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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I. 제 목 

  원자력 국제협력 지원사업

Ⅱ.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 기술협력 다변화, 양자간‧다자간 협력을 상호 복합적으

로 추진함으로써 선진기술 수용능력 제고를 통해 원자력 기술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제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FNCA와 RCA 사업 

강화 및  동유럽, 남미의 개도국과 점진적 협력 확대 추진을 통해 수출 기반을 구

축하며, 한편으로는 급변하는 국제원자력정세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원자력협력을 지원하고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원자

력연구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을 추진하는데 있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우리 연구소 국제협력의 주요 대상인 IAEA와의 활동, RCA 및 

FNCA 활동 그리고 양국간 국제협력 등 3분야를 2003년도 중점 추진 사항을 중점

적으로 다루었다. 우선 IAEA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IAEA 기술협력사업에의 참

여와 과학자/훈련생 수용사업을 소개하 으며 국가 위상제고를 위한 전략과 더불

어 IAEA 기술협력(TC) 프로그램 및 공동연구프로그램(CRP)을 소개하고 최근의 

협력내용을 소개하 다. RCA 분야에서는 RCA의 주요 행사인 25차 RCA 국가대표

자 회의와 제32차 RCA 총회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FNCA 분야에서는 제4차 

FNCA장관급회의와 제3차 FNCA 국가조정관회의가 논의되었다. 또한 양국간 국제

협력 분야에서는 양국간 원자력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체계화 연

구를 위해  우리 나라가 주로 추진하고 있는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의 주요 국가 

및 2003년도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 다.

Ⅳ.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

원자력 국제협력은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력과 특정

국과의 양자간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원자력산업을 육성하면서 IAEA 안전조치 이행을 위하여 꾸준

히 노력하여온 결과로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모범적인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원자력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IAEA 기술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원자력 인력양성에 적지않은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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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앞으로 IAEA를 중심으로 한 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술

자립 및 인력양성 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

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원자력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국제

적인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원자력기술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그만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협력기반조성이 요구

되고 있다. 

한편 원자력협력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제3국에 대한 공동수출을 위해 

협력하는 한편, 원자력 선진국의 우수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사업을 지속적

으로 발굴․확대하여 선진 원자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신규로 원자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양국의 우수연구인력간에 기술정보 및 인력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협력기반조성과제를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본 보고서는 위에서 열거한 원자력 국제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우리 연구소가 국제기구와의 협력, 양국간 

및 기관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향 정립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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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 Project Title

A Project in Support of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II. Objectiv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strategi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n effort to promote our nation's leading role in international 

society, to form the foundation for the effective transfer of nuclear 

technology to developing countries, and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nuclear climate.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study contained the subject of KAERI's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activities with IAEA, RCA, FNCA and bilateral cooperation with nuclear 

developing countries. The overview of IAEA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s was provided and  strategies to enhance national status in the 

international arena, to effectively implement national nuclear policy and 

positively cope with developments taking place in international nuclear areas 

were also presented. 

To provide basic material for implementing bilateral cooperation with 

nuclear advanced countries, nuclear programs for and status of bilateral 

cooperation with U.S.A., Canada, Japan, China, Australia and Russia with 

which an annual joint coordination committee was held, was also described.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nuclear energy divides into multilateral 

cooperation around the Agency and bilateral cooperation with countries. 

  To strengthen technical coop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e 

have listed the following items; 1) activities with IAEA, RCA, FNCA 2) 

Korean experts joining the activities of and acquiring information through 

international nuclear organizations such as the IAEA 3) the strategic 

promotion of bilateral cooperation.

  Korea has been recognized as an exemplary country of the peaceful 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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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energy with the persistent effort carrying out the Agency's 

safeguards. For the last 40 years, we have developed the human 

resources through participating in the Agency's TC programmes. It is 

needed the continuous efforts for the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with making use of Korea's experience of technical self-reliance 

and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It is requeste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o expand the contribution 

for promoting overseas expansion of our nuclear techniques.

  Meanwhile in the bilateral cooperation, we need to cope with U.S.A. 

and Canada through the joint committee for the joint export to third 

countries. Also it is desirable to lead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dvanced nuclear technology by expanding the joint research projects 

with superior research institutes of nuclear developed countrie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is utilized as a basic materal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nuclear energy aforementioned, especially for 

the KAERI'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iversified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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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 기술협력 다변화, 양자간‧다자

간 협력을 상호 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선진기술 수용능력 제고를 통해 원

자력 기술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제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FNCA와 RCA 사업 강화 및  동유럽, 남미의 개도국과 점

진적 협력 확대 추진을 통해 수출 기반을 구축하며, 한편으로는 급변하는 국

제원자력정세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원자력협력을 지원하고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원자력연구기관과의 효율

적인 협력을 추진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연구소 국제협력의 주요 대상인 IAEA와의 활동, RCA 

및 FNCA 활동 그리고 양국간 국제협력 등 3분야를 2002년도 중점 추진 사

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우선 IAEA의 경우에는 기술협력 개요를 소개하

으며 국가 위상제고를 위한 전략과 더불어 IAEA 기술협력(TC) 프로그램 

및 공동연구프로그램(CRP)을 소개하고 최근의 협력내용을 소개하 다. 특히 

2002년 9월 IAEA 정기총회시 우리 나라가 개최한 한-IAEA 기술전시회도 

내용에 포함시켰다. RCA 분야에서는 RCA의 수행사업 및 방향을 소개하고 

RCA의 주요 행사인 24차 RCA 국가대표자 회의, RCA 설립30주년 기념 과

학포럼, RCA 지역사무소 설치 등을 다루었다. 또한 양국간 국제협력 분야에

서는 양국간 원자력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체계화 연구를 위

해  우리 나라가 주로 추진하고 있는 양국간 공동조정위원회의 주요 국가 및 

2002년도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 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국제협력은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력과 특정국과의 양자간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원자

력산업을 육성하면서 IAEA 안전조치 이행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온 결과로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모범적인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우리나

라는 지난 40여년간 원자력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IAEA 기술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원자력 인력양성에 적지않은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

서, 앞으로 IAEA를 중심으로 한 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술자립 

및 인력양성 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원자력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원자력기술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그만큼 국제사회

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협력기반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미국 및 카나다 등 양국간 협력에서는 원자력협력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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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에 대한 공동수출을 위해 협력하는 한편, 원자력 선진국의 우수연구기

관들과 공동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여 선진 원자력기술의 연

구개발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신규로 원자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양국의 우수연구인력간에 기

술정보 및 인력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협력기반조성과제를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본 보고서는 위에서 열거한 원자력 국제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우리 연구소가 국제기구와의 협력, 양국간 

및 기관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향 정립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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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협력지원

제 1 절  IAEA 기술협력사업 

 1.  IAEA 기술협력사업 참여 

 IAEA 기술협력사업은 2년 주기(Cycle)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2003-2004년 우

리나라의 National Projects로는 5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표 1-1) 또한 2003년

에는 2005-2006년 사업구성을 위한 조사 및 제안이 있었으며 동 조사결과 11개 

사업이 과학기술부에 제안되어 1차 검토를 거쳐 8개 사업으로 조정이 되었다.(표 

1-2) 동 사업은 2003년말에 IAEA에 제출되어 2004년 한 해동안 IAEA에서 검

토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표 1-1 > IAEA 2003-2004년 기술협력사업 (한국)    (Unit: USD)

ROK
Project Title
(수행기관)

Total
Budget

2003yr
Budget
(A)

Implementation
(Rate,%)

(B)

Funds
Available
(A-B)

0010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Nuclear Technology Support
(과학기술부)

458,340
('03-'04)

195,850
27,514
(14%)

168,336

4031

Technology Development for 
Vitrification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s from Nuclear Power 
Plants (원자력환경기술원)

87,140
('03-'05)

28,020
12,600
(45%)

15,420

5034
Nutrient Efficient Crops and Safe 
Use of Pesticides in Sustainable 
Crop Production (농진청)

96,830
('03-'04)

45,130
2,517
(6%)

42,613

9044

Strengthening Regulatory 
Competence and Effectiveness for 
Nuclear Power Plants
(원자력안전기술원)

89,500
('03-'04)

45,580
29,300
(64%)

16,280

9045
Improving Medical Preparedness in 
Response to Radiation Emergencies 
(원자력병원)

76,050
('03-'04)

36,830
3,973
(11%)

32,857

합 계 (  5개사업 ) 807,860 807,860
75,904
(22%)

75904

  * Total Budget은 ( )안의 사업기간 동안의 예산임.

  * 사업비 집행율은 2003. 12월말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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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 한국이 제안한 IAEA 2005-2006년 기술협력사업

번호 사 업 명 수행기관

1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Nuclear 

Technology Support(Ш)

Jong-Bae Choi

(MOST)

2

Improving Medical Preparedness in Response to 

Radiation Emergencies and Establishment of 

Regional Cyclotron Center and Hadron Therapy 

Technology in Republic of Korea

Youn-Sang Shim 

(KIRAMS)

3
Strengthening Regulatory Competence and 

Effectiveness for NPPs

Chang-Ho Park

(KINS)

4

Development of fertilization method and 

fertilizer types for the improvement of nitrogen 

use efficiency and reduction of gaseous losses

Han-Myeong Kim

(RDA(NIAST))

5

Minimization of the uncertainty of early phase 

source term using the measured radiation 

monitoring data

Moon-Hee Han

(KAERI)

6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Isotope 

Training Programme in Applied Radioisotope 

Research Institute(ARRI) of Cheju National 

University(CNU)

Jae-Woo Park

(CNU)

7

Demonstration Facility for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Using an Electron 

Beam)

Bum-Soo Han

(EB-TECH)

8

Technology Development for Vitrification, 

Radioactive Waste Disposal and Spent Fuel 

Management in Korea

Myung-Jae Song

(KHNP(NE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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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AEA 과학자/훈련생 수용 

  IAEA는 회원국간의 과학기술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자/훈련생

(Scientific Visit & Fellowship) 방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는 원자력연구소가 동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국내 실무전담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원자력연구소는 동 방문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995년 IAEA와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2003년 10월에는 동 MOU를 개정하여 IAEA와 

Agreement를 체결하 다.  

  우리나라는 향상된 원자력기술력과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의 결과 과학자

/훈련생 방문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남미 및 동구권 국가로부

터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30여명의 과학자/훈련생을 수용하 으나 2003년에는 급성호

흡기증후군(SARS)과 이라크 전쟁의 향으로 총 17명의 과학자/훈련생을 수용

(표 1-3)하 으며 이는 2002년에 35명을 수용(표 1-4)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으

로 감소한 수치이다. 

  과학자/훈련생 방문프로그램은 기술협력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전문가들의 

교류임을 고려할 때 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파급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술수출 기반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으므로 지

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훈련생 수용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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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2003년 IAEA 과학자/훈련생 수용 현황

국가명
구  분

과학자 훈련생 합계

말레이시아 1 1

미얀마 1 1

방 라데시 1 1

베트남 4 4

브라질 1 1

아르헨티나 1 1

인도네시아 1 1 2

중국 3 3

터키 1 1

파키스탄 1 1

필리핀 1 1

합계 6 11 17

<표 1-4> 2002년 IAEA 과학자/훈련생 수용 현황

 국가명 
구분

 과학자  훈련생 합계

 베트남 4 4 8 

 브라질 7 7

 파키스탄 2 5 7

 인도네시아 4 4

 중국 3 3

 필리핀 1 1 2

 이집트 1 1

 미얀마 1 1

 루마니아 1 1

 터키 1 1

 합계 9 2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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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IAEA 공동연구사업(CRP)

  IAEA 헌장 제3조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IAEA의 주요 임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

장 정신에 따라 IAEA는 공동연구사업(Coordinated Research Projects, 

CRP)을 195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과학적 지식의 진보

를 촉진하고 회원국들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CRP사업 초기부터 참여해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접

할 수 있는 기회와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참여가 저조하 다. 그러

나 1996년부터 과학기술부는 국내 각 기관의 CRP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

기 위하여 원자력연구소를 실무기관으로 지정, 동 목적의 연구과제를 수행

토록 하 다. 

  CRP사업 참여 활성화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사업

에대한 국내 산학연 기관의 이해를 제고하고, 정부지원의 매칭펀드를 확보

하게 되었다. CRP사업 수행체계는 아래 그림(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IAEAIAEA

(CRP (CRP 시행시행))

KAERIKAERI

((실무전담실무전담))

산학연산학연

기관기관

((CRP CRP 수행수행))

MOST (MOST (정책결정정책결정))

IAEA 파견직원 활용

자료입수

-사업안내

-연구비 지원

-과제접수검토

-의견수렴

- 검토 /승인

- 현황보고

-정책협의

-사업공고

-과제신청

- 실무협의

- 자료입수

<그림 1-1> CRP사업 수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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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P사업은 크게 4개 Major Programme(MP)으로 구분되며 총12개 세부

Programme으로 수행이 되고 있다. 

