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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IAEA 2004～2005년 로그램 기획에 한 분석  한‧IAEA 력방향에 

한 연구

II. 연구의 목   요성

본 연구의 목 은 IAEA 2004～2005년 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충분

히 반 하고 향후 IAEA와의 새로운 력방향을 도출하여 IAEA를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II. 연구의 내용  범

본 연구에서는 첫째, IAEA의 주요 로그램에 해 분석하고 평가하 다. 

원자력 에 지, 원자력응용, 원자력 안 , 안 조치, 기타 분야 IAEA 주요 로

그램의 내용  우리나라와의 연계사항을 검토‧분석하 다. 

둘째, IAEA 2004～2005년 로그램 안을 검토‧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검토

의견이 작성되었고, 정부를 검토를 거쳐 IAEA에 송부되었다. 로그램 검토‧분

석에 있어 IAEA 사업과 련한 우리나라의 강 이 고려되었으며, IAEA 주요

로그램별로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거나 우리나라에 유리할 로젝트, 공동

연구 등이 발굴되었다. 

IV. 연구결과  활용에 한 건의

IAEA 2004～2005년 로그램은 체 으로 기술 ‧사회  환경 변화를 잘 

반 하고 있으며, 체 인 구조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은 Z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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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Real Growth) 원칙을 탈피하여 10% 이상 증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이는 안 조치 활동의 증 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진 으로 

산을 증가시켜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각 Major Programme별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가 강조해야 할 사항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개도국들의 심이 증 되고 있는 소형원자로 련 활동이 신원자

로기술개발 련 활동과 혼합되어 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2002∼2003년도 

로그램에서와 같이 별도 로젝트로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원자력 해수담수화 로젝트의 산이 어들고 있는데, 각 회원국의 

원자력해수담수화 실증 추진으로부터 얻어진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더 나은 

근방향을 도출해 내는 활동이 더 필요하므로 산 증가가 필요하다.

셋째, 원자력 지식경  Subprogramme의 제목을 “Nuclear Knowledge 

Preservation”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서 2002～2003년 수행된 활동

결과를 반 하여 원자력기 네트웍의 심으로서 "International Nuclear 

School” 개념을 정립하고 이의 설립을 검토하는 새로운 활동으로 추가하고 이

에 한 산 배정이 필요하다.

넷째, 회원국들의 효율 인 연구로용 핵연료 환을 하여 세계 으로 개발

된 고 도 농축우라늄 연료에 한 IAEA의 차원의 검토  개발된 기술의 

효과 인 이 을 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연구로용 핵연료 로젝트에 

추가하고 이에 한 한 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원자력안 네트웍 련 로젝트의 산이 어들고 있어 지역 

원자력 안  확보를 한 노력이 축될 수 있으므로 련 산을 최소한 2003

년도 수 으로라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IAEA 로그램에 한 심층검토는 그동안 본격 으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본 연구에서 본격 으로 시행되었다. 기획자문단 구성 등 본 연구에서의 검토 

차는 향후 IAEA 로그램 검토의 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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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A Study to Analyze IAEA Planning of 2004～2005 Programme and to 

Establish Cooperation Directions with the IAEA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tilize the IAEA effectively through 

reflecting Korea's opinion fully for the planning of the Agency's 2004～2005 

Programme.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study first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IAEA Programme and 

Budget and reviewed the issues relevant to Korea. 

Second, this study assessed the IAEA 2004～2005 Programme and drew 

up Korea's opinion for it. The official document including the opinions was 

submitted to the Secretariat. In reviewing the Programme, this study 

considered the strengths of Korea related to the Programme. Also some 

projects and CRPs, which can be lead by Korea, were proposed.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IAEA 2004～2005 Programme reflected well the technical and social 

changes and its structure seems to be proper. The budget was proposed to 

be increased over 10%, violating the zero-real growth principle. This se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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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inevitable considering the increase of safeguards activities. However,  

there should be prepared some measures to avoid rapid increase of the 

burdens of the Member States.

In the process of the planning of the IAEA 2004～2005 Programme,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emphasized. 

First, SMR activities should be given a high priority considering the high 

interest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be set up as a separate project as in 

the 2002∼2003 Programme.  

Second, more budget should be allocated for Project A.4.04(Support for 

demonstration of nuclear seawater desalination), considering the highest 

priority of the project in Program A.

Third, it's better to change the title of Subprogram C.3 to “Nuclear 

Knowledge Preservation” to stick to the original rationale of the 

subprogram. There is a need for further activities such as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nuclear school based on the result 

of the feasibility study done in 2002～2003. 

Fourth, further activities needs to be added to the Project D.2.03 for the 

efficient conversion to high density, low enriched uranium in Member 

States; for instance, review of those fuels developed in the world and 

facilitation of the effective transfer of those technologies.

Fifth, further activities needs to be added Project J.2.06 such as 

information and experience exchanges among networks, development of 

networks further into regional cooperation bod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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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연구의 배경  필요성

우리나라가 1957년 창설 회원국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 가입한 이후 IAEA의 기술지원은 기 국내 원자력 

기술의 발 에 크게 기여하 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지난 30여년 동안 

속하게 발 되어 세계 7～8 권 안에 들고 있으며, 이제 개도국을 지원할 있

는 수 으로 성숙하 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IAEA 간의 력은 기술수원 

측면이 아니라 개도국에 한 기술지원 측면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한 

IAEA에 한 재정  기여도도 커지고(회원국 가운데 12 ) 있으며, 사무국에 

진출한 정규직원의 숫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IAEA 활용을 한 새로운 방향  

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 에 있다. IAEA를 최 한 활용하기 해서는 IAEA 활

동의 기본인 IAEA 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효과 으로 반 되어야 한

다. 

IAEA는 재 2년 주기로 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다음 주기인 2004～

2005년 로그램  산을 수립 에 있다. IAEA 사무국이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을 작성하고, 로그램 산 원회(PBC: Programme and Budget 

Committee)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2003년 9월 제47차 총회에서 확정될 

정이다.

따라서 로그램 수립 과정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충분히 반 될 수 있도록 

국가 으로 종합 이고 체계 인 근이 필요하다. 우선 으로 IAEA의 재 

활동에 한 자료 확보  심층 인 분석이 필요하며, 국가 으로 IAEA에 

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한 IAEA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목표를 실 하는데 유리할 지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강 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IAEA 주요 로그램에 연계시

킴으로써 구체 인 기획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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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직 능동 으로 이러한 기획안을 제시해 본 선례가 없는 상태

이므로 체계 인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기획안 수립을 계기로 향후 이러

한 작업을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국내체제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제 2   연구의 목   내용

본 연구의 목 은 IAEA 2004～2005년 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충분

히 반 하고 향후 IAEA와의 새로운 력방향을 도출하여 IAEA를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

들을 수행하 다.

첫째, IAEA의 주요 로그램에 해 분석하고 평가하 다. 원자력 에 지, 

원자력응용, 원자력 안 , 안 조치, 기타 분야 IAEA 주요 로그램의 내용  

우리나라와의 연계사항을 검토‧분석하 다. 

둘째, IAEA 2004～2005년 로그램 안을 검토‧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검토

의견이 작성되었고, 정부를 검토를 거쳐 IAEA에 송부되었다. 로그램 검토‧분

석에 있어 IAEA 사업과 련한 우리나라의 강 이 고려되었으며, IAEA 주요

로그램별로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거나 우리나라에 유리할 로젝트, 공동

연구 등이 발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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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IAEA 로그램 개요

제 1   개 

1. 로그램의 구성

가. 로그램 내용

IAEA 로그램은 IAEA 활동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그림 2-1과 같이 

Major Programme(이하 “MP”라고 함), Programme, Subprogramme(이하 “SP”

라 함), 로젝트  활동(activities)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1  IAEA 로그램 구조

제일 상 의 MP는 체 7개(MP1～MP7)로 나 어져 있으며, 각 MP는 하

부 Programme들로 구성된다. Programme은 A, B, C 순으로 이름이 주어지고 

있으며, 각 MP에 따라 하부 Programme의 숫자는 다르다. Programme은 다시 

하부 SP들로 구성된다. SP는 A.1, A.2와 같이 Programme 이름에 일련번호를 

붙여 이름이 주어지고 있으며, 각 Programme에 따라 SP의 숫자는 다르다. SP

는 다시 하부 로젝트들로 구성된다. 로젝트는 A.1.01, A.1.02와 같이 SP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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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에 일련번호를 붙여 이름이 주어진다. 일반 으로 출 되는 IAEA 로그램 

 산서에는 로젝트 수 까지 명시되고 있다.

일반 으로 로젝트는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한 활동들로 구성된다. 그러

나 일부 반복(recurrent) 성격의 활동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할 수 없는 경

우도 있다. 궁극 으로 IAEA 로그램에 한 검토는 최 하부에 있는 로젝

트와 활동에 한 검토를 포함해야만 그 의미를 다 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산

IAEA 산은 다음과 같이 3원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 정규 산(Regular Budget) : 회원국 체를 한 기구 활동에 소요되는 

산으로서 회원국의 정규분담 으로 충당

• 기술 력자  (TCF: Technical Cooperation Fund) : 특정 회원국과의 

기술 력사업에 소요되는 산으로서 회원국의 자발 기여 으로 충당

• 특별기여 산 : 회원국의 필요로 따라 IAEA에 기여하는 특별기여 으로 

충당되는 산으로서 부분 사용처를 구체 으로 명시

일반 으로 IAEA 로그램  산에서는 각 활동에 소요될 산을 취합하

여 로젝트 단 까지 산이 명시되고 있다. 정규 산과 기술 력자 은 로

그램 수립 과정에서 그 규모를 망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특별기여 산은 미

리 산정하기가 곤란하다. 이에 따라 로그램 수립시에 필요하지만 산이 반

되지 못한 활동을 CAURBs(Core Activities Unfunded in the Regular 

Budget)로 구분하여 로그램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특별기여나 

산 감으로 산이 추가 확보되는 경우 수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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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램 수립 차

가. 수립 단계

IAEA 로그램은 2년 주기로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주기의 

로그램 수립은 시행년도 3년 부터 시작하여 시행 년도에 개최되는 총회

에서 승인됨으로써 최종 완결된다. 로그램 수립은 사무국이 안을 제출하고 

이에 해 회원국이 검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체 으로 다음 세 단계를 

거치고 있다. 

① 로그램에 한 일반  방침과 새로운 방향 수립

② MP에서 로젝트까지 상세한 로그램 안 수립 

- 자세한 목 , 산출물, 성과도 지표뿐만 아니라 SP까지 추진 필요성, 

변화, 추세 등을 기술

- 로젝트의 주요 산출물과 기간  우선순  포함

③ 자세한 재원  산 제안서를 포함한 로그램 안 수립

각 단계마다 사무국의 안 제출  회원국의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 회원국

의 의견은 서면, 계획 산 원회(PBC: Programme and Budget Committee)  

이사회 회의에서의 발언, 사무국과의 개별  등을 통하여 사무국에 달될 

수 있다. 

나. 우선순  기

한정된 산을 가지고 IAEA 로그램을 수립하기 해서는 어떠한 활동들

을 우선 으로 포함시킬지 우선순 가 있어야 한다. IAEA 로그램 수립에 있

어서의 우선순 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용되고 있다. 

첫째, IAEA 헌장상에 규정된 IAEA의 의무와 법  책임에 합당한 활동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가장 기본 인 기 으로서 이에 합당하지 않은 활동은 우선

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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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사회  총회가 결정한 사항인가 하는 것이다. 이사회  총회는 매 

회의시 논의를 거쳐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IAEA 로그램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결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셋째, 회원국들이 우선 으로 제기한 사항인가 하는 것이다. 이사회나 총회

에서 결의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회의에서나 서면을 통하여 회원국들이 

제기한 사항들은 우선순 가 높아야 할 것이다.

넷째, 상설  기타 자문/검토그룹들이 권고한 사항인지 하는 것이다. IAEA

는 여러 개의 사무총장 상설자문그룹(Standing Advisory Groups), 기술작업단

(Working Groups) 등을 운 하고 있는데 이들이 권고하는 사항들은 우선순

가 높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로그램 평가단의 결론  권고사항인가 하는 것이다. IAEA는 각 

분야별로 로그램 평가단을 운 하고 있다. 이들이 권고하는 사항들은 우선순

가 높아야 할 것이다. 

산은 한정되어 있고, 회원국의 심들은 여러 갈래로 나 어질 수 있기 때

문에 이러한 우선순  기 은 로그램 수립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 2   IAEA 로그램 황

IAEA 로그램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사회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힘들다. 이에 따라 이 에서는 

2002～2003년 로그램 황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1. 개 

2002～2003년 로그램은 표 2-1과 같이 7개 MP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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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IAEA 2002∼2003년 Major Programme

MP 제   목 산하 로그램

1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A, B, C, D

2
Nuclear Techniques for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E, F, G, H, I

3 Nuclear Safety and Protection Against Radiation J, K, L

4 Nuclear Verification and Security of Material M, N, O

5 Information Support Services P, Q, R, S

6
Manage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T

7 Policy and General Management U, V, W

IAEA 2002년도 정규 산은 약 2억 4,511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각 MP별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2-2와 같다. 체 으로 원자력 이용 증진활동(MP1, 

MP2, MP3, MP4, MP6)에 41%, 평화  이용 검증활동(MP4)에 38%, 행정활동

(MP7)에 21%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림 2-2  IAEA 2002년도 정규 산 분포 황

총 $245,107,000

MP1
8% MP2

11%

MP3
8%

MP4
38%

MP5
8%

MP6
6%

MP7
21%

MP1
8% MP2

11%

MP3
8%

MP4
38%

MP5
8%

MP6
6%

MP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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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jor Programme별 황

가. 원자력 과학  기술 (MP1)

MP1은 원자력 발 , 핵연료주기, 경제성 평가 등 원자력 에 지 이용과 

련된 활동과 원자력 과학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2002～2003년 MP1은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Programme으로 구성되어 있다. 

• A : 원자력 발  (Nuclear Power)

• B : 핵연료주기  물질 련 기술 (Nuclear Fuel Cycle and Material 

Technologies)

• C :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분석 (Analysis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 D : 원자력 과학 (Nuclear Science)

(1) Programme A :  Nuclear Power

Programme A는 원자력 발 과 련된 활동들로서 2개의 SP로 구성되어 있

으며, 산하 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순 는 SP 내의 순 를 말하며,  

T1은 공동 1 를 의미한다.

PRJ. 제  목 기간 순

A.1. Engineering and Management Support for Competitive Nuclear Power

A.1.01
Support to Member States in strengthening national 
nuclear power infrastructure

'02-'03 3

A.1.02
Guidance on proven practices for improving nuclear 
power plant performance and competitiveness

'02-'03 T1

A.1.03
Guidance 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practices 
for optimization of nuclear power plant service life 
including decommissioning

'02-'03 T1

A.1.04
Maintenance of databases to support optimization 
of nuclear power plant performance, service life 
and infrastructure

반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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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Nuclear Power Technology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A.2.01
Requirements and prospects for innovative small 
and medium sized reactors (SMRs)

'02-'04 T1

A.2.02
Technology advances in water cooled reactors for 
improvement of reliability, economics and safety

'02-'05 5

A.2.03
Technology advances in fast reactors and 
accelerator driven systems (ADS) for actinide and 
long lived fission product transmutation

'02-'05 3

A.2.04
Support for demonstration of modular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s

'02-'06 4

A.2.05
Support for demonstration of nuclear seawater 
desalination

'02-'05 T1

(2) Programme B :  Nuclear Fuel Cycle and Material 

Technologies

Programme B는 선‧후행 핵연료주기 기술  안과 련된 활동들로서 4

개의 SP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PRJ. 제  목 기간 순

B.1. Uranium Production Cycle and Environment

B.1.01
Assessing uranium resources and projecting supply 
and demand

반복 1

B.1.02
Promoting best practices in uranium production to 
support sustainability and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s

'01-'06 2

B.2. Nuclear Fuel Performance and Technology

B.2.01
Assisting in evaluation and reduction of core and 
primary circuit materials degradation in nuclear 
power plants

'02-'05 3

B.2.02
Promoting good fuel performance in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02-'06 2

B.2.03
Harmonizing fuel qualities and utilization and 
promoting advanced technologies for power reactor 
fuel

'02-'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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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Spent Fuel Management

B.3.01
Promoting technologies and strategies and updating 
information on spent fuel management

'01-'06 T1

B.3.02
Providing guidance on good practices for long term 
storage of spent fuel

'01-'04 T1

B.4. Nuclear Fuel Cycle Issues and Information Systems

B.4.01
Improving nuclear fuel cycle technologies for 
sustainability

'02-'07 1

B.4.02 Promoting solutions of nuclear fuel cycle issues '02-'05 2

B.4.03
Maintaining and updating nuclear fuel cycle 
information systems

반복 3

(3) Programme C :  Analysis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Programme C는 주로 경제성 평가와 련된 활동들로서 2개의 SP로 구성되

어 있으며, 산하 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PRJ. 제  목 기간 순

C.1. Energy Modelling, Databanks and Capacity Building

C.1.01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conomics: 
status and trends

반복 3

C.1.02 Databanks and background information '02-'05 2

C.1.03
Development and updating of modelling tools for 
analysis and capacity building

'02-'03 1

C.2. Energy　Economy　Environment (3E) Analysis

C.2.01
Studies for decision making in the context of 
present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takings

'02-'04 T1

C.2.02
Contribution to Agenda 21 and Climate Change 
Convention

'02-'05 T1

C.2.03 Broader application of comprehensive 3-E analysis '02-'03 3

(4) Programme D :  Nuclear Science

Programme D는 핵자료, 연구로 등 주로 원자력 과학과 련된 활동들로서 

4개의 SP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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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J. 제  목 기간 순

D.1. Nuclear and Atomic Data

D.1.01 Data services, data networks and user support 반복 T1

D.1.02 Nuclear data standards and evaluation methods '02-'08 3

D.1.03
Nuclear data for radiotherapy using radioisotopes or 
external radiation sources

'02-'07 4

D.1.04 Atomic and molecular data for fusion experiments '02-'07 5

D.1.05 Data for the Th-U fuel cycle '02-'08 T1

D.1.06 Nuclear data for reactor dosimetry '02-'07 6

D.2. Research Reactors

D.2.01 Effective utilization of research reactors '02-'05 T1

D.2.02
Supporting research reactor modernization and 
promoting information exchange on innovative 
technology development

'02-'06 4

D.2.03 Providing assistance on research reactor fuel cycle '02-'06 T1

D.2.04
Facilitating transfer of know-how on 
decommissioning of research reactors and irradiated 
core materials

