 

(Ownership) 개념은 IIAEA가 1995년에 처음 제시한것이었다. RCA 사업 운 에 있어서 

RCA 회원국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사업수행을 주도하는 주도국가 (Lead Country)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RCA 

운 규정 및 지침이 완성되어 사업수행에 따른 주도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밖에도 

RCA의 오너쉽을 증대하기 위한 몇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RCA 지역사무소의 필요성도 

대두된 것은 그러한 오너쉽 증대 방안의 하나 다.

6. 지난 5년동안 RCA 회원국들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 기술을 보다 폭 넓게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 기간동안 RCA 지역 훈련과정이 111회 으며 기술

자문회의가 82회로서 모두 203회의 사업수행이 있었다. 이것은 지난 25년간의 275회 사

업수행과 비교할 때 상당한 증가가 아닐수 없으며 이것은 곧 지역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반 한 것이었다.  

7. RCA의 여러 사업중에서 연구용 원자로 응용 사업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RCA의 전

신인 IPA가 연구용 원자로 사업부터 착수한 것은 의미있는 발자취이다. 연구용 원자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동위원소 생산으로 기여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

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기 때문이다. 연구용원자로를 통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비한 인

력양성을 할수 있으며 원자력 발전과 관련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수행할수 

있다. RCA 회원국들은 전세계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는 50%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발전과 진보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전력 사용이다. 원자력발전은 아시아 지역에서 당연한 선택이다. 현재는 RCA 회원국중 5

개국 정도 만이 원자력 발전으로 국가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앞으로 환경문제, 

화석 에너지 자원의 고갈 문제등을 고려 할 때 원자력 발전은 피할수 없는 선택이 될 것

이다. 그러므로 RCA도 지역내 원자력 발전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에 시야를 돌려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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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강연 내용 요약 (2) 

인간의 기본 요구를 위해 봉사하는 원자력 기술

- 지구적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N. Choudhury

방 라데쉬 원자력위원회 위원

방 라데쉬 RCA 국가대표, 2001년도 RCA 총회의장

1. 지난 세기에 세계 인구는 세배로 증가하 다. 그러나 깨끗한 물 소비는 여섯배로 늘어 

났다. 만일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지 못한다면 세계 인국의 절반은 물 기

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업, 산업 그리고 일반 생활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세계수자원위원회의 보고서도 이 사실을 명백하게 지적

하고 있다. 

2. 40년전 세계인구는 30억명 이었다. 현재는 60억명이다. 2050년까지는 90억명이 될 것

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간 생활을 위해 사용할수 있는 수자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인구 증가에 뒤따르지 못한다. 우리는 물없이 3일을 견디어 내기 어렵다. 오늘날 세계 인

구 5명중 한명은 마실수 있는 안전한 물을 접하고 있지 못하다. 매년 3백만명 이상이 물

로 인한 질병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 그 중 2백만명은 어린이이다. 

3. 지구를 살펴보면 지구 표면이 푸른색 수자원으로 덮여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지구 

표면의 물 중에서 95%이상이 짠 바닷물이거나 염분이 들어있는 것이다. 나머지 3% 중의 

75%는 극지방의 얼음이거나 빙하이다. 실제로 인간이 쓸수 있는 물의 양은 전체 지구상 

물의 1% 중에서 10분의 1에 불과하다. 옛 바다사람이 탄식했듯이 ‘사방이 온통 물이지만 

먹을 물은 한방울도 없도다’ 이다. 

4. 방 라데쉬의 물 사정은 정말 위험수위이다. 일견 방대한 간지스 강 삼각주등으로 수

자원이 풍부할 것 같지만 이 나라는 물에 의한 질병으로 보이지 않는 비극에 직면하여 

있다. 70년대 까지만 해도 농촌지역에서는 식수를 자연적으로 있는 물웅덩이에서 길어서 

썼다. 물에 의한 질병 때문에 매년 약 25만명의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다. 그 후 거의 모

든 농촌에서는 우물을 파고 그 물을 쓰게 되었다. 우물물은 농촌수의 97%나 차지하 다. 