  [ CRP 사업분야 ]

  MP 1: NUCLEAR POWER AND FUEL CYCLE

        Programme A : Nuclear Power

Programme B :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Management Technology 

Programme C: Comparative Assessment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MP 2: NUCLEAR SCIENCES AND APPLICATIONS

        Programme D: Food and Agriculture

 Programme E: Human Health

 Programme F: Marin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Programme G: Applications of Physical and Chemical Sciences

  MP 3: NUCLEAR, RADIATION AND WASTE SAFETY

        Programme H:- Nuclear Safety

 Programme I:- Radiation Safety

 Programme J:- Radioactive Waste Safety 

 Programme K:- Co-ordination of Safety Activities

  MP 4: NUCLEAR VERIFICATION AND SECURITY OF MATERIAL

 Programme L:- Safeguards 

  CRP 사업으로 IAEA에서는 매년 약 12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 

개의 프로젝트는 평균 14∼15개의 Proposal로 구성이 된다. 2002년의 경우 IAEA

는 총 1,740개의 Proposal을 참여시켰으며, CRP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001년의 

경우 총 644만불로 이중 74%(478만불)는 CRP사업 연구비로 지급이 되고, 

26%(167만불)는 연구 진도점검을 위한 RCM (Research Coordination Meeting)에 

집행이 되었다. 

  CRP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 참여기관은 IAEA와 연구계약(Research Contract, 

RC) 또는 연구협약(Research Agreement, RA)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협약 일반

사항과 과제수행을 위한 연구책임자의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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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협약기간

   ㅇ 연구계약(RC): 1회 계약 후 매년 연장 계약 

   ㅇ 연구협약(RA): 1회 협약으로 CRP 종료 시까지 유효 

    * 과제의 조기종료: 계약당사자의 1개월 전 서면 통보 필요

    * 단, 천재지변에 의한 과제 수행불가시 IAEA는 서면통보 7일후 과제 종료 가

능

  □ 연구결과보고

   ㅇ RC: 매년 진도보고서(Progress Report)를 제출하고, 과제 최종종료 시점에 

최종보고서를 제출 

     - 진도보고서는 과제의 연장계약을 위한 평가 기준이 됨

   ㅇ RA: 연1회 개최되는 RCM에 참석하여 연구결과 발표 및 토의 

  □ 연구조정회의 (Research Coordination Meeting, RCM)

   ㅇ 과제착수 후 6개월 이내에 1차 RCM 개최, 이후 12-18개월 주기로 개최 (개

최지: IAEA 본부 또는 CRP 참여국가) 

   ㅇ RCM  참여경비(항공료, 체재비)는 IAEA에서 부담

   ㅇ RCM 회의 참석은 필수 (연구책임자 대신 연구참여자 참석 가능) 

  □ 연구비 지급 (RC만 해당)

   ㅇ 2회 균등 분할 지급 

    - 계약 시점에 1/2 , 연차종료 후 연장계약시 1/2 지급 

    - 연구기자재 또는 재료를 IAEA에 공급 요청할 경우 동 금액은 계약 연구비

에서 차감하고 지급 (IAEA)

   ㅇ 보고서 미제출 또는 요구사항을 총족하지 못할 경우 IAEA 연구비 지급을 

보류함. (과제 계약연도 기준 3년간 유보하며 그 시점까지 요구사항이 충족

되지 않을 경우 연구비 미지급)

   ㅇ 연구비는 미화(USD) 수표로 연구수행기관에 송부됨

  □ 연구결과의 공개 

   ㅇ IAEA에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IAEA는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

음 

   ㅇ CRP 연구결과를 공개할 경우 IAEA 지원 하에 수행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함 

   ㅇ 연구책임자는 IAEA로 부터 제공받은 미공개 자료를 공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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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

   ㅇ 발명(Inventions) 또는 발견(Discoveries) 등의 연구결과는 원자력의 평화

적 이용을 위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함.

   ㅇ 권리확보(특허 등)가 필요한 경우 연구자와 IAEA는 상호 협조하여야 함. 

  □ 연구위탁

   ㅇ 연구내용의 타 기관 위탁이 필요한 경우 IAEA의 사전 서면 동의  필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CRP 참여 활성화 노력결과, 우리나라는 2003년 현재 

CRP 참여국가 110개국 중 7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1996년과 비교할 때 과제수

는 약 2.5배, 국가별 순위는 17위 상승하 다. (표 1-5) (표 1-6) 

<표 1-5> 한국의 CRP 사업참여 추이 

연도 과제수 순위(*)

2003. 6 54 7

2002. 9 59 7

2001. 2 54 7

1999. 3 51 8

1996. 5 22 24

[주] CRP사업에는 IAEA회원국 중 약11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음. 

  CRP 사업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매년 국내에서 수행되는 

CRP 과제를 대상으로 매칭펀드를 지원하 으며, CRP 사업설명회 및 방문세미

나를 개최하여 동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 다. 

   2003년도에는 IAEA의 신규 CRP 과제공모 내용을 분석, 국내 산학연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 으며, 동 내용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하

여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소 Web Site에 공고 

내용을 게재하기도 하 다. 그 결과 2003년도에는 총 29개의 신규 CRP 과제를 

접수, 과학기술부를 경유하여 IAEA에 제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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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CRP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국가와 연구

책임자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ㅇ 선진기술 확보

- CRP 참여기관의 연구현황 파악 및 선진기술 확보 

- 특히, 양자간 협력이 용이하지 않은 국가의 연구현황, 기술자료 확보

  ㅇ 연구성과 홍보

- 연구성과에 대한 홍보 및 협력/발전의 기회 확대 

-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수출) 기반 확대 

  ㅇ 연구성과 검증 

- 본인의 연구성과에 대하여 타 CRP 참여자로부터 검증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 

  ㅇ 국가위상제고 

- IAEA 프로그램에의 협력 활성화 및 국가 원자력기술 수준 홍보

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 기술수출 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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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IAEA CRP사업 참여 국가별 순위 (2003년)

번호  국가코드  국가명  contract agreement  합계  순위 

     1 USA  United States       13       107    120         1 

     2 IND  India       76        18       94       2 

     3  CPR  China       78         7       85       3 

     4  RUS  Russian Federation       55        18       73       4 

     5  UK  United Kingdom       10        54       64       5 

     6  ARG  Argentina       49         6       55       6 

     7  ROK  Korea, Republic of        28        26      54       7 

     8  BRA  Brazil        45         9       54       7 

     9  GFR  Germany         5        47       52       9 

    10  HUN  Hungary        30        10       40      10 

    11  FRA  France         2        35       37      11 

    12  PAK  Pakistan        34         -       34      12 

    13  AUL  Australia         7        25       32      13 

    14  CZR  Czech Republic        22         9       31      14 

    15  POL  Poland        27         4       31      14 

    16  CAN  Canada         5        23       28      16 

    17  JPN  Japan         2        26       28      16 

    18  TUR  Turkey        26         2       28      16 

    19  ITA  Italy         4        23       27      19 

    20  THA  Thailand        26         1       27      19 

    21  SAF  South Africa        18         8       26 

    22  AUS  Austria         4        20       24 

    23  CUB  Cuba        22         2       24 

    24  ROM  Romania        19         5       24 

    25  SLR  Slovakia        18         6       24 

    26  BUL  Bulgaria        18         3       21 

    27  BEL  Belgium         1        18       19 

    28  CHI  Chile        18         1       19 

    29  UKR  Ukraine        17         2       19 

    30  VIE  Vietnam        18         1       19 

    31  SWE  Sweden         -        18       18 

    32  GRE  Greece        13         4       17 

    33  INS  Indonesia        17         -       17 

    34  URU  Uruguay        16         1       17 

    35  MEX  Mexico        16         -       16 

    36  MAL  Malaysia        13         2       15 

    37  NET  Netherlands         -        15       15 

    38  PHI  Philippines        14         1       15 

    39  FIN  Finland         -        14       14 

    40  SLO  Slovenia        1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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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코드  국가명  contract agreement  합계  순위 

   41  SPA  Spain         2        12       14 

   42  ISR  Israel         7          6       13 

   43  KEN  Kenya        11          2       13 

   44  KAZ  Kazakhstan        11          1       12 

   45  POR  Portugal         8          3       11 

   46  URT 
 United Republic of  

 Tanzania 
        9          1       10 

    47  COL  Colombia         9         -        9 

   48  CRO  Croatia         9          -        9 

   49  NIR  Nigeria         6         3        9 

   50  PER  Peru         8          1        9 

    51  SYR 
 Syrian Arab 

Republic 
        9          -        9 

    52  ALG  Algeria         8          -        8 

   53  BGD  Bangladesh         8          -        8 

   54  EGY  Egypt         7         1        8 

   55  GHA  Ghana         8          -        8 

   56  IRA 
 Iran, Islamic 

Republic of 
        7         1        8 

   57  MOR  Morocco         6          2        8 

   58  NOR  Norway         1          7        8 

   59  SIN  Singapore         7          1        8 

   60  SWI  Switzerland         -          7        7 

   61  BYE  Belarus         5          1        6 

   62  COS  Costa Rica         6         -        6 

   63  DEN  Denmark         -          6        6 

   64  LIT  Lithuania         3          3        6 

   65  UGA  Uganda         6          -        6 

   66  VEN  Venezuela         5          1        6 

   67  BKF  Burkina Faso         5          -        5 

   68  IVC  Cote d'Ivoire         5         -        5 

   69  SRL  Sri Lanka         5         -        5 

   70  TUN  Tunisia         4         -        4 

   71  BEN  Benin         3          -        3 

    72  CMR  Cameroon         3         -        3 

    73  CYP  Cyprus         3          -        3 

    74  EST  Estonia         3          -        3 

    75  ETH  Ethiopia         3          -        3 

    76  JOR  Jordan         3          -        3 

    77  MYA  Myanmar         3          -        3 

    78  YUG 
 Serbia and 

Montenegro 
        3          -        3 

    79  SUD  Sudan         3         -        3 

    80  UZB  Uzbekistan         3          -        3 

    81  ZAM  Zambia         3          -        3 

    82  ARM  Armenia         2          -        2 

    83  MLI  Mali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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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코드  국가명  contract agreement  합계  순위 

    84  MAT  Malta          2          -        2 

    85  MAR  Mauritius          2          -        2 

    86  NAM  Namibia          2          -        2 

    87  NZE  New Zealand          -          2       2 

    88  NER  Niger          2          -       2 

    89  ZIM  Zimbabwe          2          -       2 

    90  ALB  Albania      1          -       1 

    91  BAR  Barbados          1         -       1 

    92  BOL  Bolivia          1          -       1 

    93  BOT  Botswana          1          -        1 

    94  ECU  Ecuador         1          -       1 

    95  GEO  Georgia         -          1       1 

    96  GUA  Guatemala          1         -        1 

    97  HON  Honduras          1          -       1 

    98  ICE  Iceland          -          1       1 

    99  JAM  Jamaica          1          -       1 

  100  LAO  Lao P.D.R.          1          -       1 

   101  LAT  Latvia          1          -       1 

   102  LEB  Lebanon          1          -       1 

   103  LIB 
 Libyan Arab 

Jamahiriya 
         1          -       1 

   104  MAG  Madagascar          1          -       1 

   105  MON  Mongolia          1          -       1 

   106  MOZ  Mozambique          1          -       1 

   107  NEP  Nepal          1          -       1 

   108  PAR  Paraguay          1          -       1 

   109  SAU  Saudi Arabia          1         -       1 

   110  SEN  Senegal          1          -       1 

   111  MAK 

 The 

Frmr.Yug.Rep. of 

Macedonia 

         1          -     1 

합 계 1,050 636 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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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RCA 협력 증진

  1.  제25차 RCA 국가대표자 회의 

  제25차 RCA 국가대표자 회의가 2003년 5월 26-29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

최되었으며, 한국에서는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 김창우 과장(수석대표)과 원자

력연구소 국제협력과 김명로 선임기술원이 참석하 다. 그리고 RCA 지역사무국

(RCA Regional Office)에서는 김진경 국장과 정준극 사업담당관이 참석하 다. 

  회의 의제로는 2002년도 RCA사업 실적보고, 2003-2004년도 사업계획 검토, 

2005-2006년 사업구성 및 RCA 지역사무국 Resolution(안) 검토 등 총 10개 의

제가 상정되었다. 

  한국은 제24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이후 1년간 의장국으로서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본 25차 회의부터 스리랑카에 의장직을 인계하 다. 다수의 회원국 대표

는 지난 1년간 한국의 의장국 임무 수행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지속적

인 지원을 기대하 다. 

  RCA 지역사무국 운 과 관련하여 RCA 지역사무국은 사무국 설립(2002.3) 이

후 1년간의 실적을 보고하 으며, 정상 운 을 위한 법적기반 확보를 위하여 

Resolution(안)을 상정하 다. 그러나 동 Resolution(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가을(2003. 9)에 개최될 제32차 RCA 총회에서 재논의 하기로 결정하 다. 

(회의 참가보고서: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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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결과 (1)∼(13)

  (1) 의장 및 서기 선출

    ㅇ Interim Chair (한국측 수석대표, 김창우 과장)

- Outgoing Chair로서의 감사말

- 신임의장 선출: Professor Rohini Hewamanna (스리랑카 원자력

청장)를 의장으로 선출함. 동 의장은 제32차 RCA 총회(2003.9)까

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됨.  