'02-'06 T1

D.3. Nuclear Research Facilities and Instrumentation

D.3.01 Effective utilization of accelerators '02-'05 5

D.3.02 Nuclear instrumentation maintenance '02-'05 T1

D.3.03 Improvements in nuclear instrument applications '02-'05 T1

D.3.04 Plasma physics and fusion research '02-'07 T1

D.3.05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ITER)

'02-'03 4

D.4. Maintenance of Knowledge i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D.4.01
Assessing policy and requirements for nuclear 
sci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education

'02-'03 2

D.4.02
Facilitating education, training and research in 
nuclear science and related fields

'02-'03 1

D.4.03
Maintaining knowledge in specific areas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02-'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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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  환경보 을 한 원자력 기술 (MP2)

MP2는 다음과 같이 5개의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E : 식품  농업 (Food And Agriculture)

• F : 보건의료 (Human Health)

• G : 수자원 (Water Resources)

• H : 해양  육상 환경 보  (Protection of the Marine and Terrestrial 

Environments)

• I : 물리  화학 응용 (Physical and Chemical Applications)

(1) Programme E :  Food and Agriculture

Programme E는 식품‧농업 분야에의 방사선  방사성동 원소 응용과 련

된 활동들로서 5개의 SP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PRJ. 제  목 기간 순

E.1. Soil and Water Management and Crop Nutrition

E.1.01
Development of integrated plant nutrient and water 
management practices for increasing soil fertility and 
crop yields

'01-'07 1

E.1.02
Development of soil management and conservation 
practices for sustainable crop produc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01-'07 2

E.2. Plant Breeding and Genetics

E.2.01
Induced biodiversity for breeding crops with 
increased adaptability to drought, salinity and other 
constraints

'01-'07 1

E.2.02
Identification, characterization and transfer of 
mutated genes

'01-'07 2

E.3. Animal Production and Health

E.3.01
Technologies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in small scale dairy production systems

'02-'07 2

E.3.02
Technologies for reducing risks from transboundary 
livestock diseases and those of veterinary public 
health importance

'02-'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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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 Insect and Pest Control

E.4.01
Improved procedures and capacities for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major trade related 
insect pests of crops and biological control agents

'02-'08 1

E.4.02

Enhanced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procedures for tsetse and screwworm flies through 
integration of the sterile insect technique in 
intervention campaigns

'02-'07 2

E.5. Food Quality and Safety

E.5.01
International standards and guidelines on irradiation 
as a sanitary and phytosanitary treatment for food 
and agricultural commodities

'02-'05 2

E.5.02
Analytical methods for risk analysis related to food 
safety and pesticide management

'02-'05 1

(2) Programme F :  Human Health

Programme F는 보건의료 분야에의 방사선  방사성동 원소 응용과 련

된 활동들로서 4개의 SP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PRJ. 제  목 기간 순

F.1. Nuclear Medicine

F.1.01
Applying in vivo nuclear medicine procedures in the 
management of childhood diseases, cancer, coronary 
artery disease and degenerative disorders

'00-'05 1

F.1.02

Therapeutic applications of unsealed radioactive 
sources in the management of liver cancer, thyroid 
cancer, rheumatoid arthritis and coronary artery 
disease

'00-'05 2

F.1.03

Radiopharmacology and radionuclide based in vitro 
molecular methods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neoplastic, metabolic, 
genetic and degenerative diseases

'00-'05 3

F.1.04

Development, validation and application of variou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ools for 
patient care, teaching and research in nuclear 
medicine

'99-'0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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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Applied Radiation Biology and Radiotherapy

F.2.01
Modification of radiation therapy using 
radiobiological knowledge

'94-'05 4

F.2.02 Economics of radiation oncology '01-'03 1

F.2.03
Adaptation of radiation therapy protocols to local 
conditions

'01-'05 3

F.2.04
Improvement of radiotherapy in Member States 
through training and education

반복 2

F.3. Dosimetry and Medical Radiation Physics

F.3.01
Network of Secondary Standard Dosimetry 
Laboratories

반복 1

F.3.02 Quality assurance and dose audits to end-users 반복 2

F.3.03
Research and development in radiation dosimetry 
techniques

'02-'03 3

F.3.04
Developments in radiotherapy physics quality 
assurance

'02-'03 4

F.4. Nutrition and Effects of Contaminants on Human Health

F.4.01
Applied human nutrition assessment and research 
using nuclear and isotopic techniques

반복 1

F.4.02
Study of contaminants affecting human health by 
nuclear and related analytical techniques

반복 2

(3) Programme G :  Water Resources

Programme G는 수자원 리 분야에의 방사선  방사성동 원소 응용과 

련된 활동들로서 2개의 SP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로젝트들은 다음과 같

다.

PRJ. 제  목 기간 순

G.1. Isotope Methodologies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Surface 

Water, Groundwater and Geothermal Resources

G.1.01
Development and transfer of isotope methodologies 
for groundwater management

'00-'04 1

G.1.02
Assistance to Member States for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geothermal resources

'02-'0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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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03
Development of analytical tools for dam leakage 
and reservoir sedimentation

'00-'03 3

G.1.04
Exchange of information, training and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isotope hydrology

'00-'05 2

G.2. Reference Isotope Data and Analysis for Hydrologic Applications

G.2.01
Collection and use of isotope data for precipitation 
and surface runoff

'00-'05 1

G.2.02
Strengthening Member State capability for isotope 
measurements

'01-'05 2

(4) Programme H :  Protection of the Marine And Terrestrial 

Environments

Programme H는 해상  육상 환경 보  분야에의 방사선  방사성동 원

소 응용과 련된 활동들로서 4개의 SP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PRJ. 제  목 기간 순

H.1. Measurement and Assessment of Radionuclides in the Marine 

Environment

H.1.01
Worldwide marine radioactivity studies in oceans 
and seas

'02-'05 1

H.1.02 Contamination studies in selected coastal zones '02-'05 2

H.1.03
Analytical quality control services for marine 
radioactivity studies

'01-'05 3

H.1.04
Development of methods for analysis of low 
radionuclide concentrations in the marine environment

'01-'05 4

H.2. Transfer of Radionuclides in the Marine Environment

H.2.01 Radionuclide behaviour and transfer processes '01-'03 1

H.2.02
Nuclear and isotopic applications to delineate carbon 
flux processes

'01-'05 2

H.2.03
Radiotracer applications in marine ecotoxicological 
studies

'01-'03 3

H.2.04
Impacts of naturally occurring and technologically 
enhanced radioactivity in coastal environments

'01-'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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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Monitoring and Study of Marine Pollution

H.3.01
Reference methods and analytical quality control 
services for marine pollution programmes

'02-'03 1

H.3.02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coastal 
regions and to the United Nations Inter-Agency 
Programme on Marine Pollution

'02-'03 3

H.3.03
Nuclear techniques in studies of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organometallic compounds and marine 
antifoulants in coastal environments

'01-'05 2

H.3.04
Isotopic applications in nonradioactive marine 
contaminant studies

'01-'05 4

H.4. Measurement and Assessment of Radionuclides and Nonradioactive 

Pollutants in the Terrestrial Environment

H.4.01
Agency network of laboratories for measuring 
radionuclides in the terrestrial environment 
(ALMERA)

반복 1

H.4.02
Measurement and assessment of terrestrial 
radioactivity at contaminated sites

반복 2

H.4.03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radioactive 
particles in the environment

'01-'05 3

H.4.04
Development of new radioanalytical techniques for 
naturally occurring radionuclides in the terrestrial 
environment

'02-'05 4

H.4.05
Measurement and assessment of non-radioactive 
pollutants in the terrestrial environment

'02-'05 5

(5) Programme I :  Physical and Chemical Applications

Programme I는 물리/화학 등 산업 분야에의 방사선  방사성동 원소 응

용과 련된 활동들로서 2개의 SP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로젝트들은 다음

과 같다.

PRJ. 제  목 기간 순

I.1. Radiochemical Applications

I.1.01 Radioisotope production for specific applications '01-'04 1

I.1.02
Development of educational modules in 
radiochemistry and radioanalytical procedures for 
toxicological important species

'01-'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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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03
Development of laboratory methodologies for the 
production of specific radiopharmaceuticals and 
radioimmunoassay kits

'01-'04 2

I.1.04 Analytical quality control services Ongoing 4

I.2. Radiation Processing, Radiography and Radiotracer Applications

I.2.01
Radiotracers and sealed sources for mineral recovery 
optimization and flow pattern visualization

'02-'05 1

I.2.02
Modification of polymers and remediation of 
drinking water and industrial wastewater

'01-'04 3

I.2.03
Development of procedures and standard protocols 
for radiography techniques

'02-'04 4

I.2.04 Application to landmine identification '02-'04 2

다. 원자력 안   방사선 방어 (MP3)

MP3는 다음과 같이 3개의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J : 원자력 시설안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 K : 방사선 안  (Radiation Safety)

• L : 방사성폐기물 리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1) Programme J :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Programme J는 원자력 시설안 과 련된 활동들로서 8개의 SP로 구성되

어 있으며, 산하 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PRJ. 제  목 기간 순

J.1. Regulatory Infrastructure for Nuclear Safety

J.1.01 Strengthening of regulatory body effectiveness '02-'03 T1

J.1.02 Enhancing safe regulation of research reactors '02-'05 T1

J.1.03 Event reporting and analysis for regulators 반복 T1

J.1.04
Enhancing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in South 
East Asia, Pacific and Far East countries

'02-'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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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 Development of Safety Assessment Methods and Tools

J.2.01
Updating of safety analysis and severe accident 
management

'02-'03 2

J.2.02 Developing safety management tools '02-'03 1

J.2.03
Implementing quality assurance in nuclear safety 
(CAURB)

'02-'03 3

J.3. Engineering Safety of Small and Medium Sized Reactors and New 

Nuclear Power Plants under Construction

J.3.01
Developing safety approach for small and medium 
sized reactor designs

'02-'03 T1

J.3.02
Safety of NPPs under construction with new 
features

'02-'03 T1

J.4. Engineering Safety of Existing Nuclear Installations

J.4.01 Safety aspects of ageing and obsolescence '02-'03 T1

J.4.02
Periodic safety reviews and configuration 
management

'02-'03 T1

J.4.03 External/internal events and site evaluation '02-'03 T1

J.5. Operational Safety

J.5.01 Operational safety performance '02-'03 T1

J.5.02 Operational safety experience '02-'03 T1

J.5.03 Management of safety and safety culture '02-'03 T1

J.6. Research Reactor Safety

J.6.01 Safety in design and operation of research reactors '02-'03 T1

J.6.02 Safety of research reactors under agreement 반복 T1

J.7. Safety of Fuel Cycle Installations

J.7.01 Safety standards for fuel cycle installations '02-'03 1

J.7.02
Integrated safety assessment of fuel cycle 
installations

'02-'05 2

J.8. Fostering Harmonization in Nuclear Safety

J.8.01
Meeting obligations under legal instruments on 
nuclear safety

반복 T1

J.8.02 Nuclear safety communications with the public 반복 3

J.8.03
Implementing a strategy for assistance, education 
and training in nuclear safety

'02-03 4

J.8.04 Establishing standards for safety of installations '02-03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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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gramme K :  Radiation Safety

Programme K는 방사선 안 과 련된 활동들로서 6개의 SP로 구성되어 있

으며, 산하 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PRJ. 제  목 기간 순

K.1. Radiation Safety Standards and Provisions for their Application

K.1.01
Establishing standards of radiation protection and 
safety

'02-'05 T1

K.1.02
Revising the International Basic Safety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Ionizing Radiation and for 
the Safety of Radiation Sources

'02-'05 T1

K.1.03
Promoting regulatory infrastructures for radiation 
safety

'02-'05 T1

K.1.04 Promoting quality assurance in radiation safety '02-'03 7

K.1.05
Harmonizing technical support and fostering 
information exchange

'02-'05 T1

K.1.06
Promoting education and training in radiation 
safety

'02-'05 T1

K.1.07 Rendering of radiation safety services '02-'05 T1

K.2. Safety of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K.2.01
Establishing safety standards for th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02-'05 T1

K.2.02
Appraising the application of safety standards for 
th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02-'05 T1

K.2.03
Incorporating the safety standards for th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into modal international 
regulations

'02-'05 T1

K.3. Occupational Radiation Protection

K.3.01
Developing occupational radiation protection 
guidance

'02-'05 T1

K.3.02
Operating the Information System on Occupational 
Exposure (ISOE)

'02-'05 5

K.3.03
Implementing operational health and safety 
measures on Agency premises and in its own 
operations

'02-'05 T1

K.3.04
Operating the Agency　s laboratories for 
occupational monitoring of external irradiation and 
intakes of radionuclides

'02-'05 T1



- 20 -

K.3.05
Intercomparing radiation protection monitoring 
measurements and harmonizing radiation protection 
quantities and units

'02-'05 4

K.4. Radiological Protection of Patients

K.4.01
Developing guidance for the radiological protection 
of patients

'02-'05 1

K.4.02
Assessing specific radiological protection problems 
posed by new radiodiagnostic and radiotherapeutic 
techniques

'02-'04 2

K.4.03
Worldwide surveying of radiological parameters in 
radiodiagnostic procedures

'02-'04 3

K.4.04
Promoting self-assessment and peer reviewing of 
medical services on the radiological protection of 
patients

'02-'05 4

K.5. Safety of Radiation Sources

K.5.01
Developing guidance for the safety of radiation 
sources

'02-'05 T1

K.5.02
Implementing the Action Plan on the Safety of 
Radiation Sources and the Security of Radioactive 
Material

'02-'05 T1

K.5.03

Maintaining a compendium of radiation sources and 
manufacturers, a reporting system for unusual 
events and a database for lost and found 
radioactive sources

'02-'04 4

K.5.04
Implementing an international approach for 
recovering orphan　 radioactive sources

'02-'05 T1

K.6. Nuclear and Radiation Emergencies

K.6.01

Meeting the obligations of the Early Notification 
and Assistance Conventions for the Agency　s 
response to a nuclear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

'02-'05 T1

K.6.02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liaison with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required by the Early 
Notification and Assistance Conventions

'02-'05 T1

K.6.03
Enhancing States　 preparedness for responding to 
a nuclear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

'02-'05 T1

K.6.04 Retrospectively assessing radiation accidents '02-'0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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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gramme L :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Programme L은 방사성폐기물 리와 련된 활동들로서 8개의 SP로 구성

되어 있으며, 산하 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PRJ. 제  목 기간 순

L.1. Radioactive Waste Safety Standards and Provisions for their 

Application

L.1.01 Establishing standards of waste safety '02-'05 T1

L.1.02
Providing for the application of radioactive waste 
safety standards

'02-'04 T1

L.1.03
Servicing the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02-'05 T1

L.2. Safety of Disposable Radioactive Waste: Managing Non-Reusable 

Radioactive Materials and Arranging for their Disposal

L.2.01
Developing safety guidance for the predisposal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02-'04 T1

L.2.02
Building consensus on principles and criteria for 
the safety of geological repositories

'02-'04 T1

L.2.03
Developing guidance for assuring the safety of 
near surface disposal facilities

'02-'05 T1

L.2.04
Evaluating the safety of new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pproaches

'02-'03 4

L.3. Technologies for Disposabl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L.3.01
Transferring technologies for the predisposal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02-'05 2

L.3.02
Building confidence in geological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02-'05 1

L.3.03
Transferring technologies for the near surfac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based on operating 
experience

'02-'05 3

L.4. Safety of Dischargeable Radioactive Waste: Protection of the Public 

and the Environment

L.4.01
Developing guidance for limiting discharges of 
radioactive substances to the environment

'02-'04 T1

L.4.02
Developing guidance and criteria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02-'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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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03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ondon 
Convention 1972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undertakings related to the environment

'02-'04 T1

L.5. Safety of Residual Radioactive Materials: Termination of Practices, 

Decommissioning of Installations and Restoration of Sites

L.5.01
Developing guidance and criteria for the safe 
termination of nuclear practices

'02-'04 T1

L.5.02

Developing requirements for the release into the 
public market of commodities, materials and 
equipment from areas affected by radioactive 
residues

'02-'03 T1

L.5.03
Developing guidance for the safe restoration of sites 
affected by radioactive residues

'02-'05 T1

L.6. Technologies for the Decommissioning of Installations and Restoration 

of Sites

L.6.01
Facilitating the transfer of sustainable technologies 
for decommissioning of facilities

'02-'05 1

L.6.02
Promoting technologies for restoration of 
contaminated sites

'02-'05 2

L.7. Management of Disused Sealed Radioactive Sources

L.7.01 Conditioning disused sealed radioactive sources '02-'05 T1

L.7.02
Building capacity in Member States to manage 
disused sealed radioactive sources

'02-'05 T1

L.8.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formation

L.8.01 Maintaining radioactive waste information systems '00-'03 1

L.8.02
Facilitating exchange of waste management 
information and expertise

'02-'03 2

라. 검증  물질 보안 (MP4)

MP4는 다음과 같이 3개의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M : 안 조치 (Safeguards)

• N : 물질 보안 (Security of Material)

• O :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이라크에서의 검증 (Verification in Iraq 

Pursuant to UNSC Re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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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gramme M :  Safeguards

Programme M은 안 조치와 련된 활동들로서 2개의 SP로 구성되어 있으

며, 산하 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PRJ. 제  목 기간 순

M.1. Operations

M.1.01
Inspection in States with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s

반복 T1

M.1.02
Inspection in States with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s and an Additional Protocol 
in force

반복 T1

M.1.03
Inspection in States with INFCIRC/66 type 
agreements

반복 T1

M.1.04
Inspection in States with voluntary offer 
agreements

반복 T1

M.1.05 Negotiation and liaison 반복 T1

M.1.06 Information processing 반복 T1

M.1.07 State information evaluation 반복 T1

M.1.08 Effectiveness evaluation 반복 T1

M.1.09 Operations equipment management 반복 T1

M.1.10 Sample logistics and analysis 반복 T1

M.2. Development and Support

M.2.01 Instrumentation development and field support 반복 T1

M.2.02 Computer application support 반복 T1

M.2.03 Computer systems support 반복 T1

M.2.04 Systems studies and approaches 반복 T1

M.2.05 Standardization 반복 9

M.2.06 Statistical analysis 반복 T1

M.2.07 Safeguards training 반복 T1

M.2.08
Programme and resources, including Member 
States Support Programme administration

반복 T1

M.2.09
Development of safeguards system for a large 
reprocessing plant in Japan　JNFL

‘05까지 T1

M.2.10

Development of IAEA verification regime for 
weapon origin and other fissile material specified 
by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no longer required for military 
purposes

반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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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gramme N :  Security of Material