그 결과 어린이 설사 질환이 대단히 줄어 들게 되었다. 이렇듯 우물물은 수많은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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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지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제 그 우물물 때문에 또 다른 심각한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방 라데쉬의 우물에서는 표준치를 훨씬 넘는 비소가 발견되

고 있다. WHO 가 정하 srlwnscl에 비하면 무려 46배나 높은 것이었다. 전체 우물의 

27%에서 그런 사실이 밝혀졌다. 주로 지하 150 미터 깊이의 지하수 우물이었다.  이로써 

약 5천7백만명이라는 막대한 주민이 우물물을 마시므로서 농축된 비소도 함께 마신 것으

로 조사되었다. 그중 3천 5백만명은 리터당 50 마이크로 그램의 비소를 흡수한 것으로 추

정되었고 나머지는 리터당 10 마이크로 그램을 흡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비소를 마시게 되어 돌이킬수 없는 질병으로 이어지는 사실은 

비단 방 라데쉬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대만, 인도, 몽골리아, 항가리, 루마니아 등등의 수백만 주민들이 비소 함유량이 

WHO가 정한 기준보다 훨씬 높은 물을 마시고 있다. 비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이

다. 하지만 독성이 있다. 125 그램만 투입하면 단번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갈수도 있다. 

아주 조금이라도 비소가 함유된 물을 오래 마시게 되면 건강에 많은 향을 받는다. 지하

수의 품질을 파악하는 것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다. 우물을 아주 깊게 파는 것

은 비소에서 피할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6.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물의 성분을 분석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는데에는 재래적인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런 방법들은 더디고 정확하지도 않으며 더구나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는그런 장비조차 확보하기 힘들다. 동위원소를 이용하면 자히수의 움직임과 품질에 대하

여 정확히 판단할수 있다. 무거운 동위원소를 다른 수문학 (水文 )적 및 지질학적 방법

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아프리카와 서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동위원소를 이용한 지하수 

조사를 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인도에서는 동위원소 기술을 이용하여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에서의  지하수 재충전 과정을 밝혀낸바 있다. 에티오피아와 알제리아에서는 

동위원소기술에 수문학적 경험을 살려서 실질적이고도 종합적인 지하수 관리 대책을 수

립할수 있었다. 

7. 방 라데쉬에서는 IAEA 기술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1999-2000년 수자원 조사 사업을 

수행하 다. 기본 목적은 지하수 계층별로 각기 다른 수맥에 대한 동위원소 함유 데이터

를 얻는 것이었다. 동위원소 기술을 이용하여 비소 함유량을 측정할수 있었다. 심층 수맥

에서 비소가 없는 양질의 음용수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심층 지하수는 별로 오염

되자 않았음이 밝혀졌다. 원자력기술을 이용하면 수자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릴수 있

다. 이것은 주민의 건강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더 세

하고 실질적인 응용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RCA를 통한 지역협력은 지역내 주민들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는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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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 내용 요약 (3)

원자력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도전

- 보다 발전된 산업활동과 보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

Sueo Machi (町 末男)

일본원자력산업회의 상무이사

전 IAEA 사무차장, RCA 조정관

1. RCA는 현대 원자력 기술을 보건, 산업, 농업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토록 함으로서 국

민 복지 향상과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다. RCA는 최근 원자력 기술을 

환경보호에 이용하는데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세계적 관심 사항인 환경보

호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원자력 기술은 개발 가능성이 무한한 분야이다. 새로운 원자

력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원자력 평화 이용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 나가는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다. 

2. 환경보호를 위한 원자력 기술의 이용 가능성은 매우 많다.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는 

산업 공장 (발전소 포함)으로부터의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기술, 산업 폐수와 같은 폐기물

을 정화하는 기술은 매우 전망이 밝은 필요기술이다. 

3.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또는 발전소로부터는 SO-2와 

NO-x가 배출되어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오염은 산성비의 원인이 되며 

온실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첨단 원자력 기술인 전자 빔 (Electron Beam)을 이용하

여 SO-2와 NO-x를 동시에 제거 할수 있는 기술이 일본 다카사키 (高崎) 방사선연구소

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이 기술은 독일, 폴란드, 중국 그리고 브라질 등에서 직접 활용

되고 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사업 배기가스가 굴뚝을 통하여 배출되는 경로에 방

사선 조사 (照射) 반응기를 설치하여 이를 통과하도록 한다. 여기에 가스 상태의 암모니

아를 소량 뿜어 나오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반응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 빔이 배기 가스