  (2) RCA 제31차 총회(2002.9) 보고서 채택 

    ㅇ 원안대로 채택함

  (3) IAEA 2005-2006년 기술협력 전략 발표 

    ㅇ IAEA Peter Salema 국장은 최근의 IAEA 기술협력전략을 발표하

으며, RCA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회원국의 National 

Programme이 기반이 되어야함을 강조함.

  (4) IAEA의 아태지역 프로그램 발표 

    ㅇ IAEA Razley 과장은 IAEA 기술협력자금(TC Fund)이 증감없이 

정체되고 있으며, 회원국의 특별재정 기여(Footnote a/)는 감소하고 

있음을 설명함. 

    ㅇ 호주대표는 Regional Cooperation을 위한 적정 기술분야의 도출 등 

Upstream Work의 필요성을 제기함. 

  (5) 2003-2004 RCA 프로그램 

    ㅇ IAEA Razley 과장은 2003-2004년 RCA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설

명을 함. 

    ㅇ 중국대표는 2003년 RCA Events중 일부가 최근의 국제환경(이라크

전 및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으로 자국에서 개최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를 수

용할 의사가 있는 국가는 Event를 수용해 줄 것을 제안함. 

  (6) 2002년 RCA Annual Report 채택 

    ㅇ IAEA Razley 과장은 2002년 Annual Report 작성을 위한 회원국의 

자료(Success Story 및 Contribution 실적 등) 제출 협조를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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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RCARO는 IAEA 사무국 협조 하에 RCA Success Story 홍보 Brochure를 

제작하기로 함. 또한 한국대표는 동 비용을 RCARO에 지원하기로 약속함. 

    ㅇ RCARO는 IAEA 사무국에 Success Story 양식을 만들어 제공하기로 함. 

Success Story는 주제별로(Thematic Sector) 작성하기로 함. 

    ㅇ 회원국은 Success Story를 보다 잘 작성하기 위한 Technical Writing 

Workshop의 개최를 IAEA에 요청함.

  (7) 2002년 RCA 사업 Implementation Issues 

    ㅇ Event 유치 관련 회원국 정부의 동의는 현행절차를 유지하기로 함. 

    ㅇ Footnoot a/ 예산을 기여한 국가가 Event 개최에 동 예을 활용하고자 하

는 경우 비용은 Donor Country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함. (IAEA  Razley 과장)

    ㅇ IAEA Razley 과장은 IAEA가 아직 Outsourcing 정책에 대한 입장이 확정

되지는 않았으나 회원국이 원하는 경우, RCA Event를 Outsourcing 할 

수 있음을 밝힘. 

    ㅇ RCARO를 아직 Legal Entity로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RCA Event를 

RCARO에 Outsourcing하는 것은 곤란함. (IAEA Razley 과장) 

    ㅇ Event 유치 기회는 RRUs 지정 국가 또는 기관이외에도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필리핀 대표의 발언에 대하여 Razley 과장은 Event 유

치에 결정에 있어서 RRU 지정기관과 미지정 기관과의 차별은 없음을 설

명함. 

    ㅇ 2002년 사업중 2003년으로 Roll Over된 13개 사업에 대한 사유를 방 라

데시 대표가 요청함에 따라 Razley 과장은 제32차 RCA 총회시 이를 설

명하겠다고 함. 

  (8) Upstream Work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ENO) 

    ㅇ 말레이시아 대표는 ENO (Electronic Networking and Outreach) 사업 관

련 Project Committee의 검토결과를 발표함. 

    ㅇ RCA 홈페이지 관리 역할 분담을 결정함 

- RCA Members only 홈페이지: 말레이시아가 운

- RCA 홍보용 홈페이지: RCARO가 운  

  (9) 2005-2006년 RCA 사업계획

    ㅇ IAEA 측은 2005-2006년 사업 접수현황을 발표 

[ 총 49개 과제 접수 (2003년 5월 현재) ]

- 농업: 20개, 보건: 12개, 환경: 6개, 산업: 2개 과제,

  에너지/연구로/방폐: 6개, 방사선방호: 2개, ENO: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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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각 사업분야(Sector)별 2005-2006년 사업에 대하여 각국 대표는 자국의 검토

의견을 발표 

- 농업: 중국, 보건: 일본, 산업: 인도, 환경: 뉴질랜드, 

         에너지/연구로/방폐: 한국, 방사선방호: 호주, 

         ENO: 말레이시아 

    ㅇ 한국 관련사항 

- 한국대표는 필리핀이 제안한 사업 “Disposal of the disused sealed 

sources”에 대한 각국의 참여의사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이 동 사업의 

Lead Country 역할을 수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 사업 참여의사 표명 국가: 중국, 태국, 한국, 필리핀 

    ㅇ IAEA는 LCC가 2005-2006년 사업을 검토하여 가능한 사업 수를 줄이고, 사

업별 우선순위를 정해줄 것을 요구함. (2003년 LCC 회의는 2003.8.4-8 기간

동안 IAEA에서 개최 예정)

  (10) RCA 지역사무국 (RCARO) 

    ㅇ RCARO는 지난 1년(2002.2-2003.5) 동안의 사무국 활동내용을 발표하 으며, 

회원국들은 한국정부의 RCARO 지원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함. 

    ㅇ RCARO 자문위원회(Advisory Group) 의장인 방 라데시 Choudhury 박사가 

RCARO 관련 제3차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함. 

- Resolution, Working Paper 및 2003년 Work Plan 

    ㅇ RCA Resolution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32차 RCA 총회에 상정 

채택하기로 함. 

    ㅇ 중국대표는 RCARO 사업담당관 Position에 회원국에서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함. 

  (11) RCA사업 평가(Evaluation) 

    ㅇ IAEA Salema 국장은 IAEA의 TC사업평가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RCA 회

원국이 RCA 사업평가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문의함. 이에 대하여 회

원국들은 RCA사업을 2003년 IAEA 기술협력사업 평가시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함. 

  (12) Policy Level Meetings 

    (가) 제26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2004년 3∼4월)

    ㅇ 파키스탄이 제26차 RCA 국가대표자회의(2004년 3∼4월) 유치를 제안하고 동 

제안대로 결정함. (후보개최국은 태국) 

    (나) 제32차 RCA 총회 (200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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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32차 RCA총회는 2004년 9월 12일(금) 비엔나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결

정하 으며, IAEA 사무국이 이를 추가 검토하여 확정하기로 함. 

    (다) Quadra-Partite Meetings 

    ㅇ 제32차 RCA 총회기간(2004.9)중 개최되는 지역협정체(RCA, ARCAL, 

AFRA 및 ARASIA) 회의에는 다음 대표가 참석하기로 하 으며, 산업/

환경분야의 Success Story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기로 함. 

  (13) 기타의제 (Other Matters) 

    (가)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ㅇ 방 라데시 및 RCARO 대표가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동을 설명

    ㅇ RCA사업을 위한 타 국제기구로부터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RCARO는 

Expert Group을 구성 운 하기로 함. 

    (나) FNCA 대표의 발표

    ㅇ FNCA (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 대표로 참석한 Machi 

박사는 “Progress of FNCA Projects”주제 발표를 하 으며, FNCA와 

RCA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함. 

    (다) RCA Logo 

    ㅇ 한국대표는 RCA Logo에 뉴질랜드가 표시될 수 있도록 현행 Logo를 다

시 도안할 것을 제안하 으며, 뉴질랜드대표도 이에 동의함. 

    ㅇ RCARO가 RCA Logo를 다시 도안하여 제32차 RCA 총회에 보고토록 함. 

    (라) RCARO 명칭 

    ㅇ 한국대표는 RCA지역사무국의 명칭 (RCA Regional Office)을 RCA 

Office로 변경하는 제안을 하 으나 이미 RCARO 명칭이 다수 문서에 

명기됨에 따라 현시점에서 명칭 변경은 시급하지 않음을 일부 일부국가

가 표명하 으며, 이에 따라 현행 RCARO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함. 

    ※ 참고 

ㅇ 기타의제(Other Matters)의 다음 3개 세부의제는 시간제약으로 인하여 

논의되지 못하고 차기 회의로 이월됨 

  - Implementation of RCA Vision 

  - Sustainability and Self-reliance of Nuclear Institutions

  - Harmonization of Non-RCA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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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2차 RCA 총회 

   제32차 RCA 총회가 2003. 9. 17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

나라는 대표단으로는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 김창우 과장(수석대표), 유국희 서

기관 및 한국원자연구소 국제협력과 최평훈 과장이 참석하 다. 또한 RCA지역사

무국에서는 김진경 사무국장과 정준극 사업담당관이 참석하 다. 

   동 회의에는 RCA 17개 회원국 대표와 IAEA 사무국 직원 등 총 40여명이 

참석하 으며, 주요 의제로는 제25차 국가대표자회의(2003. 5, 스리랑카)에서 논

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RCA 지역사무국 Resolution 채택(안) 등이 상정되었다. 

   RCA 지역사무국과 관련하여 본 총회에서는 지역사무국 Interim 운 기간을 

2005년 3월까지로 1년을 연장하고, 법적기반 확보를 위한 Resolution을 채택하

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RCA 지역사무국의 위상과 기능을 한 단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장기적으로 RCA 협력 활성화를 통한 기술수출의 기반을 확

대하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게되었다. (총회 참가보고서: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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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RCA 총회 회의 결과 

 I. 의제 채택

- RCA 총회 의장인 스리랑카 Prof. Hewamannna 는 총회 의제에    

대해 각국 대표에게 의견을 문의하 음. 말레이시아대표인 Mr. 

Adnan은 당초 VII. 1에 있는 “Report of the RCARO Advisory 

Committee" 는 RCARO Resolution 과 관련이 있으므로 VI. 

Resolution of RCA Regional Office로 변경을 제의하 으며 참가국

들은 동의하 음. 따라서 VII. "RCA Regional Office" 의 VII.2 및 

VII.3 는 합쳐서 논의키로 함.

- RCA Coordinator는 회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RCA Web-site에  

게재하 음에도 대부분의 RCA 국가대표자들이 접속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함. 모든 관련 자료를 국가대표들에게 

배포하 음을 설명함. 

- IAEA (SH-TCAPS)는 각 회원국이 Website에 접속하는데 어려움을 

이해하며 IAEA의 일반적인 관행은 회의 자료를 Web-site에 게재하

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Web-site

에서 자료를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회원국들의 의견에 공감하

며 IAEA와 함께 각 회원국이 Electric Communication 능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II. 제 25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II.1 회의록 채택

- RCA Coordiantor는 제 25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회의록(안)을    

이미 회원국에 회람하 으며 이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문의한   

바 있음을 설명하 음. 또한 RCARO의 RCARO에 관한 회의록에  

약간의 수정제의에 대해 반  하 음을 보고하 음. 

- 총회에서는 제 25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회의록을 채택하 음. 

   II.2 회의 후속사항

      a. 후속 조치사항

       -RCA Coordinator는 RCA사업 성공사례에 관한 팜플렛 제작과 관련하

여 총회 이전에 발간을 위해 Lead Country Coordinators (LCCs)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하 으나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서 완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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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음을 설명하 음. 이에 따라 2003년 내에 발간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LCCs 에게 관련 자료를 2003년 11월까지 송부하여줄 것을 요청하 음. 

동 Pamphlet는 2002년 수행내용 뿐만 아니라 최근 2-3년 전에 수행된 

내용도 포함될 것임을 설명하 음.

      -RCA Coordinator 는 RCARO 의 Resolution과 관련하여 각 회   원국의 

의견을 서면으로 2003년 7월 30일까지 RCARO Advisory Committee 

(RCARO AC)에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  으나 일본만 문서로 의견을 

송부 하 으며 RCARO AC는 새  로운 Resolution 초안을 작성 하 음을 

보고하 음. 

      b. Task Force Committee Report

-RCA 관리 문제에 관한 검토를 위해 제 25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시 

구성된 Task Force에 대해 호주대표는 중간 보고를 하 으며 Task 

Force가 검토하기 위해 회원국과 RCA 사무국이 지난 RCA 회의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 음.  

       -총회에서는 각 회원국들이 필요한 정보를 Task Force에게 2개월 이내에 

제출키로 하 으며 Task Force에 Convener 선정에 관하여 동의하 음.

      c. RCA Logo

-RCARO는 지리학적으로 모든 회원국이 포함되어 있는 RCA    Logo를 

Mercator 방식에 의해 새로이 Design 한 RCA Logo를 보고하 음. 중국 

대표는 RCA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할 적에 적절한 위치 선정 등 RCA 

Logo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

음

-총회에서는 새로이 Design된 RCA Logo에 대해 각국의 의견을 RCARO

에게 송부키로 하 으며 차기 국가대표자회의에서 RCA Logo 사용지침 

등에 관하여 논의키로 하 음.

-제25차 RCA 국가대표자회의에서 추후 협의키로 한 1) RCA    Version

의 이행 2) Sustainability and Self-reliance of Nuclear  Institutions 3) 

Harmonization of Non-RCA projects 에 관하여  는 시간 관계상 차기 

국가대표자회의에서 논의키로 하 음.