Programme N은 물리  방호 등 물질 보안과 련된 활동들로서 2개의 SP

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PRJ. 제  목 기간 순

N.1.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Regulatory Arrangements in Member 

States to Protect and Control Nuclear Materials

N.1.01
Developing standards for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02-'05 1

N.1.02
Providing assistance for the application of standards 
for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in Member States

'02-'05 3

N.1.03
Developing norms and guidelines for nuclear 
material accountancy and control

'02-'05 2

N.1.04
Providing assistance for the application of norms 
and guides for nuclear material accountancy and 
control in Member States

'02-'05 4

N.2. Addressing Illegal Activities involving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N.2.01

Development of methodologies, technologies and 
guides for detection and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illegal activities involving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반복 1

N.2.02

Providing assistance to Member States in the 
application of methodologies, technologies and 
guides for detection of and response to illegal 
activities involving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02-'05 3

N.2.03
Provision of consolidated information on illicit 
trafficking

반복 2

N.2.04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security of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반복 4

(3) Programme O :  Verification in Iraq Pursuant to UNSC 

Resolutions

Programme O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이라크에 한 검증 활동들로서 1

개의 SP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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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J. 제  목 기간 순

O.1. Verification in Iraq pursuant to UNSC Resolutions

O.1.01
Ongoing monitoring and verification (OMV) 
operations

Ongoing T1

O.1.02 Development, support and planning Ongoing T1

O.1.03 Management Ongoing T1

마. 정보지원서비스 (MP5)

MP5는 다음과 같이 4개의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P : 홍보 (Public Information)

• Q : 정보기술 인 라  서비스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Services)

• R : 원자력 정보 자원 (Nuclear Information Resources)

• S : 컨퍼런스, 통역  출  서비스 (Conference, Translation and 

Publishing Services)

(1) Programme P :  Public Information

Programme P는 홍보와 련된 활동들로서 4개의 SP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PRJ. 제  목 기간 순

P.1. Internet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P.1.01 WorldAtom 반복 1

P.1.02 Web site development 2 years 2

P.2. Media Relations

P.2.01 Media understanding 반복 1

P.2.02 Emergency communications 1 yea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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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Outreach to Civil Society

P.3.01 Outreach through regional activities 2 years 1

P.3.02 Outreach through systematic dialogue 반복 2

P.4.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ion

P.4.01 Printed materials 반복 1

P.4.02 Audio-visual materials 반복 2

(2) Programme Q :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Services

Programme Q는 정보기술 인 라  서비스와 련된 활동들로서 3개의 SP

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PRJ. 제  목 기간 순

Q.1.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Q.1.01 Direction 반복 1

Q.1.02 Information management planning 반복 2

Q.1.03 Information management standards 반복 3

Q.2.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Q.2.01 Network cabling renewal 2 or 4 년 2

Q.2.02 Central IT infrastructure and related services 반복 1

Q.3. Information Systems Support

Q.3.01
Development, integration and support of 
Agency-wide systems

반복 2

Q.3.02 Data and database administration 반복 1

Q.3.03 Programme specific services 반복 3

(3) Programme R :  Nuclear Information Resources

Programme R은 원자력 정보 DB  도서 과 련된 활동들로서 2개의 SP

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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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J. 제  목 기간 순

R.1 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

R.1.01 Database production and NCL collection 반복 1

R.1.02 Development projects '02-'03 2

R.1.03 Support and services 반복 3

R.2 Library Services

R.2.01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the libraryꡑs 
collections

반복 T1

R.2.02 Provis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반복 T1

(4) Programme S :  Conference, Translation and Publishing 

Services

Programme S는 컨퍼런스, 통역  출  서비스와 련된 활동들로서 5개의 

SP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PRJ. 제  목 기간 순

S.1 Direction

S.1.01 Direction 반복 1

S.2. Conference Services

S.2.01
Meetings of the Policymaking Organs and in the 
framework of Treaties, Conventions and 
Agreements

반복 T1

S.2.02 Scientific and technical meetings 반복 T1

S.3. Translation Services

S.3.01
Translation of Policymaking Organs and 
programme related documents for Member States 
and the Secretariat

반복 1

S.3.02
Production and translation of summary records for 
Policy-making Organs meetings

반복 2

S.3.03 Translation of other documents 반복 3

S.3.04 TRADOS Workbench '02-'03 T4

S.3.05 Development of a centralized terminology database '02-'03 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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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 Publishing Services

S.4.01 Editing and production 반복 1

S.4.02 Sales and promotion 반복 2

S.4.03 Nuclear Fusion Journal 반복 3

S.5. Printing Services

S.5.01 Reproduction of documents 반복 1

S.5.02 Distribution of documents 반복 2

바. 개발을 한 기술 력 리 (MP6)

MP6는 1개의 로그램(Programme T)로 구성되어 있고, Programme T는 

기술 력사업 리와 련된 활동들로서 2개의 SP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PRJ. 제  목 기간 순

T.1. Programme Planning and Co-ordination

T.1.01 Overall management and co-ordination 반복 T1

T.1.02 Concepts and planning 반복 T1

T.1.03 Programme coordination and reporting 반복 T1

T.1.04 Information technology support 반복 T1

T.2. Programm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T.2.01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for Africa

반복 T1

T.2.02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for East Asia and Pacific

반복 T1

T.2.03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for West Asia

반복 T1

T.2.04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for Europe

반복 T1

T.2.05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for Latin America

반복 T1

T.2.06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interregional programme

반복 T1

T.2.07 Field procurement 반복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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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책  일반경  (MP7)

MP7은 다음과 같이 3개의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U : 경 , 정책 결정  조정 (Executive Management, Policy-Making 

and Co-Ordination)

• V : 행정  일반 서비스 (Administration and General Services)

• W : 감사  평가 (Oversight and Evaluation)

(1) Programme U :  Executive Management, Policy-Making and 

Co-Ordination

Programme U는 경 , 정책 결정  조정과 련된 활동들로서 4개의 SP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PRJ. 제  목 기간 순

U.1. Executive Management

U.1.01 Executive management 반복 1

U.1.02 External relations 반복 T2

U.1.03 Policy co-ordination and support 반복 T2

U.2. General Management and Programme Co-ordination

U.2.01 General management 반복 1

U.2.02 Programme planning and monitoring 반복 2

U.2.03 Management policy and standards 반복 3

U.3. Services for Policy-making Organs

U.3.01
Servicing meetings of the Board of Governors and 
General Conference

반복 T1

U.3.02 Planning for meetings of the Policy-making Organs 반복 T1

U.4. Legal Activities

U.4.01
Legal services to Policymaking Organs and the 
Secretariat

반복 T1

U.4.02
Implementation of legal aspects of conventions for 
which the Director General is the Depositary

반복 T1

U.4.03 Legal services to Member States 반복 T1

U.4.04 Inter-Agency legal matters 반복 T1



- 30 -

(2) Programme V :  Administration and General Services

Programme V는 행정  일반 서비스와 련된 활동들로서 4개의 SP로 구

성되어 있으며, 산하 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PRJ. 제  목 기간 순

V.1. Financial Management

V.1.01 Direction 반복 T2

V.1.02 Budgeting, accounting, control and reporting 반복 T2

V.1.03 Payment processing and Treasury 반복 1

V.1.04 Financial systems support 반복 T2

V.2. Personnel Management

V.2.01 Direction 반복 T1

V.2.02 Human resources planning and control 반복 T1

V.2.03 Recruitment 반복 T1

V.2.04 Staff administration 반복 T1

V.2.05 Personnel management information 반복 T1

V.2.06 Training and development 반복 T1

V.2.07 Staff Council 반복 T1

V.2.08 Medical Service 반복 T1

V.3. General Services

V.3.01 Direction and coordination 반복 T1

V.3.02 Building management services 반복 T1

V.3.03 Procurement and supply services 반복 T1

V.3.04 Technical and engineering services 반복 T1

V.3.05
Archival, records management and communications 
services

반복 T1

V.3.06 Administrative support services 반복 T1

V.3.07 Operation of the Commissary 반복 T1

(3) Programme W :  Oversight and Evaluation

Programme W는 감사  평가와 련된 활동들로서 3개의 SP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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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J. 제  목 기간 순

W.1. Internal Audit and Investigation

W.1.01 Audits, reviews and investigation 반복 1

W.1.02 Training on controls environment 반복 2

W.1.03
Participation in Agency systems development and 
management improvement

반복 3

W.1.04 Develop compliance test reports 반복 4

W.2. Programme Performance Assessment and Evaluation

W.2.01 Programme performance assessment 반복 1

W.2.02 Programme evaluation 반복 2

W.3.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Evaluation

W.3.01 Thematic, country and project evaluations 반복 1

W.3.02
Assistance to Member States and training of staff 
in monitoring and evaluation

반복 2

W.3.03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management 
process evaluations

반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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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IAEA 2004∼2005년 로그램 분석  검토

제 1   개  

1.  검토의 배경  목

제2장에서 살펴본 로그램 수립 차와 같이 IAEA 2004∼2005년 로그램 

 산 수립작업은 2002년도 부터 시작되었다. 2002년 1월 개최된 PBC 

(Programme and Budget Committee) 비공식회의에서 IAEA 2004∼2005년 

로그램 수립의 기본방향을 사무국이 제시하여 이에 한 토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서면으로 기본방향에 한 회원국의 검토의견을 수렴하 다.

이를 토 로 사무국은 2002년 7월 산이 첨부되지 않은 2004∼2005년 로

그램 안(이하 “7월 안”이라 함)을 회원국들에게 제시하고, 회원국들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 다.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검토의견을 반 하여 2002년 12월 

산이 첨부된 로그램 안(이하 “12월 안”이라 함)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7월 안”을 심으로 로그램의 내용에 해 집 인 검

토가 있었으며, “12월 안”이 나온 뒤 로그램 산에 한 검토가 이루어졌

다. 이러한 검토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검토의견이 작성되어 IAEA 사무국에 

통보되었다. 

이제까지와는 다르게1)  우리 정부가 IAEA 2004∼2005년 로그램  산을 

본격 으로 검토하게 된 목 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IAEA에 한 우리나라의 정책 ‧외교  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하여 IAEA 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의견을 최 한 반 하는 것이다. IAEA에 

한 정책 ‧외교  목표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상 제고, 원자력 기

술 수출을 한 진기지 확보, 원자력 안 성  핵 투명성 확보, 원자력의 경

제성 홍보  국민이해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하여 IAEA 2004∼2005

1) 이제까지는 IAEA 로그램  산에 본격 이고 심층 인 검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로그램을 심층 으로 검토할 동기가 부족했고, 한 검토할 능력  여력이 

부족했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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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로그램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연구개발 장기계획 등 우리나라

가 주도하는 사업을 최 한 반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선

진국 수 에 도달해 있고 IAEA에 한 재정  기여도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의견이 반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IAEA 내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IAEA 로그램에 한 

극 인 의견 개진을 통하여 IAEA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IAEA 로그램에 해 극 인 

의견 개진을 했다기보다는 일반 인 코멘트만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극

인 의견 개진을 해야만 실질 인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2)

2. 검토 경과

가. IAEA 로그램 기획자문단 구성 

IAEA 로그램은 원자력 발 , 핵연료주기, 원자력 응용, 원자력 안 , 안

조치 등 범 한 분야에 걸쳐 수립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견이 제 로 반

되기 해서는 각 분야 문가들의 심층 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표 3-1과 같이 국내 련 문가로 기획자문단을 구성하 다. 

기획자문단은 IAEA Major Programme별로 분과를 두어, 련된 기 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 IAEA 2004∼2005년도 로그램 안 검토

• IAEA 2004∼2005년도 로그램에 반 시킬 우리나라의 기획(안) 작성 

• 우리나라 기획(안)을 IAEA 로그램에 효과 으로 반 시킬 략 수립

2) 로서 일본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재정 으로 IAEA 두 번째 최고 기여국인 일본도 

기에는 IAEA 로그램 등에 한 심층 인 코멘트가 부족해 IAEA 내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재 일본은 IAEA 모든 안에 해 심층 이고 실질 인 

코멘트를 하고 있어 사무국이나 회원국들이 일본의 치를 살피는 처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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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IAEA 2004～2005년 로그램 기획자문단

분과 분과 원 소속  직  (2002년 8월 당시)

총  오근배 KAERI 정책연구 장

원자력 에 지 장문희 KAERI 동력로기술개발 장

" 장 균 KHNP 발 처 발 총 장

" 송명재 KHNP NETEC 연구개발실장

원자력 응용 박경배 KAERI 하나로이용연구단장

" 채종서 원자력병원 사이클로트론응용연구실

" 오성종 농 진흥청 국제 력담당 실

원자력 안 이종인 KINS 안 규제부장 

안 조치 최 명 KAERI 원자력통제기술센터장

기  타 이 석 KAERI 외정책연구실장

나. 자문회의 개최  검토

기획자문단은 총 2차례의 자문회의를 개최하 으며, 검토의견  자문내용을 

별도로 제출하 다. 

기획자문단 제1차 회의는 2002년 8월 28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최되었

다. 이 회의에서는 IAEA 로그램 기획자문단 구성  향후 운 방안이 논의

되었고, IAEA 사무국이 작성한 2004∼2005년 로그램 안 내용  우리나라

의 근 방향 등이 토의되었다. 각 자문 원은 로그램 안을 각자 검토하여 

총  분과에 제출하기로 하 다.

기획자문단 제2차 회의는 2002년 11월 21일 서울교육문화회 에서 개최되었

다. 이 회의에서는 각 자문 원들이 제출한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2004∼2005년 

로그램에 한 우리나라의 검토의견 안이 발표되었고 이에 한 토의가 진

행되었다. 자문회의 결과와 과학기술부와의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검토의견 최

종안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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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AEA 내에서의 로그램 논의 경과

가. 2001년 12월

사무국은 2004∼2005년 IAEA 로그램에 한 최  계획안을 2001년 12월

 작성하 다. 그리고 2001년 12월 7일 사무국은 작성한 기획안(Planning for 

the Programme and Budget 2004∼2005)3)을 회원국에 회람하 다. 이 기획안

은 각 로그램별로 2003년까지 상되는 성과와 2004∼2005년 로그램을 

한 제안내용(각 로그램별로 성과도 평가 지표 포함)을 포함하 다. 

나. 2002년 1월 PBC

2002년 1월 21일 개최된 PBC 회의는 사무국이 2004-2005 로그램 추진 방

향에 한 설명을 심으로 논의하 다. 

(1) 사무차장의 설명

Waller 사무차장은 결과 심 근(result-based approach) 제도는 2002～2003

년 로그램 수립시 최  반 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

로 이번 계획에 더욱 개선하고자 함을 설명하 다. 한 향후 일정은 ① 로그

램의 일반  방향 설정, ②MP별 상세 계획서 작성, ③상세 산 내역이 포함된 

체 로그램  산서 작성 등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안에 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1월말까지 서면으로 받아 수정된 기획서를 작성하여 3월 이

사회에 상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3월 이사회의 결과를 반 하여 5월에는 MP별 

목 , 결과, 성과지표, 사업별 우선순  등이 기재된 상세 계획서를 작성한 후 

7월 부터 회원국들과 의해 나아갈 계획임을 설명하 다.4)  이와 같은 의후 

2002년 12월 까지 2004～2005 체 로그램  산서를 발간할 계획임을 언

하고 동 문서는 2003년 5월 PBC, 6월이사회  9월 총회를 거쳐 확정될 

3) 2001/Note 28.

4) 그결과 2002년 5월 PBC회의에서는 2003년 산만 다루고 2004-2005 로그램에 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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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을 지 하 다. 

(2) 각국 입장

일본은 MP별 상 결과  평가지표에 해서 보다 구체 으로 제시할 것

을 요구하고, 연계 역 활동은 MP간 사업조정을 강화함으로써 여가야 함을 

강조하 다. 추가의정서는 안 조치 활동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증

하는 것이므로 추가 산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면서 통합안 조치와 련된 

비일정이 차질없기를 당부하 다.5)  한 제시된 산안에 한 감 여지가 

많은 바 지속  노력을 지 하 다.

독일은 MP 구조가 2002～2003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로그램 

산도 명목제로성장(ZNG: zero-nominal growth) 원칙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

이었다. 평가지표 개발시 국제 기구 유사 사업의 경우를 참고하고 미래형 원자

로  핵연료주기사업(INPRO)의 요성을 강조하 다. 

우리나라는 연속성 차원에서 MP 구조를 2004～2005 로그램에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재 진행 인 사업  2004～2005년 로그램 이 에 종료되

거나 TC 사업을 통해 기술이 이 이루어져 더 이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사업에 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 다. 연계 역 도입으로 MP간 조정이 도움이 

될 것이나, 이를 해서는 사무국에서 조정 메커니즘을 우선 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지 하 다. 한 MP별 평가지표에 정성  지표가 포함되기를 희망하

다. 

다. 2002년 3월 이사회

사무국은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된 문서(GOV/2002/3)를 2003년 3월 

이사회에 보고하 다. 부분의 국가들이 1월 안에 비해 성과지표 정의가 개

선되었고 연계 역 분야에 한 설명이 구체화되었다고 평가하 다. 스페인

(EU 표)은 IAEA에서 사용하는 통화를 유로화로 단일화할 것을 제의하 고 

5) 사무국은 세부 차 마련이 2003년말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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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여 미국과 일본은 유로화 통일에 따른 부정 인 향을 검토해 보아

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 다. 회의 결과, 이사회는 제출된 IAEA 2004∼2005 

로그램 기획 방향 안에 따라 로그램 산을 수립해 나가는데 동의하 다. 

라. 2002년 7월 자문회의

사무국은 각 로그램별로 상세한 로그램 제안서(2002/Note 18-19)를 작성

하고 이를 2002년 7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회원국 의견을 청

취하 다. 2002년 7월 2일 배포된 문서(2002/Note 20)는 각 로젝트와 활동의  

지속여부  종료에 한 정보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에 한 정보를 포함하

다. 자문회의는 7개 주요 로그램과 이들의 수행 근거, 성과물과 2002～2003년

과 비교한 우선순  변화 등을 논의하 다. 