와 반응하여 SO-2는 황화 암모니움으로, NO-x는 질산 미립자의 혼합 물질로 바뀌게 된

다. 이 기술은 환경 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SO-2와 NO-X를 정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혼합물은 바로 농업용 비료로 만들어 다시 사용할수 있다는 잇점

이 있다. 처리과정에서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잇점이다. 그러나 무

엇보다도 산업시설에서의 SO-2와 NO-X 제거를 요구하는 엄격한 환경 기준을 만족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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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산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4. 폴란드에서는 석탄 사용 공장에서 나오는 배기 가스를 충분히 정화할수 있는 전자 빔 

시설이 설치 되어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다. 2000년 12월 설치되었다. 이 사업은 IAEA 

기술협력 프로그램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 공장에서는 SO-2 90% 이상과 NO-X 85% 이

상을 10 킬로 그레이 정도의 방사선을 쪼여 제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시설용량 220 메

가와트의 쥬부(中部)전력 소속 중유사용 발전소로부터 나오는 배기가스를 정화할 목적으

로 대규모 방사선 조사 시설이 설치되어 시범 운 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석탄 발전소에

서 나오는 SO-2를 제거하기 위해 전자빔 시범시설을 설치하여 2년동이나 성공적으로 운

하고 있다. 중국은 곧 두 번째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5. IAEA는 일본 전문가와 공동으로 경제성 평가를 하 다. 초기 투자비와 운전비등을 고

려하여 기존 기술과 비교하 을 때 전자 빔을 이용하는 기술이 훨씬 경제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준 기술의 대표적인 것은 삭회와 촉매를 함께 사용하여 SO-2와 NO-X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술을 이용하면 부산물로 상당량의 석고가 생산된다. 석고

를 별다르게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이것이 폐기물로서 부담을 준다. 반면, 전자 빔을 

이용했을 때 생기는 부산물은 농업 비료로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다. 주목할 만한 일이

다.

6. 일본원자력연구소 (JAERI)는 지난해에 생활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을 제

가할 목적으로 전자 빔 시범 시설을 설치하 다. 올해 2월 14일, 90% 이상의 다이옥신을 

15 키로 그레이 (kGy) 정도의 전자선 조사로 제거할수 있음이 공식 발표된바 있다. 앞으

로 산업화가 유망한 분야이다.

7. 원자력기술을 이용하여 산업 폐수를 정화하는 사업은 한국에서 시범을 보여 대단히 좋

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대구에 있는 염색공장에서는 염색 폐수를 전자 빔으로 처리하여 

정화하고 있다. 현재 시범시설 운 을 통하여서는 하루 1천 입방 미터의 폐수를 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IAEA 와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하루 1만 입방 미터의 폐수처리 실용규모

의 시설을 설치코자 하고 있다. 

8. 방사선과 동위원소를 산업에 응용하면 공정 개선, 품질 제어, 환경 보호라는 1석 3조를 

얻을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면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하다. 방사선과 동위원소를 산

업 발전과 환경 보호에 활용할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산업계가 직접 활용하여 생

산성을 높일수 있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수 있는 원자력 기술개발에 RCA가 큰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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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강연 내용 요약 (4)

RCA의 협력 증진 방안

- 지역 사회에서 RCA의 위상제고를 위한 방안 -

John Easey

호주원자력과학기술기구 (ANSTO) 연구위원

전 RCA 조정관

1. RCA는 IAEA의 주도로 출범하 고 그 동안 IAEA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으면서 30

년의 연륜을 쌓아 왔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과 함께 RCA 사업을 IAEA에만 전적으로 의

존하지 말고 RCA가 자체적으로 관리할수 없을까 하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 RCA 사업

은 회원국들 스스로가 개발하고 추진하며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다. 이제 

RCA는 지역내 각 회원국들이 어떤 분야에서 사업을 주도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어떻

게 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RCA 사업의 RCA 회원국에 의한 오너쉽(Ownership) 증대 방안을 찾아 보자는 것이었

다.