-총회에서는 제 25차 RCA 국가대표자회의에서 협의키로 한 3개 item에 

대해 제 26차  RCA 국가대표자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III. 2002년 RCA Annual Report 채택 

-RCA Coordinator는 2002년 RCA Annual Report를 이미 각 회원국에 회

람 하 으며 몇몇 회원국 및 RCARO에서 의견이 접수되었음.  필리핀의 



- 31 -

보고서 편집을 담당 하 으며 Annual Report가 IAEA의  TC Web-site에 

게재되어 있음을 보고함.

-말레이시아대표는 Colombo 국가대표자회의 시 Annual Report는   IAEA

의 TC Web-site에 게재하기로 하기로 한 것을 상기시켰음. 

-IAEA Technical Officer (Mr. Bill Wallin) “ Use of Isotope for    Dam 

Safety Sustianability"와 관련하여 Annual Report의 Project  achievement 

부분에 Dam Safety 및 Groundwater 의 내용이 포함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 음. 필리핀대표는 "Assess to Clean Drinking Water"에 대한 내

용이 Annual Report의 요약 부분에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함.

-호주대표는 Annual Report가 Web-site에 게재되어 있더라도 접속  및 

Copy 하기가 어려움을 피력하며 오자나 탈자가 많음을 언급함.  따라서 

추후 수정된 Annual Report를 상정하기를 요청함. 

-총회 의장은 RCA Office에서 2002년 Annual Report를 각 회원국  에게 1

개월 이내에 송부하여 검토를 받기를 요청함. RCA         Coordinator는 

E-mail로 Annual Report를 각 회원국에 송부하기   를 요청 받음.  

-중국대표는 회원국에 IAEA가 자료를 제공할 경우 특히 중요한 서류는 전

자방식 뿐만 아니라 Fax를 이용하여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함. 

-총회에서는 RCA Annual Report에 대한 각 회원국의 검토의견을 1개

월 이내에 RCA Coordinator에게 송부하기로 함.

IV. 2004년 RCA Programme

-RCA Coordinator는 2004년 RCA Programme을 설명하 음. 35건  의 

project가 2003년에 추진되었으며 9개의 project는 올해 안에 종료될 예정

이며 23건의 훈련과정과 31건의 Meeting, Workshop으로 되어있음. 2004년

에는 31건의 훈련과정과 25건의 Meeting,  Workshop으로 구성 되어있음

을 설명함.    

-총회에서는 빠른 시일안에 각 회원국이 2004년도 RCA events를 유치

할 수 있는 과정을 RCA Office에게 통보키로 하 음.    

V. Lead Country Coordinators' (LCCs) Meeting 권고 사항

-RCA Coordinator는 2003년 8월 첫째 주에 IAEA 본부에서 개최된  LCCs 

Meeting 결과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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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2005-2006년 제안 프로그램

-RCA Coordinator는 84건의 과제 제안서가 RCA Office에 접수되었으며 

LCCs는 2005-2006년 Programme으로 24건 Project를 추천하 음. 24건 

Project는 9건의 새로운 Project와 3건의 계속     Project 및 7건의 연

장 Project로 구성되어 있으며 5건의 새로운  Project는 현재 수행중인 

Project와 유사하므로 새로운 Project나  연장 Project로 추진되어야 함

을 보고 하며 총 예산은 5,400,000불  임을 설명함. 

-호주대표는 RCA 주제 사업별로 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의 향후 추

진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고 RCA Project 수를 줄여야 

한다고 언급함.

-인도대표는 호주대표의 제의에 동의하며 산업분야에서 제의된 2건의 

project는 IAEA의 “the fewer, the better" 정책에 부합함을 설명함. 또

한 2001년 Dhaka 회의에서 결정한 각 주제사업별 예산 배분율을 검토

할 시기라고 제안함.  인도대표는 ENO가 향후 Virtual  Meeting을 개

발할 예정이면 이에 대한 예산이 필요함을 설명함. 또  한 FNCA와 

RCA의 협력을 통한 Synergic 효과에 관한 내용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음을 언급함.

-필리핀대표는 호주 및 인도대표의 장기 전략 개발의 필요성에 동의  

하 음. 또한 RCA 관리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내

용은 아님을 언급하 음. 또한, 방사선 방호에 대한 국가 Project가 추

진되기 전에 방사선 방호 Programme의 지역적 수행 내용을 정하기 위

하여 각국 대표의 Project formulation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말

하 음. 

-호주대표는 방사선 방호분야의 국가적 및 지역적 필요성을 정하기 위

하여 자문회의가 2003년 12월에 개최될 예정임을 설명하 음. 

-한국대표 (과기부 김창우과장)은 Colombo 회의에서 각 LCCs가    

2005-2006년도 주제사업별 proposal을 국가대표에게 사전에 송부  하여 

줄 것을 요청하 으나 통보 받지 못하 음을 말하 음. RCA 

Coordinator는 LCC가 그러한 요청을 받았으나 LCCs Meeting 보고서

는 총회 바로 직전에 완성되었음을 통보하 음.

-방 라데시대표는 "Fewer and Better Project"를 강조하며 LCC와  각

국의국가 대표자간의 대화가 강화되어야 하며 Project Proposal  에 대

하여 각국의 국가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을 강조하 음. 그는 현재의 

Project 선정에 관한 방법에 만족스럽지 않으며 과거의  Project 수행에 

관한 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을 지적하 음. 국가 Project에 이용하

기 위해 Country Profile Framework와 비슷한  Regional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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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 음.   

-IAEA (SH-TCAPS)는 Regional Profile Framework 개발은 매우 

복잡한 일이므로 대안으로 각 Sector별로 향후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한 Regional Profile을 준비할 것을 제안하 음.  

-필리핀대표는 RCA의 새로운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차

기 RCA 국가대표자 회의시 이 문제에 대해 1일 정도 

Brainstorming 개최를 제안하 음. 

-호주대표는 LCC가 각 주제사업에 대해 지역적 우선순위에 대한 검  

증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음. 인도대표도 동의를 표하 으며 이

러한 내용은 차기 국가대표자회의 1개월 이전에 각 국가대표자에게 

송부 되어야 함을 말하 음. 

-중국대표는 2005-2006년 Programme에 대해 동의하 으며 어느나  

라가 Lead Country인지 문의하 음. 회의에서는 중국이 제안한 보  

건분야 Proposal에 대해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보고 받았으며 모든  

Proposal은 LCC에 의해 제의하여야 함을 말하 음. 중국대표는 보  

건분야의 LC가 인도네시아로부터 일본으로 변경된 것을 공식적으

로 통보를 받지 못하 으므로 중국은 새로운 보건분야 Proposal을 

인도네시아에게만 송부하 음을 통보하 음.

-IAEA (SH-TCAPS)는 한국에서 개최된 국가대표자회의에서 LCC

의 지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키로 한 점을 지적하며 일본은 

2005년 이후에 보건분야의 LCC로 지정되었으며 2004-2004년도 보

건분야의 LCC는 인도네시아임을 말하 음. 

-총회에서는 LCC가 제의한 2005-2006년 Project Proposal에 대

하여 승인함. 총회는 LCC가 각 주제사업별 우선 순위을 정하여 

차기 국가대표자 회의 1개월 전에 각국 국가대표자에게 송부하

여 검토를 받기로 정함.

-IAEA (SH-TCAPS)는 Project Proposal은 IAEA의 기술협력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IAEA의 Format에 맞추

어 IAEA에 송부되어야 함을 설명하 음. 각국 대표는 DDG-TC가 

총회에서 언급 하 듯이 RCA 사업에 대한 확정된 예산 배분이 없

기 때문에 각 회원국을 대신하여 IAEA가 회원국에게 최대한 이익

이 되도록 예산을 배분하여 줄 것을 요청함. Project Proposal 송부

에 관하여는 모든 회원국이 Project Proposal에 서명할 수 없으므로 

총회 의장이 모든 회원국을 대표하여 송부할 것이 제안되었음. 

-각 회원국은 이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피력하 음. 장시간의 회의  

후 회원국은 잠정적인 방법으로 총회 의장이 각 회원국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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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Proposal을 송부하기로 하 으며 차기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Project 

Proposal을 IAEA에 송부하는 것에 대한 방법에 대해  협의하기로 함. 

-총회에서는 잠정적으로 총회 의장이 2005-2006년도 Project     Proposal

을 IAEA에 송부하는 것으로 결정하 음. 총회는 IAEA 당국에 지역 

Project에 관한 Project 신청 양식을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 으며 차기 

국가 대표자회의에서 검토키로 하 음.

V2. 운 에 관한 권고사항  

-RCA Coordinator는 LCCs Meeting의 운 에 관한 건의사항을 설  명하 음. 

이는 “주제사별별 LCC의 임무”, “Poject Proposal 준비  방법 향상”, 

“Communication의 Channel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적  정한 Lead Country의 

선정 방법”, “국가 및 지역 Project의 조정   및 각 주제사업별 전략 개발” 임. 

또한 RCA에 의해 채택되는 현재의 방법과 RCA Operating Rules and 

Guidelines에 의해 규정된 방법과 차이점도 부각되었음. 인도대표는 수정된 

RCA Operating  Rules and Guidelines을 차기 국가대표자회의에서 협의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줄것을 요청하 음.

-총회에서는 RCA Operating Rules and Guidelines이 수정되어야하며 

RCA Coordinator에게 차기 국가대표자회의에서 협의될 수 있도록 초안 

작성을 요청하 음.  

            

 VI. RCA 지역사무국 결의문 

   VI.1  RCARO 자문위원회 보고 

-RCARO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Prof. N. Choudhury (방 라데시)는  제 4차 자

문위원회가 2003년 9월 13일 IAEA 본부에서 개최되었으  며 호주, 중국, 방

라데시, 인도, 한국 등 모든 회원 및 RCA Coordinator 및 RCARO 대표 와 

IAEA (SH-TCAPS)가 참석하 음을 보고.

-총회는 RCARO AC가 RCARO 설립에 관한 결의문 초안을 검토하 으며 국

가대표들의 자문을 받은 수정 결의문 초안의 채택을 위해 각 회원국 Table에 

배포하 음을 설명 받았음. 

-RCARO 자문위원회 의장은 자문위원회가 RCARO가 준비한       2003-2004

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자문하 으며 RCARO에게 새로  운 Programme을 추

진 시에는 RCARO AC, 국가대표자 및 RCA  Coordinator에게 자문 받을 것

을 권고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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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2 결의문 채택  

-호주대표는 한국정부에 대해 RCARO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함께    

RCARO의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 음. 또한 금번 

총회에서 Resolution이 무난히 채택되어 회원국들의 RCARO  의 설립 

및 운 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한국 관련기관과 RCARO의 필요한 

법적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 음.  

 -말레이시아대표도 한국정부에 사의를 표하 으며 DDG-TC가 개회사에

도 언급을 하 지만 RCARO는 RCA사업의 중요한 발전이라고 말하

음. 또한 말레이시아대표는 이번이 RCA로서는 결정을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는 첫 번째임을 지적하며 이번 결의문은 제 30차 RCA 정기총회

에서 결정된 정확한 문구를 사용하여야 함을 설명하 음.  

-호주대표는 결의문 채택은 새로운 RCA 업무수행이며 이러한 조건은 다

음의 모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을 고려한 후에 결정되어야 함을 말하

음. 

-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수정할 것을 전제로 결의문을 채택하 음.

        1) 전문에 있는 e) 문장을 제 30차 RCA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정확한 

문구로 수정

        2) 전문에 있는 f) 문장을 제 30차 RCA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정확한 

문구로 수정

        3) 운 조항중 제 1문장을 잠정 운 기간을 명기하는 것으로 수정 

-한국대표는 회원국, IAEA, 특히 RCARO 자문위원회 및 총회 의장에게 

결의문 채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 음.

VII. RCA 지역사무국

    VII.1  RCA지역사무국 잠정 운 기간 연장 

-RCARO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Prof. Choudhury는 RCARO 자문  위원

회는 RCARO의 실질적인 운 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위하   여는 현재

의 2년간의 잠정 운  기간에 추가하여 1년 추가 연장  이 필요함을 건

의하 음.

-자문위원회는 RCARO의 과거 실적에 대해 지원하며 RCARO가   

UNESCAP 및 다른 경비지원이 가능한 국제기구와도 긴 한 협  력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 음.  

-한국대표는 필요한 법률조치를 위하여는 1년간 잠정운  기간이  면 충

분하다고 말하 음.

-총회에서는 RCARO의 잠정운  기간을 2005년 3월까지 1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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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결정하 음.

-자문위원회 의장은 RCARO 사무국장 선임을 위해 선발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총회에 보고하 으며 IAEA 및 한국이 위원회 위원을 추천

하여 줄 것을 요청하 음. 

-총회는 RCARO 사무국장 선임을 위한 3명으로 선발위원회를 구성

키로 하 으며 한국 및 IAEA가 대표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

음. 

    VII. 2 RCARO 2003년 업무보고 및 2004년 업무 계획 

-김진경 RCARO 사무국장은 2003-2004년도 사업계획서를 설명 하 음. 