마. 2003년 5월 PBC

2003년 5월 5일 개최된 PBC는 “기구의 2004～2005 로그램  산

(안)”(GOV/2003/1, Corr.1)과 그 수정안인 “변화  비용 조정”(GOV/2003/1/ 

Mod.1)을 가지고 논의하 다. 그러나 회원국의 확 에 따라서 기구의 재원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회원국들과  단계에서 제로실질성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회원국들의 립으로 합의하지 못하 다. PBC는 6월 이사회 

이 까지 비공식 의를 지속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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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2004～2005년 로그램 안의 주요 내용

1. 개 

가. 로그램 내용

2004∼2005년 로그램 안은 2002～2003년 로그램 구조를 그 로 따르

고 있다. 2004～2005년 로그램은 표 3-2와 같이 7개 MP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  IAEA 2004∼2005년 Major Programme

MP 제   목 산하 로그램

1 Nuclear Power, Fuel Cycle and Nuclear Science A, B, C, D

2
Nuclear Techniques for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E, F, G, H, I

3 Nuclear Safety and Security J, K, L, M

4 Nuclear Verification N, O

5 Information Support Services P, Q, R, S

6
Manage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T

7 Policy and General Management U, V, W

MP 차원에서 2002～2003년 로그램과 차이가 나는 은 물질 보안과 련

된 Programme이 MP4에서 MP3로 이 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9.11 테러 

이후 물질 보안 문제가 안 문제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을 고려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차이 은 MP간의 연계를 통해 수행되는 연계 역(cross-cutting 

areas)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계 역이란 환경 보 , 품질 보증, 지식 

리, 연구로 분야 등 한 MP에서의 활동만으로는 그 목 을 달성할 수 없고 여

러 MP에서의 활동이 수행되어야만 목 이 달성되는 분야를 말한다. 2004∼

2005년도 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연계 역을 규정하고 각 MP간의 연계활동을 

하여 필요한 메커니즘( 련 스태 의 역할  책임 정의)이 구축되었다. 

로젝트간 우선순  설정에 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 하여 그동안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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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만 로젝트간 우선순 를 설정하던 것을 Programme 산하의 모든 로

젝트간에 우선순 를 설정하 다.

나.  산

2004∼2005년도 정규 산(12월 안)은 표 3-3과 같이 2003년도 비 11～

12% 증가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이는 이제까지 IAEA가 지켜온 산의 실질

제로성장(ZRG: Zero-Real Growth) 원칙을 탈피한 것이다. 이는 안 조치 분야

의 활동 증 에 따라 ZRG 원칙을 지킬 경우 IAEA의 임무 달성이 불가능하다

는 사무국의 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3-3  IAEA 2004∼2005년 로그램 12월 안의 산 배정 내용

MP

2003년 2004년 2005년

산
(천$)

총액
비율(%
)

산
(천$)

총액
비율(%
)

증가율
(%)

산
(천$)

총액
비율(%
)

증가율
(%)

MP1 18,987 7.7 20,782 7.6 9.5 20,702 7.5 9.0 

MP2 27,768 11.3 29,234 10.7 5.3 30,035 10.9 8.2 

MP3 20,849 8.5 24,131 8.9 15.7 24,068 8.7 15.4 

MP4 89,332 36.5 108,490 39.9 21.4 110,874 40.3 24.1 

MP5 21,944 9.0 22,624 8.3 3.1 22,624 8.2 3.1 

MP6 15,216 6.2 15,536 5.7 2.1 15,489 5.6 1.8 

MP7 50,941 20.8 51,308 18.9 0.7 51,308 18.7 0.7 

총 계 245,037 100.0 272,105 100.0 11.0 275,100 100.0 12.3 

2004년 MP3 산은 15.7%, MP4 산은 21.4% 증가하여, 2003년도 MP별 

산 구성비율과 비교할 때 2004∼2005년 MP3와 MP4의 비율이 폭 증 되

었다. MP4에서 물질보안 련 로그램이 MP3로 이 한 것을 고려하면 안

조치 분야의 산이 더욱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안 조치 분야의 산 증 에 하여 다른 MP 산도 증가하고 있으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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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비율은 상 으로 어들고 있다. 다른 MP 산 에서는 MP1 산 증

가율이 가장 높아 2004년 9.5%를 기록하고 있다.

2. Major Programme별 주요 변화  내용

가. 원자력 발 , 핵연료주기  원자력 과학 (MP1)

(1) 주요 내용

MP1은 지속가능한 에 지 개발을 해 원자력 이용의 도입  진에 심 

있는 회원국을 지원할 목 으로 운 되는 IAEA의 핵심 로그램  하나이다. 

2004∼2005년 로그램은 2002∼2003년 로그램과 비교하여 볼 때 몇 가지 변

화가 있었다. 

Programme A(원자력 발 )에서는 SP가 2개에서 4개로 증가되었다. 원자력 

발 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한 엔지니어링  경  지원에 한 SP이 

원  운  성능평가  수명주기 리 분야와 품질보증, 기술 인 라  운

요원 효율 향상 분야의 2개 SP로 분리되었다. 한 IAEA 주  하에 신 원

자력기술  핵연료주기분야에서 국제 로젝트의 활동 강화가 상되는 상황

을 반 하여 신규 SP가 설립되었다.

Programme B(핵연료 주기  재료 기술)에서는 개량  신 핵연료 주기

에 한 재료의 평가  리를 해 각기 다른 핵연료 주기  시스템으로부

터 얻은 재료의 리에 한 신규 사업을 도입하 다. 이 사업은 사용 지된 

핵잠수함으로부터 인출한 핵연료  재료의 리와, 핵연료 주기로부터 얻은 

재료의 평가를 다룰 것이다.

Programme C(지속가능한 에 지 개발을 한 역량 강화  지식 리)는 

인력의 교육, 훈련  능력개발을 다루는 원자력 지식 리에 한 신규 SP가 

추가되었다. 

Programme D(원자력 과학)에서는 국제핵융합연구 원회의 권고로 핵융합 

연구에 한 신규 SP가 추가되었다. 기존의 지식 리 SP의 일부는 Programme 

C로 이 되었고, ICTP(Abdus Salam International Center for Theore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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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s)에 한 지원만이 신규 SP로 남게 되었다. 2002∼2003년 주기와 비교

하여 종료될 활동과 신규활동을 살펴보면 표 3-4와 같다.

표 3-4  MP1 Programme별 종료  신규 활동

로 
그램

종료될 활동 신규 활동

A

∙원  인허가를 한 계측  제어 
소 트웨어 지침서

∙가동  검사 효율성 향상을 한 연구

∙원  배치  고장 리 연구

∙원  분야의 인 라 개발을 한 SAT 
(Systematic Approach to Training) 
방법론 이용지침서

∙시장경제로 환하는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원자력 발 의 인  인 라 
극복을 한 수단 규명에 한 지침서

∙ 수로용 사용자 설계요건 개발

∙원자로와 해수담수화 시스템의 연계에 
한 최 화 연구

∙훈련서비스에 한 자 
카탈로그 개발

∙발 소 수명연장비용에 
한 국제 데이터베이스 
개발

∙ 신 원자력기술 력

B

∙우라늄 매장 산(uranium deposit) 
개발  생산을 한 규제 지침서와, 
우라늄 채 (mining)  정련(milling) 
공정에 한 지침서

∙핵연료 제조 련 핵연료 의 원자로내 
거동  핵연료 거동에 한 연구

∙핵연료주기의 재료에 
한 비용  환경 향의 
분석  평가

C

∙DECADES 모델 개발. 의 
에 지수요를 만족시키기 하여 신규 
소 트웨어 개발을 통해 수행된 
DECADES 모델의 성능향상

∙원자력 지식 리를 한 
비 , 정책  략 개발

D

∙X선/γ선 기 (standards)  
핵출력(fission yield)에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로의 사용후핵연료에 한 
공 국(미국)으로의 반송 지원

∙ 라즈마-재료의 상호 
작용을 한 원자/분자 
데이터에 한 연구 력

∙개선된 원자력시설들에 
한 데이터 개발

∙잔류 응력 측정을 한 
성자 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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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

MP1에 제안된 정규 산은 2004년 20,782,000 달러, 2005년 20,702,000 달러이

다. 이는 2003년 조정 산과 비교하여 볼 때 2004년에 1,795,000 달러, 2005년에 

2004년과 거의 동일하게 증액된 것이다. 이 산은 이사회, SAGNE(Standing 

Advisory Group on Nuclear Energy), 국제핵융합연구 원회, 국제핵자료 원

회, INDAG(International Nuclear Desalination Advisory Group)  원자력발

분야의 기타 국제작업그룹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 된 것으로 수많은 회원국들

에 의해 요청된 정규 로그램의 활동들과 련이 있다.

Programme A에서는 기존 특별기여 으로 신 원자력기술에 한 활동을 

수행하기 해 60 만달러가 증액된 것을 포함하여 100만 달러 이상 증액되었

다. 나머지는 경제성  안 성 향상을 한 원자로의 기술발 , 원자력발 소

의 작업자 성능향상  원자력해수담수화 검증을 한 지원 활동들을 강화하기 

해 배정되었다. Programme B에서는 우라늄 산 개발 련 환경 향 최소화, 

원자로 핵연료의 품질보증, 품질 리  리 개선, 그리고 장기간 사용후핵연

료의 장을 한 실행지침 규정과 련된 활동들을 강화하기 해 10만 달러

가 증액되었다. Programme C의 일부분야인 지식 리에서는 약 30만 달러가 

증액되었다. Programme D에서는 연구로의 핵연료주기활동, 해체  화 

련 활동들을 강화하기 해 31.8만 달러가 증액되었다. 

(3) Programme별 내용 

(가) PROGRAMME A : Nuclear Power

A.1. Nuclear Power Plant Operating Performance and Life Cycle 

Management

A.1.01
Continuous process improvement of NPP operating 
performance

'04-'05 T1

A.1.02
Integrated NPP life cycle management including 
decommissioning

'04-'05 T1

A.1.03
Databases to support NPP performance and life 
cycle management and improving human 
performance, quality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반복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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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Improving Quality Assurance, Technical Infrastructure and Human 

Performance

A.2.01
Strengthening and harmonization of NPP quality 
assurance/quality management principles

'04-'05 T1

A.2.02
Strengthening national and regional nuclear power 
infrastructures

'04-'07 T1

A.2.03
Effective training to achieve excellence in the 
performance of NPP personnel

'04-'05 T1

A.3.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Nuclear Technologies

A.3.01
Co-ordination of R&D and Agency activities for 
innovative nuclear technologies

반복 T10

A.3.02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D for 
innovative nuclear technologies

반복 T1

A.4. Technology Developments and Applications for Advanced Reactors

A.4.01
Technology advances in water cooled reactors for 
improvements in economics and safety

'02-'05 T1

A.4.02
Technology advances in fast reactors and 
accelerator driven systems (ADS)

반복 T10

A.4.03
Technology advances for gas cooled reactors 
(GCR)

'02-'06 T1

A.4.04
Support for demonstration of nuclear seawater 
desalination

'02-'07 T1

(나) Programme B : Nuclear Fuel Cycle And Materials Technologies

B.1. Uranium Production Cycle and Environment

B.1.01
Assessing uranium resources and projecting supply 
and demand

반복 T1

B.1.02
Promoting best practices in uranium production to 
support sustainability and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s

'02-'08 T1

B.2. Nuclear Fuel Performance and Technology

B.2.01
Supporting the evaluation and reduction of core 
and primary circuit materials degradation in nuclear 
power plants

'02-'07 T6

B.2.02
Promoting good fuel performance in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02-'06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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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3
Harmonizing fuel qualities and utilization and 
promoting advanced technologies for power reactor 
fuel

'02-'06 T6

B.3. Management of Spent Fuel from Power Reactors

B.3.01
Promoting technologies and strategies for spent 
fuel management and updating information

'02-'10 T6

B.3.02
Providing guidance on good practices for long term 
storage of spent fuel

'01-'08 T1

B.4. Topical Nuclear Fuel Cycle Issues and Information Systems

B.4.01
Facilitating innovative nuclear fuel cycle 
technologies for sustainability

'02-'08 T1

B.4.02 Promoting solutions of nuclear fuel cycle issues 반복 T6

B.4.03
Maintaining and updating nuclear fuel cycle 
information systems

반복 11

B.4.04
Materials management for different nuclear fuel 
cycle options

'04-'08 T6

(다) Programme C : Capacity Building And Knowledge Maintenance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C.1. Energy Modelling, Databanks and Capacity Building

C.1.01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conomics: 
databanks on status and trends

반복 T4

C.1.02 Models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반복 T6

C.2. Energy Economics Environment (3E) Analysis

C.2.01
Economic analysis for sustainable energy system 
development

'04-'08 T4

C.2.02
Contribution to the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debate

반복 T1

C.2.03 Economic analysis services '04-'05 T6

C.3.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C.3.01
Developing policy and guidance for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within the Agency and in 
Member States

'04-'05 T1

C.3.02
Facilitating sustainable education and training in 
nuclear science and related fields

'04-'05 T1

C.3.03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of knowledge in 
specific areas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04-'05 T6



- 46 -

(라) Programme D : Nuclear Science

D.1. Atomic and Nuclear Data

D.1.01 Data services, data networks and user support 반복 T1

D.1.02 Nuclear data standards and evaluation methods '02-'08 T15

D.1.03
Nuclear data for radiotherapy using radioisotopes or 
external radiation sources

'02-'07 T11

D.1.04 Atomic and molecular data for fusion experiments '02-'07 T1

D.1.05 Data for the Th-U fuel cycle '02-'08 T1

D.1.06 Nuclear data for reactor dosimetry '02-'07 T11

D.1.07 Nuclear data libraries for advanced nuclear facilities '04-'09 T1

D.2. Research Reactors

D.2.01 Effective utilization of research reactors '02-'05 T1

D.2.02
Supporting research reactor modernization and 
promoting information exchange on innovative 
technology development

'02-'06 T1

D.2.03 Addressing research reactor fuel cycle aspects '02-'06 T1

D.2.04
Facilitating transfer of know-how on 
decommissioning of research reactors and irradiated 
core materials

'02-'06 T1

D.3. Utilization of Accelerators and Instrumentation

D.3.01 Effective utilization of particle accelerators '02-'05 T11

D.3.02 Nuclear instrumentation maintenance '02-'05 T1

D.3.03 Improvements in nuclear spectrometry applications '02-'05 T15

D.4. Nuclear Fusion Research

D.4.01 Supporting plasma physics and fusion research '02-'07 T1

D.4.02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ITER)

'04-'05 T11

D.5. Support to ICTP

나. 개발  환경보 을 한 원자력 기술 (MP2)

(1) 주요 내용

MP2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한 세계정상회담'(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논의된 5개 분야  3개 즉 물, 건강  농업 

분야에 상당한 산이 배정되었다. 한, 이 분야는 에 지수요를 만족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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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원자력 발 을 하지 않는 부분의 개발도상국이나 기타 국가들과도 직  

련이 있다.

Programme E(식품  농업)에서는 이  5개의 SP 신에 3개의 작물, 가축 

 식품안  분야 등 3개 SP로 재편되었다. 수자원에 한 요성을 인식하여, 

Programme G(수자원)에서는 수행사업의 수를 증가하는 등 활동들을 확장하여 

왔다. Programme H(해양  육상환경 보 )의 SP H.4에서는 지구환경의 개선 

략, 지구환경에서 방사성  비방사성 오염물질들의 거동  이동, 그리고 방

사능 오염 평가에 한 심의 증가로 부분 로젝트들이 개정되어 왔다. 

2002∼2003년 주기와 비교하여 종료될 활동과 신규활동을 살펴보면 표 3-5

와 같다.

표 3-5  MP2 Programme별 종료  신규 활동

로 
그램

종료될 활동 신규 활동

E

∙지표수(soil water) 측정을 한 각 
방법들의 비교 평가

∙기존 작물/바나나의 돌연변이 유도 
연구

∙지 해 유실수 병충해에 한 
연구 개발

∙가축생산시스템에 면역분석법 
(immunoassays)을 용하기 한 
방사선  효소의 연구

∙식품오염에 한 최종 제품 시험

∙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분을 함유한 작물과, 
혹독한 환경에 응하는 
작물의 규명  개발

∙ 요 양성분을 함유한 
작물의 상화 연구

∙소작농의 가축 시스템에서 
생산성 향상을 한 molecular 
methods의 활용

F

∙단두증치료(brachytherapy) 선원의 
선량측정에서 기구의 능력에 한 
연구개발

∙방사선치료의 반 인 경제성 
모델링  비용-편익 분석

∙인간의 노화  염, 바이오 
모니터로써 식물의 활용, 그리고 
수은 순환에 한 인체 향 연구

∙환경연구 련 인체에 향을 
미치는 공기오염 모니터링

`∙신형선량측정 교정 서비스의 
실행 검증  심사

∙말라리아를 염시키는 모기 
구제용 SIT 개발

∙방사선의 인체에 한 생화학 
반응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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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MP2 Programme별 종료  신규 활동 (계속)

로 
그램

종료될 활동 신규 활동

G

∙지하수 리를 한 
동 원소 용방법 
개발  시험

∙발굴한 지하수원 지도, 지하수 보호지역의 
도해(delineation)  인공 충수(artificial 
recharge)

∙물 순환에 따른 기후 변화 향의 
연구 력과 물, 탄소 순환  식물에서 
동 원소 측정법을 이용한 생태계에 한 
연구 력

∙수자원 리를 한 헬륨 동 원소 분석시설 
개발

H

∙심해   심해 의 
해양 방사능 연구

∙해양환경에서 동 원소를 이용한 기후변화 
연구

∙방사선비상사고 평가를 한 긴 처 기술 
개발

∙유해해조류의 향 완화   해산물 식품 
안 보장을 한 식별용 RI를 이용한 
독소분석법 개발

∙방사선  방사능 오염물질의 향 평가에 
한 환경결정지원 시스템의 이행을 한 
연구 력

∙환경/인간에 한 방사선피폭  향을 
정확히 측가능한 지구환경 매개변수에 
한 포  자료

I

∙치료용 방사성핵종의 발생장치 기술에 한 
연구 력

∙신진 사 경로를 추 할 수 있는 미세 
유생분자(biomolecule)의 표시를 한 새로운 
방법의 개발

∙실험  공정 제어를 한 X선 촬 기술  
디지털기술의 개발

(2)  산

MP2에서 제안된 신규  강화 활동들은 2003년 조정 산과 비교하여 볼 때 

추가 기 을 필요로 한다. MP2 정규 산은 2004년에 29,234,000 달러이고, 2005

년에 30,035,000 달러이다. 이는 2002∼2003년 산에 비해 각각 1,466,0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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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267,000 달러가 증액된 것이다. 특히, MP2 활동들에는 총회 결의안으로 확

정된 개발도상 회원국의 요구, 국제농업연구에 한 세계은행자문그룹과 함께 

수행되는 로그램 계획, 그리고 회원국 그룹에서 요청한 로그램들이 포함되

어 있다. Programme F에서는 말라리아를 염시키는 모기 구제용 SIT(Sterile 

Insect Technology) 개발과, 회원국들에게 신형 선량측정교정 서비스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Seibersdorf 선량측정실험실(Dosimetry Laboratory)의 설비 

확장을 해 69.9만 달러의 규모 산이 증액되었다. Programme E에서는 가

뭄  염분에 한 식물의 용 능력향상을 한 품종개량과, 가축 질병의 면역

력 향상을 통하여 험을 감소시키기 한 신규 활동에 33.6만 달러가 증액되었

다. Programme G에서는 회원국의 동 원소 측정 능력 강화를 해 13만 달러

가 증액되었다. Programme H에서는 방사능오염 지역의 방사선 평가 강화  

방사선치료 략 개발을 해 11.7만 달러가 증액되었다. 지뢰 탐색을 한 장비

의 장실험  신에도 10만 달러 이상의 추가 기 이 필요한 상태이다.