2. 1996년 때마침 RCA 설립 25주년에 즈음하여 향후 25년의 RCA 비전을 진단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처방해 보는 노력이 수행되었다. 그 결과 다음 5개 분야에 있어서 협력 

사업을 집중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1) 식량과 양의 확보와 안전

성 - 경제적이고 양가 높은 식량의 생산 (2) 보건 - 일반 대중에게 경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건강 증진 (3) 신업 개발 - 경제 증진과 고용 증대 (4) 에너지 - 새롭고 경제적

인 에너지원의 제시, (5) 롼경 보호 및 방사선 방호 - 환경 친화적인 효용성 높은 기술 

개발.

3.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이들 비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자면 몇가지 전제조건이 이행

되어야 한다. 첫째는 RCA가 어떤 분야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할수 있는

지를 파악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일이다. 즉, RCA의 능력을 점검하고 위상을 높이는 일

이다. 둘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자력 기술이 다른 기술에 비

하여 어떻게 경제적으로 가치있게 이용될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또한 이를 지역사

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협력기구와 연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도 중

요하다. 셋째, RCA만이 내세울수 있는 특성을 강조하므로서 주위에서 RCA를 필요한 존

재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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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CA 위상 제고를 위한 종합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제는 RCA로서 몇가지 포괄

적인 접근방식을 고려해 볼 싯점이다. 우선, 누가 RCA 사업의 최종 수요자인지 파악하는 

일이다. 개발된 기술은 활용되어야 한다. 누가 활용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정

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는 정보 사회이다. 필

요한 정보가 필요한 대상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RCA의 기

술과 새로운 정보를 누가 실수요자에게 전달해여 효과적인가를 짚고 넘어가야  할 때이

다. 또 한가지는 이렇듯 실수요자를 파악하고 정보의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은 충분히 있는지, 또는 부족하다면 어떻게 조달할수 

있는지를 강구하는 일이다. 

5. 사람들은 대체로 RCA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설령 어

느정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IAEA에 속해 있는 어떤 부서로 보는 경우가 있다. RCA는 

회원국의 기구이다. 물론 RCA 사업의대부분 예산이 IAEA로부터 지원되고 있음을 비추

어 볼 때 RCA가 회원국들만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IAEA의 지원에 따라 RCA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해도 IAEA 자체의 규정, 절차, 

기준의 테두리에 매어 있게 되면  바람직한 사업 추진을 어렵게 될 수도 있다.  RCA 사

업의 오너쉽 증대 문제가 대두된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6. RCA 25년의 비전을 달성하자면 새로운 기술, 실용성이 보이는 기술, 그리고 인적자원

과 연구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IAEA와 

RCA 회원국들로부터의 지원금, 또는 기여금으로는 부족하다. RCA 사업의 증대와 함께 

재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IAEA나 회원국 이외로부터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아태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재정 확보 노력이 있어야 한다. 

7. 오늘날 각 회원국에는 RCA 사업을 통한 폭 넓은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 이 기술은 비

단 원자력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과학기술 분야에 까지 응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 

기술을 다른 지역기구 또는 국제기구에게 제공하므로서 RCA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 보

는것도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RCA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리는 일이 중

요하다. 한국에서 문을 여는 RCA 지역사무소는 RCA에 대한 대외적 인식을 높이고 

RCA 이외의 기관 또는 협력체와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RCA에 대한 창구는 IAEA의 RCA 조정관이 유일하다. 왜내하면 회원국 대표인 의장은 

매년 교체되기 때문에 대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IAEA와는 별도의 

구성요원으로 설립되는 RCA 지역사무소는 사무소장이 앞장서서 독립적으로 RCA에 대

한 이미지를 증진할수 있다. 이 지역에서 개인의 친분과 활동은 중요한 향을 미칠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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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8.  RCA에 대한 인식 제고는 RCA 사업의 확대를 위해 기여할 뿐 아니라 RCA 25년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RCA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각국의 국가대표는 RCA 시업 확대 증진의 

중요한역할을 맡아해야 할 것이다. RCA 지역사무소는 RCA 전략의 적극 추진에 핵심 역

할을 맡아 하며 ‘RCA 이미지’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RCA의 성공은 

회원국이 RCA 사업에 적극 참가하고 기여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는 다짐에 달려있다. 이것이야 말로 RCA 생애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해 주는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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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 30주년 기념 과학 포럼

2002. 3. 25 (월) 서울 팔레스 호텔

특별 강연 내용 요약 (5)