그는 RCARO 업무가 RCA 이해증진 및 RCA의 Partnership을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RCARO가 잠정 운 기간이므로 

RCARO의 운 에 관한 필요한 법적 준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 음. 또한 Post-doctoral fellowship 프로그램, 원자력 석사

과정 프로그램등과 함께 IAEA의 원자력 지식관리 노력과 병행하여 몇 

가지 프로그램을 추진중에 있으며 RCARO가 추진중인           

Programme에 대하여는 국가대표자회의에서 승인받기를 기대한다고 말

하 음. 향후 새로운 Programme을 추진코자 할적에는 RCARO는 자문

위원회, 회원국의 자문을 받아 국가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예정임을 설명하 음. 회원국들은 새로운 Programme을 추진 시에는 

국가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제안하 음.

-총회에서는 RCA를 대신하여 RCARO가 수행코자하는 activities에 

대하여는 국가대표자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받도록 결정하 음.     

  VIII. 제 26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개최지

-파키스탄대표는 제 26차 RCA 국가대표자회의를 2004년 4월 첫  째주

에 파키스탄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확인하 음. 그는 RCA 전략계획 

회의와 함께 국제기구와의 Forum도 함께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회원국들은 주최국이 주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 음. 

다카에서 개최된 제 23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시 Scientific Forum에

서 제기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태국이 제 26차 국가대표자회의의 대체 후보지로 결정하 음.

-총회에서는 제 26차 RCA 국가대표자회의를 2004년 4월 파키스탄에

서 4일간 개최키로 하 으며 동 회의와 병행하여 1일간 전략계획을 

위한 Brainstorming 및 1일중 오후는 Scientific Forum을 개최키로 

함.  

   



- 37 -

  IX. 기 타

-RCA Coordinator는 2003년 9월 18일 개최되는 RCA, AFRA, ARCAL 및 

ARASIA와의 4자 회의에 RCA를 대신하여 3개 의장국(한국, 스리랑카, 파

키스탄)과 함께 RCA의 환경 및 사업분야의 성공사례를 설명하기 위하여 

환경분야의 주도국인 뉴질랜드 및 산업분야 주도국인 인도가 참석할 예정

임을 설명하 음. 또한 RCA  Coordinator 및 RCARO의 대표도 참석할 예

정임을 알렸음.

-호주대표는 “Strengthening Nuclear Medicine" Project가 Oceanic Nuclear 

Medicine Association과 함께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하 으며 총회에서 승인하여줄 것을 요청하 음. 

-총회는 RCA Project에 Asia Federation of Medical Physicists가 참여

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하 음.  

-총회에서는 RCA Coordinator가 총회 회의록을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각 회원국에 회람하여야 하며 각 회원국은 2주 이내에 검토의견을 RCA 

Coordinator에게 송부하고 RCA Coordinator는 최종 회의록(안)을 회

원국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회원국에 송부하기로 함.

-IAEA (SH-TCAPS)는 행정사항으로 두 종류의 국가대표자회의 개최에 대

하여 차기 회의 부터는 DDG-TC가 아닌 RCA Coordinator 명의로 통보될 

것임을 설명하 음. 총회는 이러한 변  경에 대해 동의함.

-필리핀대표는 총회에서 국내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원자력 물리 

CD-Roms을 소개하 음.

  X. 폐  회

-총회 의장은 회원국 및 RCARO 와 IAEA 직원에게 총회가 원만하게  진행

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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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RCA 총회 후속 조치사항

 1. 제 32차 RCA 정기총회 후속 조치사항 추진

-금번 RCA 총회에서 협의된 내용중에 각 회원국이 RCA Coordinator에게 통

보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기일 이내에 한국의 검토 의견을 송부하여야 할 

것임.

     가. Task Force Committee

-스리랑카에서 개최된 제 25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Task Force Committee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2개월 이내에 제

공

     나. RCA Logo 제작

-RCARO가 새로이 설계한 RCA Logo에 대한 검토의견을 RCARO에 송부

     다. 2002년 RCA Annual Report 

-2002년 RCA Annual Report에 대한 검토 의견을 1개월 이내에 RCA 

Coordinator에게 송부

     라. 2004년 RCA Programme

-아직 장소 및 일시가 확정되지 않은 2004년 RCA Event에 대해 한국의 유치 

여부를 결정하여 RCA Office에게 통보

     마. RCA 총회 회의록 검토

-RCA Coordinator가 송부 예정인 총회 회의록을 한국이 접수 후 2  주일 이

내에 검토 의견을 송부

 2. 제32차 RCA 정기총회시 합의한 제26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시 협의사항

     가. RCA Logo

-새로 Design된 RCA Logo에 대한 각국의 검토의견 접수 후 RCA  Logo 사

용지침에 대한 협의가 있을 예정임

     나. 이월 협의안건

-제25차 RCA 국가대표자회의시 추후 협의키로 한 1) RCA Version의 이행 2) 

Sustainability and Self-reliance of Nuclear Institutions 3) Harmonization of 

Non-RCA projects에 관하여는 시간 관계상 차기 국가대표자회의에서 논의

키로 하 음.

     다. RCA Project Proposal 송부

-RCA의 Project Proposal을 IAEA에 송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2005-2006년 Project Proposal에 한하여 총회 의장 명의로 IAEA 에 송부하

는 것으로 결정하 으나 차기 국가 대표자회의에서 향후  추진 방법에 대해 



- 39 -

협의키로 함.

     라. RCA Operating Rules and Guidelines 수정

-차기 국가대표자회의에서 수정된 RCA Operating Rules and       

Guidelines에 대한 협의가 있을 예정임

 3. 기 타 

     가. RCARO 사무국장 선임

-총회에서는 RCARO가 실질적인 운 시를 위하여 RCARO 사무국장 선

임을 위해 3명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며 한국 및 IAEA에

게 대표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할 것임

     나. RCARO 신규사업 사전 승인

-총회에서는 앞으로 RCARO가 신규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사전에   

RCARO는 자문위원회, 회원국의 자문을 받아 국가대표자회의에 보고하

여 승인을 받기로 결정 하 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에 계획 단  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 RCA 장기전략 Brainstorming 개최

-차기 국가대표자회의에서는 RCA의 장기 전략에 관한 브레인스토밍을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 정립이 필요한 것

으로 생각됨.  

     라. RCARO 법적지위 확보

- 이번 총회에서 RCARO의 법률적 지위확보를 위하여 Resolution이  채

택 되었으며 또한 이를 위한 잠점 운 기간이 2005년 3월까지 1 년 더 

연장된 점을 감안하여 RCARO 및 한국정부는 RCARO의 정식 운 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잠정 운 기간 이내에필요한 법적 지

위를 확보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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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참여

 1. 제4차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장관회의

  가. 회의 개요

   1) 제4차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장관회의 개요

   ○ 일  시 : 2003. 12. 3(수)

      ※ 12. 2(화): 고위 실무회의(Senior Official Meeting)

   ○ 장  소 : 일본 오키나와 Bankoku Shinryokan "Summit Hall"

   ○ 참석자

     - 9개 FNCA 회원국 원자력장관 및 고위관계관 등

   2).  주요 의제

   ○ 고위 실무회의

     - 제4차 조정관회의 결과 및 활동 경과 보고

     - FNCA 사업관리‧운

     - 인적 자원 개발 전략에 관한 특별세션

     - 장관 회의 원탁토론 토의 방향 사전 협의

     - 회의결과 요약보고서 채택

   ○ 장관 회의

     - 각국 수석대표 기조연설 : 국가 원자력정책 및 FNCA 협력방안

     - 원탁 토론

       ① 방사선‧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의 사회‧경제적 효과 제고

       ② 지속가능 개발과 원자력

   3) 양국 장관회담 및 연구기관 방문

    ○ 일본 과학기술정책담당장관(토시미츠 모테기)과의 원자력장관 회담

    ○ 일본 문부과학대신(카와무라 타케오)과의 과기장관 회담

    ○ 인도네시아 대표단(연구기술부차관, 국립원자력청장 등)과의 면담

    ○ 오아라이원자력연구소 방문 및 고온가스원자로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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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대표단  구성1)

구   분 성명  및  직위 출장기간 비   고

수석대표

대    표

"

"

"

 박호군 과기부장관

 조청원 원자력국장

 최종배 원자력협력과장

 유국희 원자력협력과 서기관

 김성수 장관비서관

12.2∼12.4

"

12.1∼12.4

12.2∼12.4

"

장관회의

"

고위실무 회의

장관회의

수   행

기술자문

"

"

"

 장인순 원자력연구소장

 김대중 두산중공업사장

 김태우 두산중공업 전무

 민병주 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12.2∼12.4

"

"

"

고위실무 회의 

장관회담

"

통   역

 다. 회의 일정

   1) 고위 실무회의(SOM) ( 2003. 12. 2.(화) )

세  션 시  간 내  용

개회식 09:00-09:15
 - 개회사

 - 참가자 자기 소개

Item 1 09:15-09:45
 - 제4차 FNCA 조정관회의 결과 및 FNCA 활동 경과 

보고

Item 2 09:45-10:30
 - FNCA 사업 관리와 운

 *신규사업제안서, 제7차 FNCA 회의개최예정지 등

Item 3   10:30-12:30
 - 핵 과학, 기술 및 응용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전략에 관한 특별 세션

Item 4

13:45-6:00  - 장관급 회의 원탁 토의에 관한 사전 회담   

13:45-14:45
  ① 원자력 기술 응용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효과 

제고

15:00-16:00   ② 지속가능 개발과 원자력

Item ５ 16:30-17:15  - 회의결과 요약 보고서 채택

리셉션 18:00-20:30
 - 환  리셉션(일본 전통문화 공연)

 - 만찬(부페)

1) 고위 실무회의(Senior Official Meeting) 참가 전문가

   -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구원장 한경원

   -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협력실 책임연구원 김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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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관 회의 (MＭ) ( 2003. 12. 3.(수) )

 라. 회의 결과

  1) 고위 실무회의 (SOM)

  가) 개 요

   ○고위실무회의는 12. 2(화) FNCA 회원국의 고위실무자 참석하에 개최

      -오전 세션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장인순 소장, 오후 세션은 베트남원자력

위원회 위원장(Prof. Vuong Hun Tan)의 사회로 진행

세  션 시  간 내    용

개회식 09:40-10:00

 - 개회사 : Mr. Toshimitsu Motegi 

             (일본 과학기술정책대신)

 - 축 사 : 오키나와현 대표

 - 기념 촬

Session 1

10:10-12:40  - 원탁 토의

10:10-11:20
 - 주제 1. 원자력 기술 응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 제고

11:30-12:40  - 주제 2. 지속 가능한 개발과 원자력

Session 2 13:40-14:10

 - FNCA 활동 상황 경과 보고  및 고위실무회의 

(SOM) 결과 보고

 - 경과 보고 및 결과 보고

 - 인적자원관리(HRD) 전략에 관한 고위 

실무회의 결과 보고

Session 3

14:20-16:20

 - 국가보고서 발표

  ＊원자력 연구 개발 정책과 FNCA 활동 

(국가별 10분씩)

14:20-15:20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한국

15:30-16:20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호주, 베트남

폐 회

(Wrap-up 

Session)

16:30-17:00

 - 회의결과 요약(의장)

 - 제5차 FNCA 회의 안내

 -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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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4차 조정관회의 결과 및 활동 경과 보고

    < 일본의 FNCA 조정관 Dr. Sueo Machi는 2003년 제4차 조정관 회의결과와 2003년 

사업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함. >

   ○연구용원자로 이용 분야에서는 Mo-99을 흡착시킨 PZC (poly zirconium 

compound)를 자동 장전시키는 장치를 2003년 12월 인도네시아 원자력청

(BATAN)에 설치하게 됨.

   ○농업 분야의 경우 “가뭄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콩과 사탕수수의 변종 개발” 

프로젝트 하에 동 사업 참여국들간의 변종 종묘 교환이 성공적으로 추진

되고 있음.

      -한편, bio-fertilizer의 경우 베트남에서 괄목할 만한 땅콩재배 야외 시험

결과를 얻은 바 있음. 

   ○원자력 안전 분야의 경우 “연구용 원자로 안전문화”에 대한 사업 하에 수행

된 베트남 달라트원자로 peer review는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됨.

      -천연 방사성물질의 공정 처리과정에서 농축되는 방사성 물질(TNORM)

의 관리를 위하여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2003년 중에 관리 

개선을 위한 전문가 파견 자문을 실시한 바 있음.  

   ○원자력에너지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2회에 걸쳐 공개 세미나가 베트남에서 개

최되었음. 또한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개최된 대형 컨퍼런스에는 Regial 

Speakers Bureau에서 각각 1명씩 강연자를 파견한 바 있음. 

   ○전자가속기 이용 사업과 관련하여 “상처보호 물질 생산”을 위한 박막 조

사기술 실증이 말레이시아원자력연구소 (MINT)에서 수행되었음.

   ○동 SOM 회의는 그간 이룩한 괄목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높이 평가함.

  다) FNCA 사업 관리‧운

   ○첫째로 제안된 신규사업은 “의약 분야에서의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사이클로트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에 관한 것임.

      -동 사업은 말레이시아가 제안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FNCA 회원국들은 

지지를 표명함.

      -또한 회원국들은 제5차 조정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업무 계획과 관련되

는 기술적 문제들을 토의해 줄 것을 요망함.

   ○둘째로 제안된 신규과제는 “아시아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원자력 에너

지”에 대한 패널임.

      -현재 원자력발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호주, 말레이시아 및 태국을 포함

한 회의 참여국가들은 본 신규과제에 찬성의 뜻을 표함. 