(3) Programme별 내용 

(가) Programme E :  Food and Agriculture

E.1. Sustainable Intensification of Crop Production Systems

E.1.01
Development of integrated plant nutrient and water 
management practices for increasing soil fertility and 
crop yields

'01-'07 8

E.1.02
Development of soil management and conservation 
practices for sustainable crop produc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01-'07 5

E.1.03
Induced biodiversity for breeding crops with 
increased adaptability to drought, salinity and other 
constraints

'01-'07 4

E.1.04
Identification, characterization and transfer of 
mutated genes

'01-'07 6

E.1.05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of crop germplasm 
with superior resource use efficiency and nutritional 
value and adapted to harsh environments

'04-'10 12

E.1.06
Improved procedures and capacities for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major trade related 
insect pests of crops and biological control agents

'02-'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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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Sustainable Intensification of Livestock Production Systems

E.2.01
Technologies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in small scale dairy production systems

'02-'06 9

E.2.02
Technologies for reducing risk from transboundary 
livestock diseases and those of veterinary public 
health importance

'02-'07 3

E.2.03
Use of molecular techniques for improving 
productivity in small holder livestock systems

'04-'10 11

E.2.04

Enhanced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procedures for tsetse and screwworm flies through 
integration of the sterile insect technique in 
intervention campaigns

'02-'07 2

E.3. Risk Analysis Methodologies and Capacity Building for Compliance 

with Food Safety Standards

E.3.01
International standards and guidelines on irradiation 
as a sanitary and phytosanitary treatment for food 
and agricultural commodities

'01-'05 10

E.3.02
Analytical methods and strengthened capacities for 
risk analysis related to food safety and pesticide 
management

'01-'07 7

(나) Programme F : Human Health

F.1. Nuclear Medicine

F.1.01
Applying in vivo nuclear medicine procedures in the 
management of childhood diseases, cancer, coronary 
artery disease and degenerative disorders

'02-'05 3

F.1.02

Radiopharmacology and therapeutic applications of 
unsealed radioactive sources in the management of 
thyroid cancer, liver cancer, joint diseases and 
coronary artery disease

'02-'07 6

F.1.03

Molecular nuclear medicine and immunodiagnostics 
in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neoplastic, metabolic, genetic and degenerative 
diseases

'02-'07 11

F.1.04 Quality assurance in clinical nuclear medicine '99-'05 15

F.1.05
Development of the sterile insect technique (SIT) 
for the control of malaria transmitting mosquitoes

'02-'08 8

F.1.06
Applying diagnostic radiology procedures in the 
management of cardiovascular, oncological and 
neurological disorders

'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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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Applied Radiation Biology and Radiotherapy

F.2.01
Modification of radiation therapy using 
radiobiological knowledge

'94-'07 7

F.2.02 Biological response of the human body to radiation '04-'08 13

F.2.03
Adaptation of radiation therapy protocols to local 
conditions

'01-'05 1

F.2.04
Improvement of radiotherapy in Member States 
through training and education

반복 10

F.3. Dosimetry and Medical Radiation Physics

F.3.01
Network of Secondary Standard Dosimetry 
Laboratories

반복 2

F.3.02 Quality assurance and dose audits 반복 5

F.3.03 Development of radiation dosimetry techniques 반복 9

F.3.04
Developments in medical radiation physics quality 
assurance

반복 12

F.4. Nutrition and Effects of Contaminants on Human Health

F.4.01
Applied human nutrition assessment and research 
using nuclear and isotopic techniques

반복 4

F.4.02
Facilitating studies of contaminants affecting human 
health by nuclear and related analytical techniques

반복 14

(다) Programme G : Water Resources

G.1. Isotope Methodologies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Surface 

Water, Groundwater and Geothermal Resources

G.1.01
Development and transfer of isotope methodologies 
for groundwater management

'00-'04 1

G.1.02
Assistance to Member States for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geothermal resources

'02-'05 6

G.1.03
Development of analytical tools for dam leakage 
and reservoir sedimentation

'00-'05 5

G.1.04
Exchange of information and training in isotope 
hydrology

'00-'05 7

G.1.05
Isotope methods for the assessment of groundwater 
sustainability

'04-'0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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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Reference Isotope Data and Analysis for Hydrologic Applications

G.2.01
Collection and use of isotope data for precipitation 
and surface runoff

'00-'05 2

G.2.02
Strengthening Member State capability for isotope 
measurements

'01-'05 3

G.2.03
Isotope methods for the study of water and carbon 
cycle dynamics in the atmosphere and biosphere

'04-'07 8

G.2.04
Development of helium isotope applications for 
water resources management

'04-'07 9

(라) Programme H : Protection of the Marine and Terrestrial Environment

H.1. Measurement and Assessment of Radionuclides in the Marine 

Environment

H.1.01
Worldwide marine radioactivity studies in oceans 
and seas

'02-'05 1

H.1.02
Contamination studies in selected coastal zones (in 
co-operation with UNESCO)

'02-'05 9

H.1.03
Climate change studies using isotopic records in the 
marine environment (in collaboration with ICTP, 
Trieste)

'04-'07 17

H.1.04
Analytical quality control services for marine 
radioactivity studies

'02-'05 8

H.1.05
Development of methods for analysis of low 
radionuclide concentrations in the environment in 
response to emergencies

'02-'05 12

H.2. Radioecological Approaches to Coastal Contaminant Problems

H.2.01
Behaviour and transfer processes of radionuclides 
and analogues

'02-'05 3

H.2.02
Nuclear and isotopic applications to delineate carbon 
flux processes

'02-'05 13

H.2.03
Radiotracer techniques to study ecotoxicological 
processes and impacts in coastal zones

'02-'05 6

H.2.04
Bioaccumulation and transfer of natural radionuclides 
arising from hydrothermal and anthropogenic 
sources in coastal environments

'02-'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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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Monitoring and Study of Non-Radioactive Marine Pollution

H.3.01
Environmental analytical chemistry in support of 
marine pollution monitoring programmes

'02-'05 4

H.3.02
Marine pollution assessment in coastal regions and 
bioresources, including support to relevant UN 
inter-agency activities

'02-'05 10

H.3.03
Nuclear techniques in studies of marine antifoulants 
in coastal environments

'01-'05 11

H.3.04
Isotopic applications in nonradioactive marine 
contaminant studies

'01-'05 16

H.4. Measurement and Assessment of Radionuclides and Nonradioactive 

Pollutants in the Terrestrial Environment

H.4.01
Agency network of laboratories for measuring 
radionuclides in the terrestrial environment 
(ALMERA)

반복 2

H.4.02
Behaviour of radionuclides in terrestrial and 
freshwater environments

'04-'08 18

H.4.03
Radiological assessment techniques for contaminated 
areas

'04-'09 5

H.4.04
Remediation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ntaminated areas

'04-'09 7

H.4.05
Application of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to 
non-radioactive contaminants for ecotoxicological 
studies

'04-'09 14

(마) Programme I : Physical And Chemical Applications

I.1. Radiochemical Applications

I.1.01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radioisotope sources 
and generators

'04-'07 1

I.1.02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and training in 
radiochemistry

'04-'08 5

I.1.03
Development, production and QA of 
radiopharmaceuticals

'04-'07 3

I.1.04 Analytical quality control services (AQCS) 반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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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 Industrial Applications and Nuclear Techniques for Demining

I.2.01
Radioisotope technology for natural resourc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04-'07 6

I.2.02
Radiation processing for superior grade polymers 
and treatment of gaseous effluents/waste water 
from industry

'04-'08 2

I.2.03
Development of procedures and standard protocols 
for industrial radiography

'04-'07 7

I.2.04 Nuclear methods for landmine identification '02-'05 4

다. 원자력 안   보안 (MP3)

(1) 주요 내용

MP3는 MP4에서 2003년에 다루어진 보안활동들을 포함하여 확 되어 왔다. 

재는 4개의 로그램 즉, 원자력시설의 안 , 방사선  수송 안 , 방사성폐

기물 리, 그리고 원자력 보안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 재편된 로그램 

구조는 안   안보에 한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가시 인 세계  제도의 

확립을 반 하고 있는바, 정부간 정에 의해 보완되는 국내외 하부구조, 세계

으로 인식된 기 과 그것들을 통합한 권고사항들, 그리고 지식  경험 공유

를 한 지역  세계 네트워크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2002∼2003년 주기와 비교하여 종료될 활동과 신규활동을 살펴보면 표 3-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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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MP3 Programme별 종료  신규 활동

로 
그램

종료될 활동 신규 활동

J

∙원  운   엔지니어링 
안 분야에서 원자력안 기 의 
개정

∙안  성능지표 개발

∙규제성능  품질경 의 
자체평가를 한 근방법의 이행 
기

∙동남아, 태평양  극동 국가의 
원자력 시설 안  향상

∙통합안 평가의 이행

∙ 신  개량 원자로 설계를 
한 안 인증시스템 조사

∙원자력 시설 안 에 한 
품질보증 이행

∙지역 안  네트워크 
로그램의 지원

K

∙ISOE(Information System on 
Occupational Exposure) 운  

∙방사선/수송 안  안에 
한 정보 교환

∙방사성물질의 해양 수송에 
한 험 평가

L
∙방사성폐기물의 임시처분, 구처분 
 원자력 시설 해체에 한 
안 기  문서 완성

∙방사성폐기물 안  안에 
한 정보 교환

M

∙원자력시설의 취약  련 
안   보안 평가

∙테러에 비한 
방사성폐기물의 보안 강화

(2)  산

IAEA의 안   보안과 련된 활동은 기구  회원국의 요한 업무이며, 

특히 9․11 테러 이후 그 요성은 꾸 히 증가하고 있다. 기존  신규활동들

의 강화는 정규 산으로부터 추가 기 을 필요로 하고 있다. 를 들면, 원자력

시설의 안 에 한 업무는 재 문가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데, 이들  

30%는 특별기여 으로 충당되는 cost-free 문가이다.

MP3에 제안된 정규 산은 2004년 24,131,000 달러이고, 2005년 24,068,000 달

러이다. 이것은 2003년에 비해 2004년에 3,282,000 달러, 2005년에 3,219,000 달

러가 증액된 것이다. Programme J에서는 원  운  안 성능  연구로 안  

분야를 심으로 재 특별기여 (cost-free 문가)으로 마련되는 직원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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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 85.5만 달러가 증액되었다. Programme K에서는 방사성물질의 수송 안

  환자들의 방사선방호 련 활동을 강화하기 해 30.3만 달러가 증액되

었다. Programme L에서는 안 기  개발을 해 기존 특별기여 으로 마련된 

직원 비용과, 핵연료주기로부터 안 하게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세

계 으로 통용되는 근방법의 개발 강화를 해 34.3만 달러가 증액되었다. 

Programme M에서는 원자력 보안의 신규  강화 활동을 해,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핵테러 비 방호 실행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고자 2003년과 비교하여 

2004년과 2005년에 178.1만 달러가 증액되었다.

(3) Programme별 내용

(가) Programme J :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J.1. National Regulatory Infrastructure for Nuclear Installation Safety

J.1.01 Strengthening national regulatory infrastructures '04-'05 T9

J.1.02
Enhancing regulatory supervision of research 
reactors

'04-'05 T9

J.1.03 Event reporting and analysis for regulators 반복 T22

J.2.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and Global Infrastructure for 

Nuclear Installation Safety

J.2.01
Harmonizing the approaches to safety standards for 
nuclear installations

'04-'05 T1

J.2.02 Promoting integrated safety evaluation '04-'05 T9

J.2.03
Project J.2.03: Implementing a strategy for
sustainable education and training in nuclear
installation safety

'04-'05 T9

J.2.04
Increasing openness and transparency in nuclear 
safety

'04-'05 T22

J.2.05
Maintaining the 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 
(INES) and information exchange on nuclear and 
radiation events (NEWS)

반복 T22

J.2.06 Supporting regional safety network programmes '04-'08 T22

J.2.07 Servicing the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반복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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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3. Use of Advanced Tools for Safety Assessment

J.3.01
Assisting in the use of advanced safety analysis 
tools

'04-'05 T1

J.3.02 Assisting in the use of safety management tools '04-'05 T9

J.3.03
Strengthening quality assurance in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04-'06 T9

J.4. Engineering Safety of Innovative and Evolutionary Reactors

J.4.01
Developing a consensus safety approach for 
innovative reactors and exploring a safety 
certification system for reactor designs

'04-'05 T9

J.4.02 Evaluating the safety of evolutionary NPPs '04-'05 T9

J.5. Engineering Safety of Existing Nuclear Installations and Site 

Evaluation

J.5.01
Enhancing the management of long term 
engineering safety of NPPs

'04-'05 T1

J.5.02
Ageing management and equipment qualification 
programmes

'04-'05 T9

J.5.03 Evaluating external/internal events and sites '04-'05 T9

J.6. Operational Safety

J.6.01 Improving operational safety performance '04-'05 T1

J.6.02 Using operational safety experience feedback '04-'05 T9

J.6.03
Strengthening management of safety and safety 
culture

'04-'05 T1

J.7. Research Reactor Safety

J.7.01
Implementing the safety enhancement plan for 
research reactors

반복 T1

J.7.02
Monitoring of the safety level of research reactors 
under agreement

반복 T9

J.8. Safety of Fuel Cycle Installations

J.8.01
Developing safety standards for fuel cycle 
installations

'04-'05 T1

J.8.02
Promoting the use of safety evaluations of fuel 
cycle installations

'04-'05 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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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rogramme K : Radiation and Transport Safety

K.1. National and Global Infrastructure Enhancement for Radiation and 

Transport Safety

K.1.01
Reviewing and approving the radiation and 
transport safety standards

반복 T1

K.1.02
Strengthening national regulatory infrastructures 
and promoting Integrated Safety Evaluations

반복 T11

K.1.03
Implementing a strategy for sustainable education 
and training in radiation and transport safety

반복 T11

K.1.04
Fostering harmonized international approaches to 
radiation and transport safety

반복 T1

K.2.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for Radiation and Transport 

Safety

K.2.01
Maintaining information and harmonizing support 
to Member States in radiation and transport safety

반복 T11

K.2.02
Communicating radiation and transport safety 
issues

반복 25

K.3. Application of Safety Standards to the Agency's own Operations

K.3.01
Appraising compliance with and maintaining 
review of the Agencyꡑs Radiation Protection Rules 
and Procedures

반복 T1

K.3.02
Operating the Agencyꡑs radiation protection 
monitoring laboratories and providing radiation 
protection services

'04-'06 T1

K.4. Occupational Radiation Protection

K.4.01
Harmonizing radiation protection requirements in 
the workplace

'04-'06 T1

K.4.02

Developing criteria for the protection of workers 
against exposure from natural sources of radiation 
(including 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s 
(NORMs))

'04-'06 T11

K.4.03
Intercomparing occupational radiation protection 
monitoring measurements and standardizing 
radiation protection quantities and units

'04-'06 T11

K.5. Radiological Protection of Patients

K.5.01
Avoiding unnecessary radiation exposures to 
patients undergoing interventional procedures using 
X-ray imaging

반복 T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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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02

Optimizing the radiation protection of patients 
undergoing radiodiagnostic procedures (including 
conventional and digital radiology and computed 
tomography)

반복 T11

K.5.03
Optimizing the radiation protection for medical 
exposures in nuclear medicine and preventing the 
misadministration of radioactive substances

반복 T11

K.5.04
Preventing accidental exposures to patients 
undergoing radiotherapeutic procedures

반복 T11

K.6. Control of Radiation Sources

K.6.01 Enhancing safety of radiation sources 반복 T1

K.6.02
Strengthening the regulatory control of radiation 
sources

반복 T11

K.7. Safety of th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K.7.01

Reviewing and revising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and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regulatory guidance

반복 T1

K.7.02
Incorporating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into modal regulatory 
requirements

반복 T11

K.7.03
Appraising national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반복 T11

K.7.04
Evaluating risk in the maritim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s

'04-'06 T11

K.8. Preparedness for and Response to Nuclear or Radiological 

Emergencies

K.8.01

Enhancing international requirements and 
strengthening national planning for preparedness 
for, and response to, nuclear and radiological 
emergencies

'04-'05 T1

K.8.02

Strengthening and operating the Agencyꡑs 
Emergency Response Centre, including liaising 
with 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and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반복 T1

K.8.03
Responding to nuclear or radiological emergencies, 
including requests by States and Parties to the 
Early Notification and Assistance Conventions

반복 T1

K.8.04
Evaluating retrospectively nuclear accidents and 
radiological emergencies, and responses to them

반복 T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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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rogramme L :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L.1. National and Global Infrastructure Enhancement for Radioactive Waste 

Safety

L.1.01 Reviewing and approving waste safety standards '04-'05 T1

L.1.02
Strengthening national regulatory infrastructures 
and promoting integrated safety evaluations

반복 T9

L.1.03
Implementing a strategy for sustainable education 
and training in waste safety

'04-'05 T9

L.1.04
Servicing the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04-'05 T1

L.2.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L.2.01 Managing radioactive waste information systems 반복 T21

L.2.02
Facilitating exchange of technica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formation and know-how

반복 T21

L.2.03
Communicating waste management issues to the 
public

반복 T21

L.3. Safety Policies and Approaches for Disposable Radioactive Waste 

Safety

L.3.01
Elaborating an internationally harmonized approach 
for removing radioactive waste from the regulatory 
system

'02-'06 T1

L.3.02
Improving the safety of predisposa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04-'05 T9

L.3.03
Developing a globally harmonized approach for the 
saf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from the nuclear 
fuel cycle

'04-'05 T1

L.3.04
Establishing a rational basis for the safe 
management of other types of radioactive waste

'04-'05 T9

L.4. Technologies for Disposabl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L.4.01
Transferring technologies for the predisposal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02-'07 T9

L.4.02
Building confidence in geological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02-'07 T9

L.4.03
Transferring technologies for the near surfac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based on operating 
experience

'02-'07 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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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 Safe Discharge of Radioactive Substances to the Environment

L.5.01
Constraining the discharge of radioactive 
substances to the environment

'04-'07 T1

L.5.02
Monitoring and maintaining an inventory of 
discharges of radioactive substances to the 
environment

반복 T21

L.5.03
Supporting international undertakings concerned 
with releases of radioactive substances to the 
environment (the London Convention, 1972)

반복 T1

L.6. Safe Management of Radioactive Residues: Decommissioning Facilities 

and Restoring Environments

L.6.01
Developing guidance and criteria for the safe 
termination of nuclear practices

반복 T1

L.6.02
Regulating and remediating environments with 
residues from 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residues (NORMs)

'02-'07 T1

L.6.02
Preparing for the remediation of environments 
affected by radioactive residues from past activities 
and events

반복 T9

L.7. Technologies for the Decommissioning of Installations and Restoration 

of Sites

L.7.01
Facilitating the transfer of sustainable technologies 
for decommissioning of facilities

'02-'07 T9

L.7.02
Promoting technologies for restoration of 
contaminated sites

'02-'07 T9

L.8. Management of Disused Sealed Radioactive Sources

L.8.01 Conditioning disused sealed radioactive sources '02-'07 T9

L.8.02
Building capacity in Member States to manage 
disused sealed radioactive sources

'02-'07 T9

(라) Programme M : Nuclear Security

M.1. Nuclear Security Information Management and Coordination

M.1.01 Nuclear security coordination 반복 T1

M.1.02 Nuclear security information 반복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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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Physical Protection

M.2.01
Developing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for 
physical protection

반복 T1

M.2.02
Developing and improving physical protection 
approaches

'04-'05 13

M.2.03
Assessment of the safety and security related 
vulnerability of nuclear installations

반복 T1

M.2.04 Advisory services for physical protection 반복 T1

M.2.05
Providing for upgraded and improved physical 
protection

반복 T1

M.2.06 Training in physical protection 반복 T1

M.3. Detection of and Response to Malicious Activities involving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M.3.01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for detection and 
response to malicious acts

'04-'05 T1

M.3.02
Improved technology and instruments for detection 
of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 in illicit 
trafficking

'04-'05 T1

M.3.03 Securing radioactive materials against terrorism 반복 T1

M.3.04
Advisory services for detection and response to 
malicious acts

반복 T1

M.3.05
Provision of training and technical support for 
detection and response

반복 T1

라. 검증 (MP4)

(1) 주요 내용

안 과 보안의 한 계를 고려하여 “물질 보안”을 MP3으로 이 함에 

따라 MP4는 안 조치 정 는 유엔 안보리에서 요구하는 평화  이용 검증에 

념할 수 있게 되었다.