자립적 경제개발을 향한 RCA의 역할 

- 지역내 복리 증진과 관련한 문제점, 그리고 해결 전략 -

이병휘 (李炳暉)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명예교수

1987년도 RCA 총회 의장 

1. 1970년도 초반, IAEA의 지원 아래 RCA가 처음 출범하 을 당시, 지역내 회원국들은 

원자력기술의 새로운 이용으로 경제개발에 기여할수 있다는 기대감에 넘쳐 있었다. 사실 

당시에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정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 다. 연구, 개발, 

훈련에 중점둔 사업이었다. IAEA가 이렇듯 방사선과 동위원소 이용의 기본에 중점둔 배

경에는 이미 산업화된 지적재산 정보와 중복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도 있었

지만 농축, 재처리, 중수 생산과 같은 민감 기술은 배제하므로서 핵 확산금지 규범의 요

건에 부응해야 한다는 측면도 간과할수 없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원자로 기

술, 핵연료 사이클 기술은 제외되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년 동안 RCA 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원자력 협력 네트워크와 파트너쉽을 효과적으로 구축하 다는 것은 내세울 만한 성

과 다. 가장 성공적인 것은 지역내 각 회원국의 기술경제적 및 사회정치적 인프라가 서

로 다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공동 협력을 성공 시킬수 있는지 교훈을 얻은 것이다. 그 

결과 각국은 자질있고 유능한 원자력 기술인력을 RCA 지역 훈련과정을 통해서 양성할수 

있었으며 이들에 의하여 원자력 기술의 산업화에 기여할수 있었다. 

3. 원자력 기술을 지역사회의 경제 자립에 효과적으로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 

수립, 사업 관리, 사업 추진의 모든 면이 성공적이어야 한다. 사업 운 면에 있어서 요원 

훈련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적격자가 훈련을 받아야 함은 물론, 이들이 훈련을 받은후 

사회와 산업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수 있는지 주시해야 한다.  각국에는 국가대표와 사업 

참여 책임자들이 있다. 이들은 원자력 기술의 산업화와 실용화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개발된 기술은 이를 상용화 하기 전에 시범 단계를 거쳐 기술경제성을 입증하는 일이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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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대중에 대한 이해증진은 원자력 사업의 실용화에 커다란 향을 미치는 사항이

다. 원자력기술 개발이 왜 필요하며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는 지를 충분히 설명하

고 이해를 얻어야 한다. 특히 원자력 일선 종사자에 대한 이해 증진은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 홍보 전략을 현실성 있게 수립하고 전문 요원을 양성하는 일은 원자력에 대한 이

해증진 노력에 필수적이다.

5. RCA를 통하여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이 과연 지역 

사회와 회원국들의 요구에 맞는 것인지는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도 관심

을 맏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음은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어떤 사업이 우선 추진되

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첫째, 기술지원의 대상에 대하여도 깊은 고

려가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대규모 산업체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 노력

을 하 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기술 지원도 간과할수 없는 것

이다. 둘째, 환경을 생각하는 원자력 기술지원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화석연료를 사

용하는 공장이나 발전소의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일, 공장 폐수를 정화하는 일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다. 

6. 셋째로는 날로 증대하고 있는 국가간, 지역간의 무역에 기여하는 일이다. 식품의 경우

에 있어서 특히 그러하다. 지역내에서 건축 활동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원자력 

기술은 아주 작은 분야에서도 커다란 효과를 볼수 있다. 예를 들면 빌딩 건자물 자재의 

습도 측정, 토양 상태의 분석, 하천 침적물의 이동 경로 측정등에 추적자 (追跡子) 이용은 

유용한 기술이다. 

7. 오늘날 과학기술의 진보는 실로 눈부신 지경이다. 새로운 첨단 기술인 정보 기술 (IT), 

생명공학기술 (BT), 나노기술 (NT) 등에 방사선 응용기술을 접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할수 있다. 지속적 경제 개발을 이룰수 있는 방안이다. 선진 첨단 기술을 이

른 시일에 이전 받는 일은 중요하다. 기술이전에는 새로운 형태의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다시 말하여 RCA 사업들은 목표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에 사회

경제적 발전에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이다. 