      -이 과제는 이미 2003년 3월에 개최된 제 4차 조정관 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으므로 본 회의 참석자들은 2004년 초에 제1차 패널회의를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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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데 합의하 음.  

   ○제7차 FNCA 회의는 2006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 으며, 필

리핀은 2008년에 개최될 제9차 FNCA 회의를 유치하겠다고 제안함.

 

  라) 인적 자원 개발 전략에 관한 특별세션

   ○인적자원 개발에 대하여 일본 FNCA 조정관 Dr. Sueo Machi가 다음 항

목에 대한 토의를 하자는 취지의 발제 발언을 발표함.

      -각국의 원자력인력개발 중기 프로그램 현황

      -각국의 원자력인력개발 현안

      -현안 해결 및 지역협력 방안

      -일본 MEXT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가 제공하는 원자력 연구자 교환 프로그램과 IAEA 주관 

ANENT (Asian Network for Highe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우리나라(원자력연수원장)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명시된 인력개발 계획

과 이를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정보자료의 교환과 자원 결집의 필요성을 

주장함. 

      -아시아지역 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

최된 ANENT 준비회의 내용을 소개

      -또한 제7차 한‧IAEA 기술협력전시회에서 발표한 “Atoms for the 

Next Generation" 상물 상

   ○동 세션 회의의 주요 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FNCA와 일본이 지원하는 인력개발 프로그램이 지역 및 국제협력에 있

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FNCA와 ANENT 간의 

구체적 협력 방안이 조속히 정해져야 할 것임.

      -교육훈련 자료를 분담하여 제작하기 위한 작업반 구성이필요함.

      -소규모 고위급 작업반을 구성하여 인력양성 정책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장관 회의 원탁토론 토의 방향 사전 협의

   ○장관회의 원탁토론 주제인 “방사선‧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의 사회‧경제적 효

과 제고”와 “지속가능 개발과 원자력”에 대하여 사전 준비 토의를 하 음.

  바) 회의결과 요약보고서 채택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이를 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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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관 회의 (MM)

  가) 개 요

   ○제4차 장관급 회의는 일본의 내각부 과학기술정책담당  장관인 Mr. 

Toshimitsu Motegi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음

   ○개회사에 이어서 오키나와 현의 부지사인 Mr. Hirotaka Makino의 환 사

가 있었음

   ○본 장관회의의 사회는 일본 원자력위원회 위원인 Prof. Youichi 

Fuji-ie가 맡았음.

  나) FNCA 활동 경과 및 SOM 결과 보고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정책담당 사무차장인 Mr. Soichi Nagamutsu가 FNCA 

활동 경과 및 실무 고위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함. 

   ○제3차 FNCA 회의에서 제안된 바에 따라 수행된 “원자력 과학, 기술 및 응

용을 위한 인력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회의 결과를 FNCA 일본 조정관 

Dr. Sueo Machi가 보고하 음.

   ○각국 대표들은 가시적인 활동성과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향후 계획들을 

추인함.

  다) 원탁토론

   (1) 방사선‧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의 사회‧경제적 효과 제고

   ○본 주제에 대한 토의는 필리핀의 Dr. Estella Alabastro   (Secretary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사회로 진행되었음. 

       -이의 토의를 위하여 말레이시아의 과학기술환경장관인 Mr. Dato' Seri 

Law Hieng Ding이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의 원자력기술의 중요한 역

할”에 대하여 발제 발언을 발표하 음. 

   ○참석자들은 보건, 농업, 산업 및 물과 공기를 포함하는 환경보존 분야에 있어

서 방사선, 동위원소 및 원자력 기술의 이용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 음.  

   ○연구 및 개발 기관들과 수요자 (end user) 간의 연관성이 강조되었으며, 이

들이 사업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음. 

   ○이와 같은 연관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FNCA는 수차례의 공개 세미나를 개

최한 바 있으며, FNCA 회원국들이 동 사업 관련  워크샵 및 회의와 연계

하여 공개 세미나를 추진하기로 함.

   ○방사선 및 원자력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대중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며, 원자력연구기관들은 이러한 정보 보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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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항으로서 FNCA와 IAEA/RCA 사업 활동들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

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2) 지속가능 개발과 원자력

   ○본 토의는 일본 원자력위원회 부위원장인 Mr. Tesuya Endo의 사회와 발제 

발언으로 진행되었음.

      -발제 발언에서는 현대사회에서의 원자력 에너지의 필수적 역할, 특히 원자력 

발전 및 방사선 이용의 중요성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었음. 

   ○FNCA 회원국에서의 에너지와 전기 수요는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하여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수요에 대처함에 있어서 원자력에너지가 

타당성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되고 있음.  

   ○지속 가능한 개발과 원자력 에너지 간에는 연관성이 있으며, 따라서 2013부터 

시작되는 제2차 기후변화협약 공약기간에는 원자력 에너지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을 모음.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자력에너지의 역할“에 대한 신

규 패널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가 신속히 제출되기를 기대함. 

   ○지속가능한 발전과 방사선, 동위원소 및 원자력기술의 관계를 확인함.

  다) 각국 수석대표 기조연설

   ○FNCA 참가 9개국 대표들은 원자력 연구 및 개발 정책에 관한 자국의 정책

과 FNCA 활동에 대하여 발표하 음. 

      -본 세션의 전반부는 일본의 Prof. Fuji-ie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후반부는 

베트남의 과학기술부 차관인 Mr. Hong Van Huay에 의하여 진행

   ○수석대표들은 각국의 최근 원자력정책 동향과 함께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 

현황을 포함한 평화적 원자력프로그램에 대하여 발표하 음. 

      -수석대표들은 지난 수년간의 FNCA 활동에 있어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

음을 높이 평가하 으며 FNCA 틀 내에서의 향후 협력에 주목하 음. 

      -모든 참가국들은 더욱 향상된 삶의 질과 보다 안락한 환경을 추구하기 위하

여 설정한 FNCA의 목표에 따라 FNCA 회원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 음.   

  라) 폐  회

   ○일본의 Prof. Fuji-ie가 의장 요약보고서를 제시하 음. 

   ○베트남의 수석대표가 제5차 FNCA 회의를 2004년 가을  베트남에서 개최

해 줄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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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국 장관회담 및 기관방문

  가) 일본 과학기술정책담당장관 회담

   (1) 개  요

   ○일  시 : 12. 3(수), 09:00∼09:30

   ○면담자 : Toshimitsu Motegi

   ○의 제 : 중입자가속기,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전용로 공동개발, 원자력수소생산기

술 협력, Gen Ⅳ, 방사선 비상 등 원자력안전,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2) 주요 내용

   ○암치료 장비인 중압자가속기 개발에 대한 일본 이화학연구소/방사선종합연구소

와 한국원자력의학원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함.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전용원자로 공동건설 제안에 대해 일측은 전향적인 검토

의사를 표명함.

   ○원자력수소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일본 오아라이연구소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함

   ○일본측의 ITER 유치(로카쇼무라) 지지 요청에 대해 일본측의 요청을 유념하

겠으며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모테기 장관은 중국과의 회담에서 일본 유치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힘.

  나) 인도네시아 대표단 면담

   (1) 개  요 

   ○일  시 : 12. 3(수) 17:30∼18:30

   ○면담자 : 연구기술부차관 Dr. Sasongko, 국립원자력청장 Dr. Soentono

   ○의 제 :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원자로개

발, 양국원자력협력협정 체결,   방사선 이용기술 협력

   (2) 주요 내용

   ○SMART의 인도네시아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한․인니 기업간 협력체 구성 

및 재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 양국간 원자력협력 회의를 추진

키로 함.

  다) 일본 문부과학대신 회담

   (1) 개 요

   ○일  시 : 12.4(목), 09:30∼10:00

   ○면담자 : 카와무라 타케오



   ○의 제 : 원자력수소 기술협력,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전용로 공동개발,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협력

   (2) 주요 내용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전용로 건설․운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더욱 연구가 필요하므로 양국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함.

   ○우리의 원자력수소 생산분야 기술협력 제안에 대해 한국원자력 연구소와 오

아라이연구소간 협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Gen-IV를 통해서도 협력해 나가기

로 함.

      ※일본측은 최근 35ℓ/시간 규모로 실험적으로 수소를 생산중이라고 밝힘.

   ○동북아 협력강화를 위해 한․중․일 국장급 실무회의를 “한․중․일 장관회

의”로 격상시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제안에 대해 일측은 기본적으로 동의하

면서 향후 구체적으로 협의되기를 희망함. 

   ○ITER 후보지 지지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요청을 유념하겠다는 수준에서 답변

  라) 일본 오아라이연구소 방문

   (1) 개  요

   ○일  시 : 12. 4(목), 12:00∼14:30

   ○면담자 : 일본원자력연구소 이사장 및 주요간부

   ○방문시설 : 재료물성실험장비(JMTR), 고온가스로(HTTR) 및 수소생산 설비 등

   (2) 주요 내용

   ○JMTR에서는 재료조사시험 등을 통해 재료 특성 및 신소재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JAERI는 고온가스연구로를 통한 많은 기술을 축적하고 있으며 최근 IS 

Process를 통해 수소 생산(35 l/h)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으나 아직 원자로

와의 연계까지는 성공하지 못하 음.

   ○일본은 많은 연구회가 있으며, 그중 수소이용 infra structure가 경제 산업성 

산하에 15개가 구성되어 있음. 향후 이의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함.

마. 종합 평가 및 결론

 ○일본의 과기정책담당 장관 및 문부과학대신과 연쇄회담을 통해 원자력수소생산

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양국간 협력 원칙 합의로 향후 연구기관간 기술

협력 토대 마련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전용로 건설에 대하여 일본의 기본적 

동의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공동건설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수립 

필요

 ○일본은 국가차원에서 ITER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미국․중국 등 국

제동향을 주시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종합적인 장․단점 검토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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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NCA 제3차 국가 조정관회의

  가. 회의 참가국 및 대표단

   1) 회의 참가국 

     호주(1), 중국(2), 인도네시아(2), 한국(1), 말레이시아(2), 필리핀(2), 태국(3), 베

트남(3). 일본 등 9 개국 및 Observer로 IAEA에서 2명 참석

   2) 대표단

     제 4차 FNCA 국가 조정관회의에는 호주와 한국을 제외하고 FNCA 회원국에

서 2-3명이 참석. 참석자 중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도 참석(베트남 및 태국)하

여 맡은 분야에 대해 발표를 함. 일본에서는 각 FNCA 분야별 Project Leader 

및 관계자가 다수 참여하여 Session 3에서 발표 및 토의에 참가.

      (1) 호주 : 

      Dr. John Frederick Eassy    

      Senior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International & Regional Liaison, 

Government & Public Affairs, ANSTO

      (2) 중국

      Mr. Wang Jiacai          

      Deputy Director, Division of Education,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Education,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 

(CAEA)

      Mr. Li Xiang              

      Chief Officer of Regional Cooperation, 

      Division of Nuclear Affai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AEA

      (3) 인도네시아

      Dr. Hudi Hastowo          

      Deputy Chairman, Dept. of Nuclear Technology and Agency, BATAN

      Dr. Karyono, Director of Planning Bureau, BATAN

      (4) 한국

      최평훈 (KAERI 국제협력담당 과장 및 FNCA 효율적 참여방안 과제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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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말레이시아

      Mr. Adnan bin Haji Khalid 

      Director, Division of Planning and External Relations, MINT

      Dr. Khairul Zaman Haji Dahalan 

      Director, Division of Radiation Processing Technology, MINT

      (6) 필리핀

      Dr. Alumanda M. Dela Rosa, Acting Director, PNRI

      Ms. Victoria Fe O. Medina, Special Technical Assistant to 

Director, PNRI

      (7) 태국

      Ms. Jindarom Chvajarempun 

      Senior Nuclear Chemist, Chemistry Division, OAP

      Dr. Kanokrat Tiyapun         

      Radiation Physist, Bureau of Radiotion Safety Regulation, OAP 

      Dr. Siranut Lamseejan       

      Senior Researcher

      Gamma Irradiation Service and Nuclear Technology Research 

Center, Kasetsart University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KURDI)

      8)  베트남

      Dr. Vuong Huu Tan, Chairman, VAEC

      Dr. Le Doan Phac, Deputy Director, Dept. of Intl. Relations and 

Planning, VAEC

      9)  IAEA

      Mr. Kyoung-Pyo KIM, Programme Management Officer, East 

Asia and the Pacific Section, Div. for Africa and East Asia and 

the Pacific

      Dr. Hans Holger Rogner      

      Head, Planning & Economic Studies Section

      Department of Nuclear Energy, IAEA

      10) 일본

      Dr. Sueo Machi       

      FNCA Coordinator of Japan, Senior Managing Director

      Asia Cooperation Center, Japan Atomic Industrial Forum,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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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일본의 FNCA National Project Leader 가 다수 참석하여 Session 3의 

Project 별 현황 점검회의에 참석,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토론에 참석 

 나. 회의 일정 및 진행

   1) 회의 장소

      -회의장소는 Okinawa현의 현청 소재지인 Naha시 (인구 : 30만명)의  Hotel 

Nikko Naha Grand Castle 지하 회의장에서 개최되었음. 