MP4는 다음과 같은 보증을 제공하기 한 안 조치 체계를 확립하고 리

하는데 을 두고 있다.

∙ 면안 조치 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핵물질 용이 

일어나지 않았고 미신고 핵물질이 존재하지 않음.

∙ 부분안 조치 정 하에 있는 핵  비핵물질, 서비스, 장비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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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거나 오용되지 않음.

∙ 안 조치 하에 있는 핵보유국의 핵물질이 용되지 않음.

MP4의 우선순   하나로서 면안 조치  추가의정서를 체결한 국가에

서의 통합안 조치 이행에 특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련한 요

한 경향은 공개정보뿐만 아니라 수집된 정보의 평가  분석과 련된 업무량

이 상당히 증 되고 있다.

향후 사찰량을 증가시킬 몇몇 요인들이 있다. 를 들면, 원자로 부지 는 

다른 부지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건식 장시설의 건설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로의 사용후핵연료 이 에 한 검증활동이 증 될 것이다. 체르노

빌 원 의 해체와 련하여, 사용후핵연료의 conditioning  건식 장부지로

의 이 은 많은 사찰활동을 필요로 할 것으로 상된다. 일본핵연료주식회사

(JNFL: Japan Nuclear Fuel Limited)의 재처리 로젝트도 2004년에 hot test

가 상되는 등 요한 단계에 도달할 것이며, 상업  가동이 상되는 2005년

부터 사찰활동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한 북한이 신고한 최 보고를 검증하

기 해서도 상당한 노력이 소요될 것이며, 변환이나 농축시설과 같은 새로운 

시설에 한 사찰이 실시될 것이다.

안 조치 정이나 추가의정서의 체결추진도 본 로그램의 요한 활동 

에 하나이다. 따라서 MP4는 안 조치 정  추가의정서 체결과 이와 련된 

세미나  워크 을 개최함에 있어 련된 회원국들과의 을 강화할 것이

다. 안 조치의 이행과 통합안 조치로의 이 을 한 안 조치 개념의 개발 

 근이 주요 임무가 될 것이므로 2004～2005년 기간에 국가 차원의 통합안

조치가 더욱 개발될 것이다.

(2)  산

MP4에 한 산은 2004년에 108,490,000 달러이며, 2005년에 110,874,000 달

러로서 2003년에 비교하여 각각 1,920만 달러  2,150만 달러 증가한 것이다. 

이 로그램의 산 증액은 상기 언 한 안 조치 활동의 수요증가에서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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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는 과거 산이 배정되지 않은 CAURBs나 특별기여

으로 충당되던 장비구매  계약체결과 같은 실제 으로 요한 정규 산 조항

을 포함한다. 그리고 산 증액의 요한 부분은 새로운 안 조치 직원의 채용

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해당 부서에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공모과정을 시

작할 것이다. 증액된 정규 산의 부분은 직원 인건비와 장비구매  계약체

결 비용이다.

직원 채용비용이 높은 것은 안 조치 직원의 증가와 로그램 M에서의 직

원 채용  cost-free 직원의 임시직으로의 환 비용 등 때문이다. 정규 산에 

포함된 장비 비용은 2004년에 1,010만 달러이고 2005년에는 1,060만 달러(JNFL

과 일본혼합핵연료가공공장(JMOX: Japan Mixed OXide fuel fabrication plant) 

로젝트(2004년에 250만 달러)에 필요한 추가비용은 미포함)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2003년 수 에 비하여 정규 산 비용이 연간 약 600만 달러 증가된 것이

다. 향후 디지털 장비의 구매에 많은 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디지

털 장비는 고가이고 비 디지털 장비에 비해 수명기간이 짧으므로 1,000만 달러

의 정규 산 내에서 안 조치 장비를 리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성 상 구매비용, JNFL의 장실험실 운 비용, 추가의 정보기술 시스템 

비용  기술지원 계약비용 등을 제공하는 계약비용은 2003년에 비해 660만 달

러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비용에는 IAEA 안 조치정보시스템(ISIS: 

IAEA Safeguards Information System)을 개선하기 한 400만 달러의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MP4의 산을 비하는 과정에서 통합안 조치를 극 으로 이행하는데 

따른 이익  안 조치의 효과  개선과 같은 측면들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별기여 의 산은 미국에서의 검증활동, 3자간(IAEA, 러시아, 미국) 안

조치 활동, cost free 문가 비용  자문비용 등에 한정되어 왔다.

Programme O(UNSC 결의안에 따른 이라크의 검증)에 한 연간 산요구

는 2004년  2005년 각각 11,715,000불로 평가되었다. 이 평가액은 유엔 결의

안 1284(1999)에 따라 이라크가 유엔 검증  사찰 원회(UNMOVIC)  

IAEA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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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gramme별 내용

(가) Programme N : Safeguards

N.1. Operations

N.1.01
Verification in States with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s

반복 T1

N.1.02
Verification in States with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s and an Additional Protocol 
in force

반복 T1

N.1.03
Verification in States with INFCIRC/66 type 
agreements

반복 T1

N.1.04
Verification in States with voluntary offer 
agreements

반복 T1

N.1.05 Information processing 반복 T1

N.1.06 State evaluation 반복 T1

N.1.07 Effectiveness evaluation 반복 T1

N.1.08 Safeguards equipment implementation 반복 T1

N.1.09 Sample logistics and analysis 반복 T1

N.2. Development and Support

N.2.01 Instrumentation development and field support 반복 T16

N.2.02 IT application support 반복 T16

N.2.03 IT systems support 반복 T16

N.2.04 Systems studies and approaches 반복 T16

N.2.05 Standardization 반복 T16

N.2.06 Statistical analysis 반복 T1

N.2.07 Safeguards training 반복 T1

N.2.08
Programme and resources and Member State 
Support Programme administration

반복 T16

N.2.09
Implementation of a safeguards approach at a large 
reprocessing plant in Japan -　JNFL

Through 

2005
T1

N.2.10

Development of an Agency verification regime for 
weapon origin and other fissile material specified 
by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leased from defence programmes

반복 25

N.2.11 Implementation of safeguards at Chernobyl '04-'05 T1

N.2.12
Negotiation and promotion of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s, additional protocols thereto, 
and subsidiary arrangements

반복 T1

N.2.13 Information support for strengthened safeguards 반복 T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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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14
IAEA Safeguards Information System (ISIS) 
re-engineering

'03-'06/7 T16

N.2.15
State Systems of Accounting for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SSACs)

Recurrent T16

N.2.16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afeguards 
approach for a large mixed oxide fuel fabrication 
plant in Japan - JMOX

Recurrent T1

(나) Programme O : Verification In Iraq Pursuant To Unsc Resolutions

O.1. Verification in Iraq pursuant to UNSC Resolutions

O.1.01
Ongoing monitoring and verification (OMV) 
operations

Recurrent T1

O.1.02 Export-import operations Recurrent T1

O.1.03 Development and support Recurrent T1

O.1.04 Management Recurrent T1

마. 정보지원 서비스 (MP5)

(1) 주요 내용

MP5는 정보 서비스를 시에, 비용 효과 이고 쉽게 근할 수 있는 방법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다양한 기구 차원의 정보지원 체제를 구축하

고 있다. 정보 리  외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구 사무국이나 회원국에

게 정보를 효율 이고 효과 으로 달하는 등 고객 서비스에 주안 을 두고 

있다.

매체와의 계  외활동은 원자력 주제에 한 권  있는 정보의 확

산에 을 맞추고 일반   개인 부분에 보다 강화된 외활동을 개하

기 하여 하나의 SP로 재구성되었다. 일반 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인터넷  텔 비 과 같은 보다 효과 인 정보교환 방법들이 사용될 것이다. 

특정 목 을 해서는 특정 주제에 한 인쇄물이나 비디오 테이 의 생산이 

있을 것이고, 원자력 기술의 활용에 한 기구 로그램의 성공사례에 한 정

보가 배포될 것이며, 성공사례 분야로는 식량생산, 보건  수자원 리 등 

회원국들의 사회경제개발이 될 것이다. 기구의 웹사이트는 one-stop으로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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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포  정보와 일반 인 원자력 정보로 재구성되고 있다.

정보  의사소통 기술서비스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로 통합되었다. 원거리통신의 하부구조 유지보수  개발은 ICT 

로그램의 일부가 되었다. ICT는 회원국과 사무국 직원들의 훈련, 온라인 교

육, 녹음기록의 유지, 지식의 확산 등에서 그 활용도가 증가될 것이다. ICT의 

활용은 사무국 직원들과 회원국 당사자들간의 공동 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 시킬 것이다.

2004～2005년에 실시될 오디오나 비디오를 이용한 회의는 비용 효과 인 수

단이 될 것이다. 한 출 이나 유인물 생산에서 신 인 방법이 사용될 것이

며, 이런 방법들은 회원국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고안될 것이다.

(2)  산

MP5에 제안된 정규 산은 22,624,000 달러이다. 이는 2003년도에 비하여 68

만 달러 증액된 것이다. 그러나 UNIDO가 ICT서비스에서 탈퇴함에 따라 부족

한 비용을 충당하기 한 추가의 자 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규 산에

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3) Programme별 내용

(가) Programme P : Publ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1. Public Communications

P.1.01 IAEA public web site (WorldAtom) Recurrent 2

P.1.02 Public communication network Recurrent 3

P.2. Media Relations and Outreach

P.2.01 Media relations Recurrent 1

P.2.02 Outreach Recurrent 5

P.3. Multimedia Production and Support

P.3.01 Audiovisual information materials Recurrent 4

P.3.02 Printed public information materials Recurren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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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rogramme Q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Q.1. ICT Direction and Co-ordination

Q.1.01 Direction Recurrent 5

Q.1.02 Co-ordina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resources Recurrent 6

Q.2. ICT Infrastructure

Q.2.01
Central IT infrastructur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Recurrent 2

Q.2.02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Recurrent 1

Q.3. ICT Customer Services and Applications

Q.3.01 Service Desk Recurrent 3

Q.3.02 IT solutions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Recurrent 4

(다) Programme R : Nuclear Information Resources

R.1 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

R.1.01 INIS maintenance and quality assurance Recurrent T1

R.1.02 INIS services, partnerships and outreach Recurrent 7

R.1.03 INIS development and innovation Recurrent T1

R.1.04
INIS training, capacity building and knowledge 
maintenance

Recurrent 5

R.1.05 INIS policy and planning '04-'05 6

R.2.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R.2.01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library 
information resources

Recurrent T1

R.2.02 Provis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Recurrent T1

(라) Programme S : Conference, Translation and Publishing Services

S.1. Direction and Coordination

S.1.01 Direction Recurrent T4

S.1.02 Co-ordination of document workflows Recurrent T1

S.1.03 Maintaining a centralized customer database Recurrent 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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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04
Maintaining a centralized terminology database in 
six languages and a glossary of abbreviations

Recurrent T10

S.2. Conference Services

S.2.01
Policy-making Organs, treaties, conventions and 
agreement meetings

Recurrent T1

S.2.02 Scientific and technical meetings Recurrent T4

S.3. Translation and Language Services

S.3.01
Translation of documents for the Policy-making 
Organs and programme related documents for 
Member States and the Secretariat

Recurrent T1

S.3.02
Production and translation of summary records for 
meetings of the Policy-making Organs

Recurrent T4

S.3.03
Language services for multilingual Agency web 
sites

Recurrent T13

S.4. Publishing Services

S.4.01 Editing and production Recurrent T4

S.4.02 Sales and promotion Recurrent T10

S.4.03 Nuclear Fusion Journal Recurrent T13

S.5. Printing Services

S.5.01 Reproduction of documents Recurrent T4

S.5.02 Distribution of documents Recurrent T4

바. 개발을 한 기술 력 리 (MP6)

(1) 주요 내용

MP6는 원자력 과학  기술의 이용에 한 정당성과 개발의 필요성을 정의

하기 하여 회원국 당국자간의 주기 인 상호 력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 력

(TC: Technical Cooperation) 리의 1차  은 로젝트의 설계와 평가로

부터 이행  감시까지 로그램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기술 력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2002년 TC 략평가를 통하여 2002～2007년에 한 로그램 목 을 수립

하 다. MP6의 목 과 TC 략목표간에는 한 연계가 있어 TC 로그램 

수행의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기 (정부의 약속과 국가 우선순 의 

연계)이 TC 로젝트의 우선순  결정이나 선정에서 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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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AEA는 개발에 따른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원자력 기술의 비용 효과  이  

트 로서 인식될 것이며, 공동의 심분야에서 함께 계획하고 우선순 를 선

정함으로써 개발기구들과의 력도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 기술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한 회원국들의 제도  능력도 강화될 것이며, 기술 력은 지

역 센터의 효과  활용으로 강화될 것이다.

GOV/INF/2002/13에 요약되어 있는 TC 로그램 계획 평가와 같이 최근 수

행된 평가 권고에 따라 로그램의 품질은 더욱 개선될 것이다. 이는 특히 회원

국 CPFs(Country Programme Frameworks)의 확 와 체계 인 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TC 로그램 평가과정의 효과성에 효율성에 해서 

SAGTAC(Standing Advisory Group on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과 내부 평가자가 권고한 바에 따라 평가과정에 한 자세한 평가와 각 안들

에 한 분석이 행해졌다. 이는 합리 인 리, 이사회와 기술지원  력 원

회의 합리 인 감독기능, 그리고 력 계 증진의 기회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2)  산

MP6의 정규 산은 2004년에 15,536,000 달러, 2005년에 15,489,000 달러에 달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수치는 2003년도에 비하여 2004년도는 32만 달러 

2005년도는 27만 3천 달러가 증액된 것이다. 그러나 긴  요구조건들을 수용하

고자 직원을 채용하기 해서는 추가 기 이 필요하다. 한, TC 로그램의 

계획, 작성  이행을 한 업무량 증가와 본 로그램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직원채용 요건  업무구조의 능률화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3) Programme별 내용

(가) Programme T. Manage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T.1. Programme Planning and Co-ordination

T.1.01 Concepts and planning Recurrent T8

T.1.02 Programme coordination and reporting Recurrent T8

T.1.03 Information technology support Recurrent 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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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Programm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T.2.01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for Africa

Recurrent T1

T.2.02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for East Asia and Pacific

Recurrent T1

T.2.03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for West Asia

Recurrent T1

T.2.04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for Europe

Recurrent T1

T.2.05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for Latin America

Recurrent T1

T.2.06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interregional programme

Recurrent T1

T.2.07 Field procurement Recurrent T1

사. 정책  일반 경  (MP7)

(1) 주요 내용

결과에 기 한 경 은 모든 IAEA 로그램의 방향설정, 지원  감독에서 

기본 원칙이 될 것이다. 2002～2003년 로그램  산에 처음 반 되어 개편

된 경 체계는 계속해서 강화되었다. 상된 결과들이 효과 이고 효율  방법

으로 생산되도록 하기 하여 연계 역(crossing-cutting) 분야의 조정에 특별

한 심이 주어졌다. 계획된 일들이 의도된 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기 한 

주요 도구로서 자기평가방법이 용되었다. IAEA가 의무이행을 효과 이고 효

율 으로 하기 해 변화하고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한 한 수단으로서 변화경 로그램이 좋은 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IAEA

의 경 은 고객 서비스에 기 한 문화를 달성해야 하며, 이는 회원국의 심 

 요구와 사무국의 내부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2004년 한해 동안 IAEA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분석하고, 2004～2005년에 

행해질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기 한 기반을 확립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

다. 이 보고서는 견 리자들이 2006～2011년을 한 기 략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목 과 활동들을 정의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것이다. 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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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새롭게 산화된 경 시스템을 이행하게 됨으로써 

효율의 개선이 기 된다. 개선된 인력자원 계획은 로그램 달의 효율성을 

증 시킬 것이며, 훈련은 경 험 평가를 수행하기 하여 모든 경 단계에서

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2)  산

MP7의 2004～2005년 정규 산은 51,308,000 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수치는 2003년에 비해 36.7만 달러 증액된 것으로서 이 추가비용은 VIC 