8.  RCA 사업의 운  패턴을 종래부터 '톱 다운‘ 방식이었다.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방

식이다. 그러나 이제로부터는 ’바톰 업‘ 방식으로 변환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 기술을 활

용 가능한 ’엔드 유서‘ (최종 실수요자)를 고려하는 사업 수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엔드 유서의 참여를 권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물

론 가장 훌륭한 관리 방안은 ’Top Down‘ 방식과 ’Bottom Up‘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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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9.  아시아 지역은 급속한 경제 개발을 이룩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인구 증가도 급

속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이다. 지속적인 경제 개발을 위한 에너지 확보, 인간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보존은 피할수 없는 선택이다. 지역내 국가들이 어떠한 에너지 

사용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RCA는 전통적인 방사선 응용 증진에

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겠지만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분야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속적인 경제 자립을 이룰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부록 4

Working Paper
On the Establishment of an RCA Regional Office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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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On the Establishment of an RCA Regional Office

in the Republic of Korea

This Working Paper was prepared to provide a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RCA Regional Office in the Republic of Korea in March 2002 in connection with 

the 30th anniversary of the RCA establishment. The content of this Working Paper 

was in principle agreed upon and adopted at the 30th RCA General Conference 

Meeting on September 15, 2001 in Vienna.  Some comments from the Member States 

at the RCA General Conference were reflected when finalizing the Working Paper. 

At the 30th RCA General Conference, a task force comprising 7 RCA Member 

States was again asked to work on the preparation of this final Working Paper. The 

Task Force Member States were Australia, China, India, Japan, Korea, Pakistan and 

the Philippines. Australia and Korea were again asked to take the lead.

Based on this final Working Paper, a supplementary agreement to the existing RCA 

Agreement will be drafted. The supplementary agreement needs to be adopted by 

consensus agreement by all RCA Member States at the next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and shall be regarded as the formal back-up provision to 

establish the RCA Regional Office in the region. 

1. Background

At the 19th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in Yangon, Myanmar in March 

1997, on the occasion of the 25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RCA, the need to 

establish an RCA Regional Representative was strongly proposed as one of the 

mechanisms needed to enhance RCA ownership by the Member States.  Thi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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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ly stated in the RCA Vision Statement together with other new initiativ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Lead Country concept, the implementation of thematic 

projects, the utilization of Regional Resource Unit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CA Operating Rules and Guidelines. 

It is also noted that, based on record, there was a suggestion during an RCA 

Meeting in 1978 in Vienna to have an RCA Office in the region. However, it was 

mentioned that the level of RCA programs was too small to warrant such an office 

at that time. 

The RCA Regional Representative matter has been revisited at the RCA policy level 

meetings since the Yangon meeting. At the 22nd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in Mumbai, India in March 2000 and at the 29th RCA General Conference 

in Vienna, Austria in September 2000, the Republic of Korea proposed hosting the 

RCA Regional Office when established in that country and pledged to provide local 

operating expenses, including the salary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if he/she is a 

Korean.  The RCA Member States welcomed Koreas generous offer.  At the 29th 

RCA General Conference in Vienna, an ad-hoc group of 4 RCA Member States was 

formed to formulate an implementation plan.  However, there were questions on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and also on the payment to the 

Regional Representative, if the person is not a Korean.

At the 23rd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in Dhaka, Bangladesh in March 

2001, the RCA Member States again expressed their in-principle support for the 

Korean proposal and a Task Force team was formed to draft a working paper for 

final discussion and agreement at the 30th RCA General Conference in Vienna in 

September 2001. Korea and Australia were asked to take the lead in this task.

At the 30th RCA General Conference on 15 September 2001 in Vienna, the Member 

States agreed in principl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CA Regional Office in Korea 

in early 2002 for an interim period of 2 years. The General Conference requested 

Korea to prepare for its opening during the 24th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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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which Korea will host. The General Conference also again asked the task 

force group for a revision of the working paper incorporating several comments made 

therein. Australia and Korea were again asked to take the lead.