      -정식회의는 3월 5일 - 3월 7일 (3일간) 이었음. 회의는 3월 5일 (수) 13:30

에 시작되었으며 오전에 Technical Tour의 일환으로 Fruit Fry 박멸 시

설을 방문하 음. 오키나와 Naha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시설은 Melon  

Fry 및 Oriental Fruit Fry 박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음. 

        

   2) 회의 진행

     (1) 환 사 

       Okinawa 현감인 Mr. Keiichi Inamine 이 환 사를 하 음.    

     (2) 개회사 

       일본 내각부의 국회담당인 Mr. Hideaki Ohmura가 개회사를 하 음.  

     (3) 개회사 

       일본 원자력산업회의 Senior Managing Director 및 일본 FNCA 국가 조

정관인 Dr. Sueo Machi가 개회사를 하 음. 

     (4) 안건 채택 

       제 4차 FNCA 조정관 회의의 안건이 이견없이 채택 되었음. 특히 이번 조

정관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수정 제안한 “핵 측정장비 네트워크 구성” 

및 베트남이 제안한 “핵기술 이용 해양환경 오염감시”에 대한 협의가 있

음을 알렸음

     (5) Session 의장 선출 및 회의록 작성 

       Session 별로 국가의 알파벳 순으로 Session Chiar 및 공동 의장을 선정하

으며 회의록 작성으로 필리핀의 Dr. Dela Rosa 및 말레이시아의 Mr. 

Adnan bin Haji Khalid를 선정하 음 

 다. 회의 주요 결과

   1) 국가 보고 (Country Report)

      각 국은 알파벳 순으로 각국의 FNCA 사업 추진 현황 및 주요 원자력 국가

정책을 설명하 음. 

     

   2) 진행중 사업 검토

      (1) 연구용 원자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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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Isao Takeshita가 연구로 안전성과 운 을 증진하기 위한 신규 프로

젝트를 제안하 으며, 이에 대해 Dr. Easey(호주)는 금번 제의한 의제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므로 Scope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함. 

차기 국가 대표자회의에서 다시 협의키로 함

        -Tc-99m Generator 

         Dr. Tsuguo Genka는 PZC method를 이용한 Mo-99 흡착, Tc-99m 용

출 및 Low-Mo breakthrough의 실증 성공을 보고. 그리고 BATAN과 

Kaken에 의해 인도네시아와 일본에서 공동으로 특허 출원중임을 밝힘.

        -Nuclear Activation Analysis

         Dr. Ebihira가 Ko-method software(Valuable data process software)와 

유럽, 중국, 베트남과의 연계가 회의에서 지원되었으며, 베트남에서 있

을 Workshop 전에 전문가회의 제안 

        -Nuclear Scattering

         Dr. Hamaguchi는 Polymer에 대한 참여국의 응용방법에 대하여 설명. 

Tc-99m generator 워크샆과 관련한 전문가 회의 개최 계획을 승인.

      (2) 방사선의 농학적 이용

        -Mutation Breeding

         Tano 교수는 FY 2002 에 추진된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Insect Resistance in Orchids"에 대한 MRP가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

이시아, 태국의 참여하에 2003년부터 시작될 예정

        -Mutation Breeding Database (MBDB)가 FNCA Web site에 새롭게 게

재될 것임, 일본의 7개 벼종자 샘플이 필리핀과 태국 등의 Mutant 

Stock Repository (MSR)에 등록되었음

       - Bio-Fertilizer

         Ohyama교수는 Bio-fertilizer의 효과에 대한 실증 분야가 각 참여국들

에서 시작되었음을 보고하 음. Bio-fertilizer Group Newsletter 가 

2002년 4월부터 각 국에 의해 교대로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음. 

"Bio-fertilizer Mailing List"는 1백명 이상이 참여, 구성되어 있으며, 

"BF-info" (Bio-fertilizer Information)는 30번 정도 배포되고 있음

        

    (3)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

       - Radiation Oncology

         2002년에 cervical cancer and nasopharyngeal cancer의 

chemoradiotherapy가 프로젝트로 추진되었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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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공과 권고된 guideline에 의한 것임. 첫 번째 protocol CERVIX-1

에 따르면, 5년 생존율과 local cotrol rates는 각각 52.5%와 81.6%에 이

르 음. CERVIX-1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 조성되었음. advanced 

radiation therapy에 관한 공개 강좌가 Workshop과 연계하여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FNCA 와 RCA Project 와의 내용의 차이점

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4) 원자력 홍보

      -Yasumasa 교수는 방사선과 응용의 이해에 관한 공동조사가 각 국 당 

1,100명 이상의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수행되어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음을 보고. 통계분석의 지속적 추진과 각 국의 문화 유사성 뿐

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찰도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말레이시아

는 공동조사에 대한 결과를 아직 송부하지 않았으며 곧 결과를 송부하겠

다고 함. 회의에서는 이러한 조사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Follow-up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하 음)

    (5) 방사성폐기물 관리

       Kosano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방사성 폐기물 Project 의 추진현황을 보고

       - RWM통합보고서

         최종보고서가 참가자들에게 배포되었으며, 이 보고서는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Joint Convention> 회원국의 

IAEA에 대한 annual report의 모델로 디자인되었음     

       - SRSM (Spent Radiation Source Management) 의 Task Group 활동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의 자발적 지원으로 완수되었음. 그 

결과는 Health Physics에 관한 일본의 저널을 통해 발표 예정

         (TENORM (Technologically Enhanced 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s)은 아직까지 Project Proposal이나 Document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 따라서 일본 Project Leader가 Proposal을 

작성, 그 내용을 회원국의 Comment를 받을 것을 권고)

       (6) 원자력 안전문화

          -2003년 1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원자력 안전활동에 관한 2002/2003 

FNCA Workshop에 대해 보고, Mr. Phac(베트남)은 Dalat 연구로에 

대한 첫 번째 Peer Review는 안전성 보장과 경험 축적에 매우 유용

했다는 결과를 보고.

          -Ishikawa 교수는 Workshop은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이었으며, 모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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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들로 부터 긍정적인 기여가 있었다고 언급. 또한 FNCA 조정관의 

Project Leader에 대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요청하 으며, 특히 

호주에게는 이 분야에서의 강한 Leadership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

           (Dr. Machi(일본)는 동 Project 에 대한 호주의 기여에 감사함을 피력하

음. 또한 그는 연구용 원자로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모든 원자력 

시설에도 원자력 안전문화 개념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하 음)

        (7) 인적자원 개발 

          -Dr. Yasushi Seki는 훈련자료의 교환, 원자력분야에서의 인적 자원 개

발에 대한 기본 자료 조사 그리고 MEXT의 Nuclear Researcher 

Exchange Program과의 연계 노력 등 이 분야에 대한 활동을 보고

          -Dr. Easey(호주)는 방사선보호 훈련을 위한 distance learning 훈련자

료를 준비해 왔으며, IAEA도 e-learning을 위해 이들을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함 (Dr. Easey(호주)는 Radiation Protection 분야

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오랫동안 일본, 호주가 기여한 RCA의 EBP로 

추진되어 Distance Learning Program으로 CD 등이 제작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IAEA에 자료 요청 등에 대한 협의

가 있었는 지 문의.) 

          -Dr. Dela Rosa(필리핀)는 필리핀 대학에는 원자력 과학기술의 기본과정이 

없음을 인용하면서 이들 기본 과정이 원자력 교육 훈련에서 아주 중요한 

토픽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피력

          -Dr. Vuong Huu Tan(베트남)는 원자력 과정이 없는 나라들에 교수들

과 원자력공학 text material을 제공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

        (8) Low Energy Electron Accelerator

          -Dr. Kume 는 현재 추진 형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2002년도 FNCA Workshop에서는 liquids를 위한 EB system의 검증

시험과  EB irradiation system의 검토 및 설계 와 이미 만들어져 

있는 EB irradiation system 의 비용 분석이 실시되었음

        *공개 강좌가 Workshop 중에 개최되었으며, 이러한 공개강좌는 말레

이시아에서 개최될 2003년 FNCA Workshop에서도 고려될 것임

라. 제 3차 FNCA Meeting 이후의 사업 및 신규 사업 검토

   (지속적 개발과 아시아에서의 원자력)

   (1)초청 연사로 Dr. Jung(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아.태 에너지연구센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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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2020년까지의 APEC 에너지 수요 및 공급의 전망에 대한 개관을 

발표하 음. 환경보호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위

기가 없다면 앞으로 20년 간 화석 연료가 근간이 되는 현재와 같은 흐름

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 

   (2)Dr. Machi(일본)는 <지속적 개발과 아시아에서의 원자력>에 대한 프로젝

트를 수정 제안하 음

   (3) 호주는 현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이 없음을 통보하 음

   (4) 필리핀은 제 3차 FNCA 회의의 원탁회의 시 권고사항이 수정된 의   제

로 고려되었다고 언급

   (5) 인도네시아는 제안이 최종 승인되었음에 만족감 표현

   (6) 회의에서는 Project 는 가용 경비 여부에 의거 추진됨을 승인함

   (인적자원 개발 전략)

   (1) Dr. Machi(일본)는 Project를 설명하 음

   (2) 이용 가능한 인적자원과 국가원자력 프로그램을 위한 미래의 수요에 대

한 조사가 완성되어야 한다는데 동의됨. 전망과 관련하여, 도쿄 기술연구

소의 Prof. Aritomi는 원자력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한 교육 시스템에 대

해 발표하 음

   (3) 한국이 제안한 바 있는 Asian Network of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in  Nuclear Technology (ANENT)는 조사의 결과에 따라  재 

검토될 것임

   (4) 회의는 IAEA도 동 Project 에 대해 동시에 추진되고 있음을 주지

   (5) 말레이시아는 MEXT의 Nuclear Researchers Exchange Program 기간을 

1년에서 MS/Ph. D.를 획득할 수 있도록 2-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

    

   (핵기술 이용 해양 환경 오염 감시)

   (1) Dr. Le Van So(베트남)은 FNCA database의 설립과 독성 중금속에 초점

을 둔 "핵기술이용 해양 환경 오염 감시"에 대한 수정의제 발표

   (2)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IAEA/RCA project가 marine radioactivity을 다

루고 있음을 주지.

   (3) Dr. Easey(호주)는 프로젝트에 의해 생성된 물, 침전물, biota에 함유 되

어있는 중금속의 농도에 대한 자료는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의해 설립된 databases에 기여하여야 하며, 따라서 별도

의 FNCA database 설립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제안하 음.

   (4) 회의에서는 monitoring을 위한 장소 선택은 각 국의 특정 환경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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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야 한다고 권고됨

   (5) 회의에서는 해양 연구기관들과의 공동 협조가 프로젝트의 계획과 수행에 

필요하다고 언급됨

   (6) 동 Project는 Neutron Activation Analysis의 on-going Project 내   에서 

수행될 수 있음을 확인. (Site 의 sampling 및 sampling 수행에 따른 문

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으며 IAEA/RCA의 

Activity와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

   (핵 계측장비 네트웍 구성)

   (1) Dr. Hastowo(인도네시아)는 Maintenance Network of Nuclear Medical 

Instrumentation에 대한 수정 제안이 인도네시아에 의해 발표됨. 인도네시아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Gamma Camera의 2/3 가 고장난 상태이며, 따라서 감

마카메라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

   (2) Gamma Camera의 상태에 대한 운 과 유지에 대한 조사의 중요성은 프로젝트

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어 왔음.

   (3) Mr. Li(중국)은 중국은 많은 병원들이 다른 정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

며 또한 다른 지방에 분산되어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피력. 

       (Mr. Li(중국)는 중국이 워낙 방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내   의 

Gamma Camera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이러한 병원  은 

CAEA 산하가 아니므로 조사하기 어렵다고 말하 음) 

   (4) Dr. Easey(호주) IAEA가 사용할 수 있는 감마카메라 현황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 음 (Dr. Easey(호주)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수년간 IAEA에서 많은 경비를 투자하여 수행한 적이 있음을 지적.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먼저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다음 회의에 보고할 것

을 제의를 하 으며 IAEA의 Nuclear Medicine 부서에서는 회원국들의 

Gamma Camera에 대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 음) (Dr. Machi(일본)는 제조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

적으로 1-2년 내에서 수리보증을 하고 있는 형편임을 설명. 보증기간이 

지난 후의 수리를 위해 유지보수에 대한 전문가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 

또한 총 비용의 약 10%의 수리비를 비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

   (5) Dr. Machi(일본)는 의제가 승인되기 전에 FNCA 회원국들의 Gamma 

Camera 유지 상태와 현황을 IAEA 전문가와 협의키로 함. 

  마. FNCA Project 관리

     1) Leading Countries 임무 및 Project 정의

      - 프로젝트와 Lead Country의 정의, 즉 분야, 프로젝트 그리고 활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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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리스트가 3차 조정관회의와 3차 FNCA Meeting에서 승인되었음 (Dr. 