(Vienna International Center) 보안  석면 제거비용이다. 유엔은 2001년 9월 

테러 사건이후 VIC에 추가의 보안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3) Programme별 내용

(가) Programme U : Executive Management, Policy-Making and 

Co-Ordination

U.1. Executive Management

U.1.01 Executive management Recurrent T1

U.1.02 External relations Recurrent T1

U.1.03 Policy co-ordination and support Recurrent T1

U.2. General Management and Programme Co-ordination

U.2.01 General management Recurrent T1

U.2.02 Programme planning and formulation Recurrent 11

U.2.03 Management standards, processes and procedures Recurrent 12

U.3. Services for Policy-making Organs

U.3.01
Servicing meetings of the Board of Governors and 
General Conference

Recurrent T1

U.3.02 Planning for meetings of the Policy-making Organs Recurrent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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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4. Legal Activities

U.4.01
Legal services to Policymaking Organs and the 
Secretariat

Recurrent T1

U.4.02
Implementation of legal aspects of conventions for 
which the Director General is the depositary

Recurrent T1

U.4.03 Legal services to Member States Recurrent T1

U.4.04 Inter-Agency legal matters Recurrent 10

(나) Programme V : Administration and General Services

V.1. Financial Management

V.1.01 Direction 반복 T1

V.1.02 Budgeting, accounting, control and reporting 반복 T1

V.1.03 Payment processing and treasury 반복 T1

V.1.04 Financial systems support 반복 T12

V.2. Personnel Management

V.2.01 Direction 반복 T1

V.2.02 Human resources planning 반복 T14

V.2.03 Recruitment 반복 T1

V.2.04 Staff administration 반복 T1

V.2.05 Personnel management information 반복 T12

V.2.06 Staff development and training 반복 17

V.2.07 Staff Council 반복 T14

V.2.08 Medical Service 반복 T1

V.3. General Services

V.3.01 Direction and coordination 반복 T1

V.3.02 Buildings management services 반복 T1

V.3.03 Procurement and supply services 반복 T1

V.3.04 Technical and engineering services 반복 18

V.3.05
Archival, records management and communications 
services

반복 T1

V.3.06 Administrative support services 반복 T14

V.3.07 Operation of the Commissary 반복 19



- 74 -

(다) Programme W : Oversight Services and Performance Assessment

W.1. Internal Audit and Investigation

W.1.01 Audit and investigation 반복 T1

W.1.02 Training on risk management 반복 7

W.1.03
Participation in Agency systems development and 
management improvement

반복 5

W.2. Programme Evaluation

W.2.01 Evaluation of 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반복 T1

W.2.02 Thematic evaluation 반복 T1

W.2.03
Training of Member State counterparts and staff 
in conducting selfevaluation

반복 6

W.3. Programme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Performance Assessment

W.3.01 Programme implementation monitoring 반복 8

W.3.02 Programme performance assessment 반복 T1

제 3   로그램 안 검토의견

1. 반  검토의견

가. 로그램 구조

IAEA 2004∼2005년 로그램 12월 안은 체 으로 기술 , 사회  환경 

변화를 잘 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로그램의 반 인 구조에 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2∼2003년도 로그램에서 도입된 결과지향  체제의 정착을 해 

로그램의 체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연계 역(Cross-cutting Areas)의 새로운 설정은 기구의 One-House 

Approach에 비추어 타당하고 시의 한 시도인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이러

한 분야의 활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될 것인지 보다 명확한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Programme M(원자력 보안)을 MP4에서 MP3로 이 하여 MP3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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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 안   보안"으로 개편한 것은 9.11 사태 이후 핵테러에 한 응으로 

보안 문제가 안  문제로 연계됨에 따라 바람직한 것으로 단된다.

넷째, 로젝트간 우선순 를 7월 안에서는 SP 내에서만 설정했으나, 회원

국들의 요구에 따라 12월 안에서는 Programme 내에서 설정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로 단된다. 이와 더불어 향후에는 SP간에도 우선순 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산

2004∼2005년도 정규 산은 2003년도 비 11～12% 증 되어, ZRG 

(Zero-Real Growth) 원칙을 탈피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이는 그동안 안 조

치 활동의 증가로 꾸 히 산의 증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더 이상 

ZRG 원칙만을 고수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6)  특히 9.11 테러 

이후 원자력 분야의 보안이 강화되고 안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산의 ZRG 이상 과는 불가피할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10% 이상 증가는 ZRG 원칙을 훨씬 과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통

합안 조치의 실시, 비용 감 등을 통하여 증가율을 10% 이하로 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회원국 부담을 고려하여 진 으로 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산이 12월 안과 같이 증가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정규분담

도 2003년 약 344만 달러 규모(실질분담율 1.422%)에서 2004년도에는 약 408만 

달러(실질분담율 1.5% 용)로 약 64만 달러가 증가될 것으로 상된다. 

6) 재 안 조치 분야 산의 20% 이상이 특정 회원국들의 특별기여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은 안 조치 분야 산에 한 특별기여 산이 정규 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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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jor Programme별 검토의견

본 연구에서는 Major Programme의 각 로젝트에 해 검토하 다. 여기에

서는 Major Programme별로 본 연구의 검토의견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 나

와있지 않은 로젝트에 해서는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

가. 원자력 발 , 핵연료주기  원자력 과학 (MP1)

(1) Programme A :  원자력 발  

Programme A가 원 의 품질보증, 인력 리, 신 원자로 기술 등의 업무

추가로 기존 2개 SP에서 4개 SP로 확 된 것은 세계 으로 원자력 발 의 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을 고려할 때 하며, 향후 산 배정에 있어

서도 우선순 를 두어야 할 것이다. SP A.1과 A.2는 원  운 의 효율화를 

해 필요한 분야이나, 민간 산업체 부문에서 추진 가능한 활동은 과감히 배제하

고 국제기구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에 집 해야 할 것이다.

“ 신 원자력 기술을 한 조율”이 별도의 정규 SP로 편성된  것은 신 원

자력 기술에 한 회원국들의 심을 반 한 것으로 환 할 만하다. 그러나 

2004∼2005년에 수행할 구체 인 내용이 빈약하고 사무국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GIF(Gen-IV International 

Forum)와의 조율도 필수 이므로 이에 한 구체  방안제시가 필요하다. 

2002∼2003년도 로그램에서는 별도 로젝트인 A.2.01로 편성되었던 “ 신 

소형원자로의 요건  망”(Requirements and prospects for innovative 

small and medium-sized reactors) Project가 2004∼2005년도 로그램에서는 

Project A.3.02의 한 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개도국들의 심이 증

되고 있는 소형원자로(SMR: : Small and Medium-sized Reactor) 련 활

동이 INPRO 련 활동과 혼합되어 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2002∼2003년도 

로그램에서와 같이 별도 Project( : A.3.03)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이는 

로그램 세부내역(Management Part)에 있는 Project A.3.02의 소형원자로 련 

활동들을 통합해 별도 로젝트로 독립시키면 INPRO 련 활동과 차별화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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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45차 총회 결의문 GC(45)/RES/12.A Paragraph 7에서도 기구 

산 배정시 SMR 개발에 최고 우선순 를 두도록 요청하 으므로 SMR 련 

활동의 산을 최소한 SP A.4의 산 증가비율인 15%만큼은 증액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산 증액은 우선 SMR 련 활동  산이 배정되지 않았거나 

일부분만 배정된 passive safety design option 련 활동(A.3.02의 Activities 6, 

7)에 배정하고, SMR의 특정 SMR 실증시험 설비의 공동 이용환경 조성 활동

을 추가하여 배정하여야 할 것이다. SMR 련 활동 강화는 우리나라의 

SMART 기술 개선/개량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동시에 SMART의 기술  우

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홍보 기회를 제고할 것이다.7)

Project A.1.01: Continuous process improvement of NPP operating 

performance

최근 원  평균이용율이 73%에서 90% 이상으로 상승한 미국을 심으로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 험도정보(Risk informed)｣ 활용을 통한 On-line 

Maintenance  신뢰도 증진, 정지률  고장 감소방안, 출력상승에 한 내용

이 추가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Project A.1.02: Integrated NPP life cycle management including 

decommissioning

원  수명 리가 더 포 이며 종합 인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각 분야별 세부계획이 수명 리와 직‧간 으로 연계되고, 세부 결과물이 

종합 인 수명 리 지침서 개발에 활용되어야 한다. 

｢원 수명의 통합 인 리｣ 내용이 특정 노형인 VVER에 한 활동 주로 

작성되었다. 세계 원 의 주종을 이루는 PWR 등 다른 노형에 한 수명 리 

7) 우리나라는 재 SMART의 실증을 하여 1/5로 Scale-down한 SMART-P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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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로 기술개발에 한 활동이 균형있게 반 되어야 한다. 한 원  수명연

장의 기술  근거로서 주기 안 성평가(PSR)에 한 활동이 추가 으로 필요

하다.  세계 으로 원 의 수명연장 결정이 내려지고 있거나 내려질 정으

로 있는 시 에서 수명연장 소요비용 련 국제 D/B 개발을 새로운 활동으로 

포함시킨 것은 늦었지만 한 것으로 평가된다.

Project A.1.03: Databases to support NPP performance and life cycle 

management and improving human performance, quality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PRIS(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2년 의 자

료로서 유효성이 부족하므로 데이터 입력주기를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WANO(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  INPO 제공정보와는 

차별화된 데이터 항목 개발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Project A.2.01: Harmonization of NPP quality assurance/quality 

management principles

원  ｢품질보증｣이 최고경 자의 심과 리더십을 강조하는 ｢품질경 ｣으로 

발 하는 세계 인 흐름을 반 하여 품질 요건에 한 표 화된 기 을 제시하

기 한 노력은 시의 한 것으로 단된다.

Project A.2.02: Strengthening national and regional nuclear power 

infrastructures

세계 원 사업 추진의 기술  인 라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에 지원으로

서 원자력의 역할을 정립하기 한 IAEA 차원의 노력이 히 언 된 것으로 

단된다.

Project A.2.03: Effective NPP systems and processes on high standard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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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nel performance

운 인력 확보를 해 우수한 청소년층의 원자력에 한 심을 제고하기 

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SP A.4 :  Technology Developments and Applications for Advanced 

Reactors

세계 으로 차세 원자로들이 개발되어 2010년경 완공을 목표로 건설이 추

진되고 있음에 따라 회원국들이 이들에 한 심이 증 하고 있다. 이들 차세

원자로들에 한 특성 비교를 SP A.4에 포함시킨다면 회원국들에 요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Project A.4.04: Support for demonstration of nuclear seawater desalination

Project A.4.04의 산이 2003년의 $515,000에 비해 2004년 $512,000, 2005년 

$499,000으로 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이 로젝트의 이 특정 회

원국에서의 원자력 해수담수화 실증으로 환되고 있어 TC 자 이 많이 투입

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제45차 총회 결의문 GC(45)/RES/12.A Paragraph 7에서도 기구 산 

배정시 원자력 해수담수화에 최고 우선순 를 두도록 요청하고 있고, Program 

A 내에서의 우선순 도 1 임에 비추어 산을 최소한 $50,000 이상 증액되어

야 할 것이다.

회원국의 원자력해수담수화 실증 추진은 TC 사업으로 진행될 것을 고려하

면 Project A.4.04의 활동 가운데 Activity 9(Support TC activity on national 

and interregional nuclear desalination projects monitoring, review and 

evaluation)는 매우 한 것으로 보인다.8)  그러나 이에 더해서 각 회원국의 원자

력해수담수화 실증 추진으로부터 얻어진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더 나은 근방향을 

8) 우리나라는 재 인도네시아와 SMART 해수담수화 공장 건설 타당성 평가연구를 

수행 임. 이러한 타당성 평가를 다른 회원국들과도 추진함으로써 향후 SMART 수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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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해 내는 활동(CRP 는 workshop)이 더 필요하다. 상기 증액 산은 이러한 

추가활동에 배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Programme B :  핵연료주기  재료 기술

Project B.4.01: Facilitating innovative nuclear fuel cycle technologies 

for sustainability

이 로젝트에서 말하는 신기술(innovative technologies)이 INPRO에서 추

구하는 기술을 말하는지 이와는 달리 특정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INPRO와의 연 계를 분명히 하고 필요시 로젝트 이름

을 2002∼2003년도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roject B.4.04: Materials management for different nuclear fuel cycle 

options

핵연료주기 옵션을 평가하기 해서는 그로 인한 환경 향 평가가 필수 인

바 2004∼2005년 로그램에 이와 련된 이 로젝트가 새로 추가된 것은 바

람직하다고 단된다.

(3) Programme C :  지속가능한 에 지 개발을 한 분석  능력 

구축

SP C.1 :  Energy Modelling, Databanks and Capacity Building

회원국의 Capacity Building에 원자력 발  능력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원자

력 산업 능력 구축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회원국의 원자력 산업 

능력 구축 경험을 회원국간에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SP C.2 :  Energy Economics Environment (3E) Analysis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원자력의 역할 홍보는 원자력 이용개발의 확 를 

해 필수 이므로 이에 한 분석  정보 공 을 지속 으로 강화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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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SP C.3 :  Nuclear Knowledge Managements

2002∼2003년도 로그램의 SP D.4(원자력 과학기술에서의 지식 보 )에 포

함되었던 “원자력 지식 리”가 별도 SP로 독립된 것은 로그램의 성격  내

용을 고려할 때 하다고 단된다.

그러나 “지식경 ”는 국제 원자력계가 우려하고 있는 원자력 지식의 소멸, 

은 세 의 원자력에 한 심 하 등을 해결하려는 “지식보 ”의 범 를 

훨씬 벗어나는 범 한 분야로서 IAEA 차원에서 시도하는 것은 부 한 것

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식보 ” 활동을 시작한 원래의 목 에 충실하기 

해 Subprogram C.3의 제목을 “Nuclear Knowledge Preservation”으로 변경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Project C.3.02(Facilitating sustainable education and training in nuclear 

science and related fields)의 활동가운데 Activity 1(Conduct meetings with 

Member States and develop a platform/roadmap for networking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ions and hold a technical meeting)과 Activity 

2(Develop and/or benchmark content(curricula) for educational programmes 

in the basic disciplines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and hold a 

technical meeting)는 2002년 6월 개최된 지식경  우선 활동권고사항으로 채택

된 것으로서 하다고 본다. 

이에 더해 2002～2003년 수행된 "feasibility study on international nuclear 

school feasibility study"의 결과를 반 하여 원자력기 네트웍의 심으로서 

INU(International Nuclear School) 개념을 정립하고 이의 설립을 검토하는 새

로운 활동으로 추가하고 이에 한 산을 배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고 계

자 회의에서 추가 활동권고사항  제일 우선순 가 높은 사항으로서 원자력 지

식보 을 한 하나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재의 Project C.3.02의 활동  상기 추가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제안

한 INU 개념을 구체 으로 실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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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ogramme D :  원자력 과학 

Programme D에서는 핵융합 연구 련 활동이 별도의 SP D.4(Nuclear 

Fusion Research)로 독립되었고 이에 새로운 로젝트  활동들이 추가되었는

데 이는 ITER 건설이 논의되고 있는 시 에서 하다고 본다. 한 2002∼

2003년도 로그램의 SP D.4(원자력 과학기술에서의 지식 보 )에 포함되어 있

어 있던 “ICTP 지원사업”이 별개의 SP D.5(Support to ICTP)로 독립된 것도 

하다고 단된다.  

SP D.2 :  Research Reactors

그동안 핵비확산을 한 RERTR(Reduced Enrichment for Research and 

Tetst Reactor) 로그램 추진 결과 연구로용 핵연료가 고농축우라늄에서 고

도 농축우라늄으로 환되어 감에 따라 이를 한 IAEA의 노력이 필요하다.

2004～2005년도 Project D.2.03(Addressing research reactor fuel cycle 

aspects)의 활동 가운데 Activity 4(Update Research Reactor Core Conversion 

Guidebook to include conversion to high density UMo fuels)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회원국들의 효율 인 연구로용 핵연료 환을 하여 세계 으

로 개발된 고 도 농축우라늄 연료에 한 IAEA의 차원의 검토  개발된 

기술의 효과 인 이 을 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를 Project D.2.03

에 추가하고 이에 한 한 산을 배정해야 하 것이다.. 

이 로젝트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원심분무 U-Mo 분산 연구로용

핵연료의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기술이 을 가능  하여 우리

나라의 국가 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술은 세계 으로 제일 우수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미 한국, 미국, 국 등에 특허 등록된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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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D.3 :  Utilization of Accelerators and Instrumentation

원자력에서의 가속기의 이용은 재 기 단계를 벗어나 이용 활성화 단계

에 어들어 개도국에서도 이용이 증 되고 있으며, 이용 분야도 학술 인 분

야에서 의료 산업 등으로 확 되고 있다. 따라서 가속기 이용에 한 IAEA 활

동의 확 가 필요하다. 

특히 방사선 계측기와 계측용 검출기의 제조 설계부터 제작까지 후발 개도

국에서 기술 공여를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의 마련이 필요하다. 재는 선진국

의 몇개 회사가 독 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좁다. IAEA

를 활용하면 이를 타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나. 개발  환경보 을 한 원자력 기술 (MP2)

Programme E는 2002∼2003년도에는 5개의 SP로 편성되었던 것이 2004∼

2005년도에는 3개의 SP로 변경되어 잘 streamlining 되었다고 단된다. 

SP에 “비 오염원의 행방추   구명"(Development and movement 

monitoring of nonpoint pollution)에 한 분야가 추가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앞으로의 농업은 생산량 증   양분의 이용효율 향상보다는 농업환경

을 얼마나 게 오염시키면서 자연과 잘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요하다. 

상기 활동을 통해 화학비료, 축산분뇨, 농작업 등 농업이 얼마나 환경오염에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정량화할 수 있을 것이다.

“Development of molecular techniques for cloning and identification of 

mutated genes in the mutants” 분야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유

자 량기능 검정기술(DNA microchip)이 개발되면서 부분 으로 유 자 기능

분류가 가능해졌으며 이 기술을 돌연변이체에 용하면 방사선/화학물질에 의

한 돌연변이 유 자 탐색이 가능하다. 이 project는 기존의 방사선 육종과 생명

공학 기술을 목시키고 재 농업의 육종 소재/유 자 발굴 가능성을 높여주

는 새로운 연구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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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E.1 :  Sustainable Intensification of Crop Production Systems

IAEA의 지원 상이 되는 국가들의 농업  식량생산에 향을 주는 로

그램 내용  비 이 커야 할 Project E1.01-2가 나머지 Project E1.03-6과 같

은 비 으로 취 되고 있어 강화가 필요하다. 이 분야는 작물 생산성, 토양 비

옥도 리, 농업환경 보 인 면에서 아주 요한 분야이며 우리나라도 실

히 필요한 분야이다. 우리나라가 추진 인 화학비료 40% 감 계획에 필요한 

유기양분 이용연구 등에 히 부합되는 분야로 극 인 참여가 바람직하다.