2. Need to Establish an RCA Regional Office

Since the inception of RCA in 1972 until recently, most of the RCA programs and 

projects have been formulated and implemented by the IAEA.  It is noted that the 

IAEA is not a signatory to the RCA but does provide assistance ranging from 

secretariat duties to technical support and project funding.  The IAEA has been 

strongly urging Member States to take more ownership of the RCA program.  In 

response, the RCA Member States proposed several recommendations in 1996 to 

increase their ownership of the program.  These recommendations were well reflected 

in the RCA Vision Statement and included the introduction of the Lead Country 

Concept, the implementation of thematic programs on a multi-year cycle basis, the 

establishment of RCA Rules and Operating Guideline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RCA Regional Office in the region.  Among these future directions, the RCA 

Regional Office is particularly regarded as a good vehicle for increasing Member 

States' ownership of the RCA program.

3. Role of the RCA Regional Representative and the Regional Office

It is important to have a clear separation betwee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RCA 

Coordinator and the Regional Representative by having the RCA Coordinator 

continuing to be the primary point of liaison with the IAEA, while the Regional 

Representative is responsible for developing contacts with other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broadening the funding base for the RCA.  The role of 

the RCA Regional Representative and the Regional Office was agreed upon at the 

23rd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in Dhaka and at the 30th RCA General 

Conference in Vienna.

(1) To pro-actively seek out opportunities for the RCA to participate i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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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formulated and designed by major regional and international donors, 

including international agencies such as ESCAP, ADB and UNDP;

(2) To negotiate and secure contracts for income generating activities to both 

fund the RCA Representative position and provide supplementary funding for 

RCA projects;

(3) To promote the application of nuclear techniques to assist in addressing 

regional and national problems;

(4)   To implement the directives of the Member States as agreed upon at the RCA 

Meetings of National Representatives, in particular, to support developing and 

formulating new project proposals from Member States in liaison with the 

relevant Lead Country; and

(5)   To provide regional visibility for the RCA at regional and national forum and 

to develop RCA future strategies and missions in cooperation with the Member 

States.

4. Operation of the Regional Office

(1) Organization

1 Regional Representative

1 Project Planning staff member

1 Administration staff member

1 Secretary

(2) IAEA Fellowships: The IAEA is requested to attach its regular fellowships 

to the Office to support the Office's technical activities. Assignments of Cost 

Free Expert(s) or Cost Free Consultant(s) from the Member State(s) are 

also welcomed to work at th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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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ocation: Seoul(or Daejeon), Korea

(4) Working Environment: It shall be satisfactory and conducive to a good 

working attitude.

(5) Office Space: It shall be adequate to accommodate the Regional 

Representative's office and other staff members.  A meeting facility of 

average size shall be arranged additionally.

(6) Office Equipment: The Regional Representative and other staff members shall 

be provided with appropriate office working desks, file cabinets, modern 

computers and other office equipment including Internet access lines.

(7) Transport Vehicle: The host country shall provide a dedicated vehicle for use 

of the Office.

(8) Operating Expenses: The host country shall provide all locally needed 

operating expenses of the Office.

5. The Regional Representative

(1) Appointment:  The appointment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needs final 

approval at the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However, leading up 

to this approval, an appropriate job description for the Regional 

Representatives position needs to be carefully drafted for helping with 

selection and evaluation.  The process of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will also need to be open and transparent. 

Guidelines to this effect are attached as an Appendix.

(2)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The exact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required for the Regional Representative shall be clearly explained in the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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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It is expected that any candidate shall have a proven record of 

achievement in the key requirements.  The candidate is required to have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scientific background, preferably in nuclear science, 

and preferably would be familiar with the work of the RCA.

(3) Term:  Initially a 3-year term.  Because the performance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is critical to the future of RCA, there will have to be close 

scrutiny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s performance against agreed 

performance criteria on at least an annual basis and failure to perform may 

to result in early termination. 

(4) Salary: To be paid at a similar level to the UN organizations P-5 staff. The

salary shall be paid in local currency. The salary including a reserve for 

retirement allowance for the Regional Representative shall be provided by the 

origin Member State. If the Regional Representatives origin is Korea, the 

salary shall be paid in compliance with the already established Korean 

guidelines.

(5) Fringe Benefits: To provide settlement and resettlement expenses when 

moving from the Regional Representative's home country to Korea. This, 

however, does not apply to the Regional Representative originating from 

Korea. Other fringe benefits such as medical insurance and children's 

educational tuition fees may also be provided by the Regional Representatives 

home country.