Project E.1.04와 련, 돌연변이 유발 유 자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생명공학과 돌연변이 육종을 목할 수 있는 요한 로젝트이다. 유용

유 자를 분리하기 해서는 돌연변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이다.

다. 원자력 안   보안 (MP3)

MP3 산하 Programme J, K, L 모두 SP이 8개가 되는 등 2002∼2003년도 

MP3의 구조도 산만했으나 2004∼2005년도 MP3 사업 구조는 더욱 산만해진 

것으로 보인다. J.4(Engineering Safety of Innovative and Evolutionary 

Reactors) 와 J.5(Engineering Safety and  Security of Existing Nuclear 

Installations and Site Evaluation)를 통합하는등 SP 수를 여 체 으로 

Streamlining할 필요가 있다. Program J, K, L 모두 하나의 SP로 정보통신 네

트웍(J.2, K.2, L.2)을 새롭게 편성하고 있는데 이를 하나로 묶어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세계 으로 규제의 효과성  효율성 논의가 활발히 개되고 있으나 IAEA

의 로그램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한 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효과성  효

율성 논의를 한 로그램이 새로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1) Programme J :  원자력 시설 안

Project J.1.01: Strengthening national regulatory infrastructures

정치, 사회, 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원자력안 성 향은 요하게 다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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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사안이다. 이를 여기서 다룬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한 계획이 구체 이지 

못하다. 원 운 자의 민 화, 력시장 규제완화 등이 원자력 안 에 미치는 

향에 한 반 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각국의 실제 안 성 하 사례

에 한 정보교류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효과성 제고를 해서는 Quality program within regulatory body가 

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발간된 문헌을 각국이 어떻게 활용하게 

있으며, 실제 이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에 

한 조사에도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Project J.2.02: Promoting integrated safety evaluation

Integrated Safety Evaluation이 기존 IAEA 서비스들과 어떤 차이 을 가지

고 있으며 어떤 장 을 가지고 있는지 회원국들 간에 충분히 인식되었는지 확

인하는 차가 필요하다.

Project J.2.04: Increasing openness and transparency in nuclear safety

원자력시설에 한 보안이 요해짐에 따라 어떤 정보가 공개가능하고 어떤 

정보가 보안상 공개되어서는 안되는지에 한 지침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공

개 측면뿐만 아니라 보안측면에서 활용가능한 TECDOC 등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Project J.2.06: Supporting regional safety network programmes

원자력 로그램이 활발한 지역의 원자력 안 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지역

내 국가간의 효과 인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이 필수 이므로 이에 한 IAEA

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로젝트의 활동 가운데 Activity 2(Develop and 

operate an internet based regional nuclear safety network in cooperation 

with regional Hubs)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Network는 internet 차원을 넘어 regional network에 참여하는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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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간 의체로도 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한 IAEA의 참여가 

필요하며, regional safety network간 경험 교환을 통한 운  개선 등의 활동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Project J.2.06의 산이 2003년의 $142,000에서 2004년 $109,000, 

2005년 $114,000으로 어들고 있어 이러한 노력이 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Project J.2.06의 산을 최소한 2003년도 수 으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로젝트의 강화를 통하여 ANSN(Asia Nuclear Safety Network)의 효과

인 구축과 운 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Regional Network를 우리나라가 주

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 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Project J.4.02: Evaluating the safety of evolutionary NPPs

신형원자로에 한 각국의 안 규제 근법 조사분석과 이의 정보교환을 통

해 향후 안 기 의 규범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Project J.5.01: Enhancing the management of long term engineering 

safety of NPPs

기존 원 의 안 성 개선을 한 설비개선 혹은 운 개선을 해서는 사업자

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그러한 투자 비 안 성 향상의 효과를 

과소 평가하여 안 성 투자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규제기 이 신규 

규제요건을 부과하거나, 사업자가 자발 인 안 성 향상을 시행할 경우 이의 효

과를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즉 Back-fitting의 정당성 평

가를 한 방법론이 필요하며 이를 한 지침을 개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

므로 Back-fitting의 정당성 평가를 한 TECDOC을 발간할 필요가 있다.

Project J.5.02: Ageing management and equipment qualification 

programmes

S/G Tube 건 성, 원자로 압력용기 헤드 부식 등 안 에 향을 주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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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몇몇 노화 이슈에 한 집 이고 지속 인 리가 필요하다. 

Project J.6.01: Improving operational safety performance

정비 련 정보교환 특히, 신뢰도기반정비(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RCM)을 한 방법론과 데이터 공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Project J.6.03: Strengthening management of safety and safety culture

안 문화가 원자력분야에 도입된지 20여년이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안

문화와 실제 안 성간에 어떤 계가, 얼마나 있는지에 한 실증  분석결

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떤 사안보다 더욱 요하게 안 문화의 근본 

이론을 재정립하고 이의 효과에 한 실증  연구결과가 생산되도록 로그램

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규제기 이 사업자의 안 문화에 정 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그 지 않을 경우 규제기 의 개입은 사업자의 안 문화에 오

히려 부정 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Project J.7.01: Implementing the safety enhancement plan for research 

reactors

연구용원자로의 행 칙 개발과 이의 이행은 연구용원자로 안 성 향상을 

한 주요 수단으로 기 된다. 따라서 이에 좀 더 집 으로 심을 가질 필

요가 있다. 

Project K.1.02: Strengthening national regulatory infrastructures and 

promoting Integrated Safety Evaluations

ALARA 개념의 실천을 해서는 방사선 피폭에 한 환산 계수의 산정

이 요하므로 이에 한 각국의 황 조사  근법을 정리하여 TECDOC으



- 88 -

로 발간할 필요가 있다.

라. 검증 (MP4)

반 으로 2002-2003년 로그램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2001∼2002년

의 상황변화(추가의정서 체결  통합안 조치체제 도입 등)에 따라 IAEA가 

비해야 할 내용과 회원국들을 지원해야 할 내용들이 추가되었다. 

MP4는 IAEA의 기본 임무인 평화  이용 보증을 한 안 조치 활동이고, 

일상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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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건의사항

IAEA는 국제 원자력 사회의 심으로서, IAEA 내에서의 활동이 국제  

상으로 직결되고 있다. 1957년 창설회원국으로 IAEA에 참여한 우리나라는 최

근 IAEA와의 력이 한층 강화하고 있다. 2002년 정규 산 분담  비율이 회

원국 가운데 12 에 이르고 있으며, 30여명의 직원이 진출하고 있다. IAEA에서 

주 하는 국제공동연구(CRP: Coordinated Research Project) 참여 실 도 회원

국 가운데 7 에 이르고 있으며, 국제기술회의  훈련과정을 국내에 극 유

치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우리나라가 IAEA를 통해 기술지원을 받아 왔으나 이

제는 IAEA를 통해 기술 지원을 해 주는 치에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우

리나라는 IAEA 활용을 한 새로운 방향  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 우리

의 목표를 해 IAEA를 활용한다는 방향으로 기본 인 패러다임이 변해야 할 

것이다. 

IAEA를 최 한 활용하기 해서는 IAEA 활동의 기본인 IAEA 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효과 으로 반 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

는 IAEA 2004～2005년 로그램을 심층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을 수립,  

IAEA 사무국에 제출하 다.  

IAEA 2004～2005년 로그램은 체 으로 기술 ‧사회  환경 변화를 잘 

반 하고 있으며, 체 인 구조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은 ZRG 

(Zero-Real Growth) 원칙을 탈피하여 10% 이상 증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이는 안 조치 활동의 증 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진 으로 

산을 증가시켜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각 Major Programme별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가 강조해야 할 사항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개도국들의 심이 증 되고 있는 소형원자로(SMR) 련 활동이 

INPRO 련 활동과 혼합되어 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2002∼2003년도 로그

램에서와 같이 별도 Project로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원자력 해수담수화 로젝트(A.4.04)의 산이 어들고 있는데, 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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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의 원자력해수담수화 실증 추진으로부터 얻어진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더 

나은 근방향을 도출해 내는 활동(CRP 는 workshop)이 더 필요하므로 

산 증가가 필요하다.

셋째, SP C.3의 제목을 “Nuclear Knowledge Preservation”으로 변경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더해서 2002～2003년 수행된 활동("feasibility study on 

international nuclear school feasibility study") 결과를 반 하여 원자력기 네

트웍의 심으로서 "international nuclear school” 개념을 정립하고 이의 설립

을 검토하는 새로운 활동으로 추가하고 이에 한 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회원국들의 효율 인 연구로용 핵연료 환을 하여 세계 으로 개발

된 고 도 농축우라늄 연료에 한 IAEA의 차원의 검토  개발된 기술의 

효과 인 이 을 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Project D.2.03에 추가하고 이

에 한 한 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원자력안 네트웍 Project J.2.06의 산이 어들고 있어 지역 

원자력 안  확보를 한 노력이 축될 수 있으므로 련 산을 최소한 2003

년도 수 으로라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IAEA 로그램에 한 심층검토는 그동안 본격 으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본 연구에서 본격 으로 시행되었다. 기획자문단 구성 등 본 연구에서의 검토 

차는 향후 IAEA 로그램 검토의 석이 될 것이다.9)

9) 2006∼2007년 로그램에 한 검토는 2004년 부터는 착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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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IAEA 2004∼2005년 로그램에 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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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Agency's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04～2005 

        

20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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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Major Comments

A. Small and Medium-sized Reactor 

The small and medium sized reactor(SMR) related activities, which are 

currently implemented under a separate project A.2.01("Requirements and 

prospects for innovative SMRs") in the 2002∼2003 Programme, are 

incorporated as a part of a broader-scope project, A.3.02("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R&D for innovative nuclear technologies"), in the 

2004∼2005 Programme. 

We have concerns that there would be a mixed-up between SMR 

related activities and INPRO activities, which may degrade SMR related 

activities. We are of the view that SMR activities should be given a high 

priority considering the high interests of developing countries. We strongly 

request the Secretariat to set up a separate project, maybe A.3.03, for SMR 

activities as in the 2002∼2003 Programme. This can be easily done by 

transferring SMR related activities in Project A.3.02 to a new project.

Furthermore, we would like to make sure of at least 15% budget 

increase, which is an average increase ratio for Subprogram A.4, for SMR 

related activities. We recall the resolution, GC(45)/RES/12.A in the 45th 

session of General Conference, "requesting the Director General to note the 

high priority given by Member States to the nuclear desalination of 

seawater and SMR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Agency's 

Programme and Budget". 

The increased budget should be allocated first to unfunded or partially 

unfunded SMR activities such as activities related to passive safety design 

option(Activities 6, 7 of Project A.3.02), and additional activities to promote 

joint utilization of test facilities, etc. 



- 133 -

B. Nuclear Seawater Desalination 

Less budget is allocated for Project A.4.04(Support for demonstration of 

nuclear seawater desalination) in the 2004∼2005 Programme; that is, from 

$515,000 in 2003 to $512,000 in 2004 and $499,000 in 2005. We understand 

that this may be due to the increase of TCF for the project, of which the 

focus is being shifted to country specific CRPs and TC projects.

However, considering the highest priority of the project in Program A, 

as stated clearly in the GC resolution GC(45)/RES/12.A, we request the 

budget increase of at least $50,000 for Project A.4.04.

We feel that Activity 9(Support TC activity on national and 

interregional nuclear desalination projects monitoring, review and evaluation) 

of Project A.4.04 will be very appropriate considering country specific TC 

projects for demonstration of nuclear seawater desalination. Furthermore, 

there will be needs for CRPs or workshops to exchange experiences and 

information from country specific projects and to identify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approach for the demonstration of nuclear seawater desalination. 

The increased budget should be allocated to such additional activities.

C.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The term,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implies far more than 

what Subprogram C.3 is supposed to accomplish; that is, resolving issues of 

the retirement of nuclear expertise and the lack of interests of the younger 

generation in nuclear fields. In this sense, we propose to change the title of 

Subprogram C.3 to “Nuclear Knowledge Preservation” to stick to the 

original rationale of the subprogram. 

We are of the view that Activity 1(Conduct meetings with Member 

States and develop a platform/roadmap for networking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ions and hold a technical meeting) and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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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evelop and/or benchmark content(curricula) for educational programmes 

in the basic disciplines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and hold a 

technical meeting) of Project C.3.02(Facilitating sustainable education and 

training in nuclear science and related fields) adequately reflects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Meeting of Senior Officials on Managing Nuclear 

Knowledge in June 2002. 

We believe that there should be further activities such as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nuclear school, as a center for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networks, based on the result of the 

feasibility study done in 2002～2003. We recall that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Nuclear University" was ranked 7th among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Meeting of Senior Officials on Managing 

Nuclear Knowledge in June 2002. We strongly request the Secretariat to 

include such activities in Subprogram C.3 and to allocate required budget to 

them.

D. Research Reactor Fuel

We recognize the international effort led by RERTR(Reduced 

Enrichment for Research and Test Reactor) programme to develop and 

qualify new, high density, low enriched uranium fuel. As pointed out in the 

Management Part of the 2004～2005 Programme and Budget for Project 

D.2.03(Addressing research reactor fuel cycle aspects), a suitable 

qualification process for new fuels needs to be developed. 

We regard Activity 4(Update Research Reactor Core Conversion 

Guidebook to include conversion to high density UMo fuels) of Project 

D.2.03 as one of those efforts.

We believe that further activities needs to be added to the Project 

D.2.03 for the efficient conversion to high density, low enriched uranium in 

Member States; for instance, review of those fuels developed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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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acilitation of the effective transfer of those technologies.

We request the Secretariat to add such activities to Project D.2.03 and 

to allocate required budget to the activities.

E. Regional Nuclear Safety Network

We believe that effective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is 

critical for the enhancement of nuclear safety in a region, especially those 

with active nuclear programs. In this regard, the Agency needs to make 

effort for regional nuclear safety networks. 

We regard Activity 2(Develop and operate an internet based regional 

nuclear safety network in cooperation with regional Hubs) of Project 

J.2.06(Supporting regional safety network programmes) as one those efforts.

We are of the view that further activities needs to be added Project 

J.2.06 such as information and experience exchanges among networks,  

development of networks further into regional cooperation bodies, etc. 

However, we see that less budget is allocated to Project J.2.06; that is, 

from $142,000 in 2003 to $109,000 in 2004 and $114,000 in 2005. We request 

the Secretariat to maintain the budget at least to the level of 2003.

II.  Other Comments

[ Major Programme 1 ]

Life cycle management related activities under Project A.1.02 need to be 

implemented in a more comprehensive and integrative way. Detailed plans of 

activities in each phase of life cycle should be closely related and the 

corresponding results of each phase should be integratively utilized to 

develop comprehensive guidelines for life cycl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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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explained in the rationale of Project A.2.02, nuclear power 

infrastructure includes not only nuclear power generation capabilities but 

also industrial, economic, social, technical and scientific capabilities. In this 

sense, we propose to add an activity of sharing experiences of Member 

States to establish nuclear power related industrial capabilities into Project 

A.2.02.

Next generation reactors are getting more interests of Member States 

as the possibility of their construction within 2010 becomes higher. In this 

sense, we request the Secretariat to add an activity to compare design 

features of next generation reactors in Subprogram A.4.

[ Major Programme 2 ]

We propose to add a new activity, in Subprogram E.1, to coordinate a 

CRP on "Identification and movement monitoring of nonpoint pollution". We 

believe that future agriculture should keep balance with the nature by less 

contamination of agricultural environments. Through this CRP, it will be 

possible to quantify the impacts of chemical fertilizer, livestock feces, etc. 

on the environments.

We welcome the budget increase of Program F, 11% in 2004 and 23% 

in 2005 compared to 2003, far higher than those of other programs in Major 

Programme 2 considering that technology enhancement in the are of human 

health have greater impacts than other areas. 

We propose the adjustment of priorities of the projects in Program F in 

the order of F.1.01, F.1.02, F.2.03, F3.01, F.3.02 and F.3.03. The nuclear 

medicine field in Subprogram F.1 will bring great impacts along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Project F.2.03 is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protocols of radiation therapy, especially for AIDS patients. 

Furthermore, we expect the Agency to strengthen outreach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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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regional cooperation bodies for nuclear medicine, for instance, Asian 

Regional Cooperative Council for Nuclear Medicine(ARCCNM). We believe 

that the cooperation with these regional bodies will enhance nuclear 

medicine  capabilities of states in the region and eventually the spread of 

regional bodies will enhance nuclear medicine  capabilities of states in the 

world. 

[ Major program 3 ]

Major Programme 3 seems to be very distracted, especially Program J, 

K, and L, which comprise eight subprograms each. We strongly feel the 

need of streamlining Program J, K and L. Subprogram J.4 and J.5 could be 

integrated into one subprogram since both are related to engineering safety. 

Subprograms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nd “regulatory 

infrastructure”, which are included in Program J, K, L each, could be 

implemented as cross-cutting activities in Major Programme 3. 

We are of the view that the Agency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global discussions on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In this sense, we propose to add a new activity to consider the 

issue in Major Programme 3. 

We are of the view that there needs to be a more specific plan of 

activities to study the impacts of new political and socio-economic challenges 

to nuclear safety in Project J.1.01. First, there should be an overall analysis 

on the impacts of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of the energy markets to 

nuclear safety. Also there is a need to exchange information on nuclear 

safety degradation cases due to those challengers in Member States. 

We believe that recent development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will greatly contribute to openness and transparency of nuclear 

safety, which is pursued in Project J.2.04. In this sense, we request the 

Secretariat to add a new activity to investigate those I&C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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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and in operation in Member States and to coordinate a forum for 

those information exchange. 

We propose to add a new activity, in Project J.4.02, to coordinate 

investig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approaches to next generation reactors. 

Although the concept of nuclear safety culture was introduced 20 years 

ago, there seems to be still few empirical study results demonstrating the 

correlation between nuclear safety culture and actual nuclear safety. In this 

sense, we propose to add a new activity for an empirical study for the 

impact of nuclear safety culture to actual nuclear saefty. 

We propose to add a new activity to develop a TECDOC describing 

Member States' approaches to quantify radiation exposure in monetary 

terms for the realization of the concept of ALARA.

We believe that preparedness for nuclear or radiological emergencies is 

under the interests of most Member States. In this sense, we propose to 

add a new activity, in Project K.8.01, to investigate and coordinate 

information exchanges on the approaches of Member States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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