(6) Privileges and Immunities: The Regional Representative shall observe Korean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axation. The income tax can be compensated 

for from the Regional Office expenditures. Unlike the UN organizations, no 

diplomatic privileges and immunities will be given unless a specific 

agreement with the host government is made. The Member States, 

particularly the host country, shall offer every possible support to the 

Regional Representative for the exercise of his/her functions. This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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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 a separate agreement between the origin Member States and Korea.

(7) Reporting: The Regional Representative is directly responsible to the RCA 

Member States through the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and reports directly 

to the two annual RCA policy level meetings. For regular reporting purposes, 

the present Chair of the RCA policy level meetings, in cooperation with the 

immediate past Chair and the immediate next nominated Chair, when 

available, will act as the interregnum interface between the Regional 

Representative and the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8) Relationship with Lead Countries: The Regional Representative does not 

have a direct on-going involvement with Lead Countries of the RCA 

thematic projects.  However, in the pursuit of the objectives of the 

Regional Office, the Regional Representative may need to correspond with 

Lead Countries.  As set out in the Lead Country paper agreed at the RCA 

General Conference in 1999,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Lead Country to 

provide initiative in coordinating and managing all aspects of the project 

cycle and to oversee the technical progress and evaluation of projects. 

(9) Relationship with the RCA Coordinator:  As stated above, it is necessary to 

have a clear separation betwee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RCA Coordinator 

and the Regional Representative.  The Regional Representative may 

communicate directly with the RCA Office and is advised to liaise with the 

RCA Coordinator on a regular basis for consultations and feedback with 

regard to RCA matters. 

(10) Relationship with IAEA Technical Officers:  The Regional Representative can 

communicate directly with the Agency's Technical Officers with respect to 

technical matters. To ensure effective coordination, the RCA Office should 

copy all communications from the Regional Representative to Technical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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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ther Staff of the Regional Office

(1) Project Planning Officer: To assist the Regional Representative in his capacity 

of developing, formulat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RCA projects.

(2) Administrative Officer:  To assist the Regional Representative in his capacity 

of operating and managing the Regional Office and of coordinating with the 

host government.

(3) Secretary: To support administrative work of the Office.

(4) Employment:  The host government will employ the initial staff as an interim 

measure. The newly appointed Regional Representative will be responsible for 

hiring the supporting staff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guidelines of the host 

government.

(5) Payment: The host government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guidelines shall 

provide salaries and other remunerations including fringe benefits to the staff 

members of the Office. The payment shall be made in local currency.

(6) Employment Terms: The host government shall regulat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of the staff members of the Office. The host 

government shall prepare job descriptions for hiring the supporting staff as an 

initial step. The Regional Representative when appointed shall confirm the job 

descriptions.

7.   Legal Actions 

(1) RCA Agreement: The current RCA Agreement is valid until June  2002 

and is in the process of being extended for another 5 years. Definitive legal 

advice will be sought on the possible need to amend the RCA Agreeme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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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the RCA Regional Office. There 

is, however, legal opinion that, if necessary, a supplementary agreement 

between RCA Member States could be made without amending the current 

RCA Agreement. This would seem to be practical approach, since any 

amendment of the existing RCA Agreement will take time and the continuity 

of the present RCA Agreement would not be impacted.

(2) MOU between the IAEA and ROK:  An MOU (or a Letter of Intent) that 

prescribes the formal commitments both from the IA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CA Regional Office will be needed. The nature of such an MOU (or LOI) 

will explain the host governments commitment to support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Regional Office as long as the Office is located in the 

country and also will describe the Agency's role to liaise with the Office. 

(3) MOU between the RCA Member States and ROK:  An MOU that describ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CA Member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Korea as the host government may be needed in order to clarify the activities

of the RCA Regional Office. 

8. Interim Measures

Interim measures to operate the Regional Office are needed in order to prepare all 

legal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for the Regional Office. The necessary 

preparations include actions such as the nomination and appointment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securing the necessary budget, and legal back-up measures.

This interim period will be two years. During this interim period, administrative 

details involving procedures and management shall be gradually resolved and set in 

place. The Member States at each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will 

undertake an on-go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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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ecommended Action

The Task Force Group under the lead of Australia and Korea shall finalize this 

Working Paper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preferably by the end of 2001. This 

will enable the opening of the RCA Regional Office in time in conjunction with the 

24th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and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CA. Both events are schedules to take place in Korea in 

March or Apri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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