Machi(일본)는 기조 발언에서 이미 SOM에서 협의되었으며 FNCA에 Lead 

Country 개념은 2년 전 Dr. Rolland(호주)가 제의한 대로 RCA와 마찬가지

로 필요함을 말하 음. 또한 Project 수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예외

적으로 2년간 더 연장될 수 있음을 언급하 음. 한 참석자는 각 Project 별

로 여러개의 Project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Sub-project Leader

가 필요하다고 제의. 다수 참석자들은 Project 와 Activity, Area 등의 차이 

및 개념의 정의에 대하여 문의. Mr. Li(중국)은 이미 Lead Country 개념이 

정립되어 있음을 주지. 새로운 Project는 기존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포함

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만들 것인지 문의. 또한 Dr. Dela Rosa(필리핀)

은 기 배포된 Table에 각 Project별 수행기간을 추가할 것을 제의. 여러 제

안된 의견을 수렴하여 FNCA 사무국은 수정된 Table 이 추후 배포하기도 

하 음).  

     2) 개발된 기술의 End-Users 와의 연계 강화

        FNCA 프로젝트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여야 하며, 이를 위  해 단순

한 정보 의 수준이 아닌 수요 창출을 하여야 함. 개발된 기술은 end-users 

에게 전파되어야 함. 이를 위해 FNCA 조정관은 프로젝트 책임자들의 

end-users와의 협력을 적극 지원해야 함. 또한 워크샵과 같은 공개 강좌를 

활성화해야 함. 이러한 접근은 이미 일본에서 개최된 “Radiation Oncology 

and Low Energy Electron Beam" 에 관한 Workshop 및 인도네시아에서 

”Utilization of Research Reactor“ 에 관한 Workshop이 개최된 바 있음

        (Dr. Machi(일본)는 FNCA Project 는 정보교환이 중요한 것이 아니  라 직

접 활용되어야 하며 또한 그 결과는 end-user 가 직접 활용되어야 함을 강

조. 또한 National Coordinator Meeting에서 논의된 내용이 각 국의 Project 

Leader 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 음)

     3) FNCA 활동내에서의 Partnership 강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각 국에서 경비지원 및 FNCA 활동에 대한 국가 프

로그램으로 인식은 바람직함. FNCA Projects 에 대한 각 국의 경비지원이 

요청됨. 몇몇 국가는 FNCA 업무 추진에 따른 공식 서류가 필요함을 제안하

으며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협의될 것임  

       (Dr. Dela Rosa(필리핀)는 필리핀 내에서 FNCA Project 추진 및 FNCA 관

련 회의를 개최할 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효율적으로 충당하기 위하여는 

RCA Agreement 같은 FNCA 메카니즘에 대해 회원국간의 합의된 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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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필요하다고 하 음. 이에 대해 Dr. Machi(일본)는 매년 개최되는 

Ministry Level Meeting에 각 국의 장관들이 참석을 하므로 이미 각 국에

서 FNCA에 대해 endorsement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된다고 말하

음. 회의에서는 차후에 이러한 내용을 필요시 협의하자는 것으로 합의되었

음)  

     4) 일본내의 기술협력 프로그램과 FNCA Activities 와의 Synergy

        Dr. Machi(일본)는 MEXT의 Nuclear Researchers Exchange Program은 

JAERI, JNC, NIRS 등 다른 일본 내 관련기관과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FNCA 회원국의 과학자들이 일본에서 FNCA와 관련한 협력연구를 수행

하는 좋은 기회임. 또한 일본의 전문가들도 특히 FNCA 프로젝트의 효율

적인 추진을 위해 FNCA 회원국들로부터 초청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

음. 또한 MEXT의 경비로 추진되는 Nuclear Safety Seminars를 강조 (말

레이지아는 또한 선정자 통보를 훈련개시 2-3개월 정도 사전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 또한 훈련기간이 Project 수행기간에 비해 너무 짧으므로 

훈련기간 연장을 요청. Dr. Machi(일본)는 파견국에서 적절한 훈련생 선발

이 중요함을 강조하 음. 단지 일본 관련기관은 훈련생들이 송부한 

Application Form 외에는 훈련생을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

음) 

     5) IAEA의 Planning and Economic Studies Section의 Session Head인  Dr. 

Hans Holger Rogner는 "원자력의 지속적 발전 이란 주제를 발  표하

음. 그는 일련의 에너지 자원들이 7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 

전 세계적 에너지 수요, 지속적 발전을 위한 변화하는 필수 조건들뿐 아니

라 에너지 선택권이 또 다른 고려대상이란 것임. 그는 원자력을 하나의 에

너지 옵션으로 살려두는 데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 원자력을 선택하

는 것은 다음 세대의 권리이므로    그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

임.

   

    6) 제 4차 FNCA MM/SOM 이 2003년 12월 첫째 주 혹은 둘째 주에 개최될 

예정임을 소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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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양국간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개최

 1.양국간 공동위원회 개최 현황 

             <표5-1> 양국간 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 현황

                                                 (2003. 12월 기준)

대상국 차수 개최월
개최 
장소

주요 내용    관련 협정

미국 제24차 ‘03.6 워싱턴

-회의 성격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
하기 위해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
는 한․미 정부간 협의기구

-회의기간 및 장소 : 2032. 6. 11∼13, 미국 
워싱턴 DOS

-양측 수석대표
아측 : 원자력국장 조청원
미측 : 국무부 Dr. Andrew Semmel
-연구소 관련 주요 의제 : 정책의제 11개, 기

술의제 37개(신규 7개), 안전의제 3개, 
원자력통제 8개

-한․미 원자

력협정

(`73. 3 발효)

캐나다 제17차 ‘01.7 서울

-회의성격 : 한-캐나다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하여 격년으로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함. 

-의제 및 합의 내용 : 50인 파견프로그램 
등 4개

   ․AECL과 관련된 사항으로 상호 계속 
협력하기 로함

-차기회의 : 제18차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02/6 캐나다(미정)

-한․카 원자

력협정

(`76. 1 발효)

일본 제8차 ‘02. 동경

-회의성격 : 한-일간의 원자력의 평화적이
용 촉진을 위하여 격년으로 양국에서 교
대로 개최 

-의제 및 합의내용 : 23개
   ․계속의제:인적요소연구등17개 
   ․신규의제: 고준위 폐기물처분 등 6개
   ․상대기관은 주로 JAERI 이며 기타  

NUPEC, NMCC, JNC, RIST 과의 의
제로 계속 협력하기로 함

-차기회의 : 제8차 원자력협의회 ‘02/7 일
본 (미정)

-한․일원자

력협력각서

(`90. 5 발효)

프랑스 제15차 ‘02.10 파리

-회의 성격 : 한․불 양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협력 촉진을 위해 매년 양국에서 교

대로 개최

-회의기간 및 장소 : 2002년 10월, 파리

-주요의제 : 안전평가 협력, 액체금속로 

기술협력 등 31개 과제

-한․불 원자

력협정

(`81. 4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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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 차수 개최월
개최
장소

주요 내용   관련 협정

호주 제11차 ‘02.07
시드니

& 
칸베라

-회의성격 : 한-호간의 원자력의 평화적이
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 

-의제 및 합의내용 : 양국 원자력정책 등 
-차기회의  : 제12차 원자력정책협의회 서
울 (미정) 

-한․호 원자

력협정

(`79. 5 발효)

국 제6차 ‘99.5 런던

-회의 성격 : 한․  양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협력 촉진을 위해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

-차기 회의기간 및 장소 : 미정, 과기부

-주요 의제 : 원자로 해체 기술 등 11개 과제

-한․  원자

력협정

(`90. 5 발효)

중국 제4차 ‘03.11 북경

-회의성격 : 한-중간의 원자력의 평화적이
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

-개최일 및 장소: 2003.11.13-14, 북경
-양측 수석대표
  아측: 과기부 차관 권오갑
  중측: CIAE 의장 장화추
- 구소 관련 주요 의제 : 고온가스로 기술
개발등  11개 

   ․연구개발의제 7개 핵연료주기 3개 및 
방사성동위원소 1개과제 로 중국 협
력기관은 INET, NPIC, CNNC, IHEP, 
CIAE 등이며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협력하기로 함

-차기회의  : 2004 하반기중, 서울(미정)

-한․중원자

력협력 약정

(`99.10 발효)

러시아 제8차 ‘03.10
모스
크바

-회의성격 : 한․러 양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협력 촉진을 위해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

-회의기간 및 장소 : 2003년 10월, 러시아

원자력부

-주요의제 : 소멸처리 관련 핵연료주기 기

술 연구 등 20개 의제

-한․러원자  

력협정의정서

(`90.12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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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 차수 개최월
개최 
장소

주요 내용    관련 협정

베트남 제1차 ‘02. 7 호치민

-베트남 원자력인력양성 협력 외 3개 과제

-주요의제

    ․베트남 원전도입(2017년 예정) 기획, 타당성  
      조사 한국참여 협의
    ․연구용원자로 응용 및 생산기술협력 추진
    ․대 베트남 지원사업 : 방사선의료기술, 원  
     자력 인력양성 등
    ․한․베트남간 원자력관련 기업간 협력추진 :    
       NDT, 동위원소 공급 등제1차 원자력공동  
      위 개최 배경
-차기회의
    ․2004년 2월 초(서울)   
 

-원자력협력협  
 정(96. 11월)

칠레 제1차 ‘03.11 서울

-회의성격: 한․칠레간의 원자력의 평화적이
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양국에서 교
대로 개최

-개최일 및 장소: 2003.11.24-28, 서울, 
      과기부
-양측 수석대표
  아측: 과기부 원자력국장 조청원

  칠레: 칠레원자력위원회 위원장     

        Dr. Roberto Hojman

-연구소 관련 주요의제 : 방사선이용연구센
터 소개 등 12개 

 
   ․정책의제 2개,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 

개발 의제 등 10개
-차기회의 : 2004 하반기 중 칠레, Santiago

에서 개최하기로 함 (미정)

-한․칠레 양  

 국간 과학기  

 술협력에 관  

 한 협정에   

 의거 

 (9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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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4차 한-미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 

  제24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가 2003. 6. 11부터 6. 13까지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조청원 원자력국장이 미국 대표로 국무부 핵 비확

산국 Dr. Andrew Semmel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주요 의제는 다

음과 같다 

  ○ B-1. 계속의제 :

   B-1-1. Development of The Korea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 (ALMR)

   B-1-2.  방사성폐기물 처리, 제염해체 및 환경복원 기술개발

   B-1-3.  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s (DUPIC)

   B-1-4.  연구로용 판상 핵연료 개발

   B-1-5.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협력

   B-1-6.  조사후시험(PIE)활동에 대한 공동결정의 이행

   B-1-7.  Collaboration of R&D related to the disposal of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LILW)

   B-1-8.  하나로에서 활용될 핵연료계장캡슐의 상세설계 및 해석에 대한 

KAERI 와 INEEL 간의 협력

   B-1-9-1.  Fission Product Neutron Data Evaluation

   B-1-9-2.  Severe Accident Test and Evaluation Technology

   B-1-9-3.  통합 감시 및 진단기술 개발

   B-1-9-4.  원전 성능 최적화를 위한 감독자 제어기술 개발

   B-1-9-5.  Robotics and Remote Systems Proposed Activities with Korea : 

Development of Equipment for Hot Cell Environment 

   B-1-9-6.  Radiation Dose Analysis based on a Graphic Simulator

   B-1-9-7. Structural Mechanics, Seismic Isolation Technology, and Codes ＆ 

Standards

   B-1-9-8.  Precision Tomographic Analysis of Reactor Fuels

   B-1-10.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및 성능평가에 관한 협력

   B-1-11.    INEEL과 연구로 폐로 기술협력

   B-1-12.   Research Collaboration on Safety and Reliability Techniques for 

Real-Time Computer of Reactor Protection System

   B-1-13.   Technology Development for COIL Laser D&D Systems  

   B-1-15. Technology Development on Improvement of Seismic Evaluation 

Methods and on Structural Mechanics Applied to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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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18.   Collaboration on the Source-Term Measurements of Spent 

Nuclear Fuel 

   B-1-19.  Collaboration Center for Geologic Repository Science, Collaboration 

on Preliminary Conceptual Design of a spent Nuclear Fuel 

Repository for Korea.

   B-1-20.  Collaboration on an Accelerator-Driven Transmutation System 

Development

   B-1-22-2   Cooperation of Radioisotope Production and Application

   B-1-23    Nuclear Space Applications

   B-1-24    Proton Accelerator and Applications

   B-2-1-1 Development of Clean-Up and Waste Im-mobilization Technology 

for Molton Salt Residue

   B-2-1-2  Development of Efficient Pyrochemical Process for the Treatment 

of Irradiated High Temperature Gas Reactor Particle (TRISO) 

Fuel.

   B-2-1-3   Devlopment of Oxide Reduction process for treating PWR Spent 

Oxide Fuel

   B-2-2     Proliferation Resistance of Pyroprocessinng

   B-2-3    Advanced Simulator for Remote Maintenance of Process Cell in 

Virtual Environment

   B-2-5    Advanced Dry Recycling Fuel Cycle for Low Proliferation

   B-2-6   Laser Application Technology for Semi-Real Time Monitoring of 

Environmental Radioisotopes

   B-2-7    Hydrogen Production in an Nuclear Reactor

   B-2-8    Joint Development of Integral Reactor Technology

   B-2-9 Collaboration on neutron scattering researches and instrumentation. 

  3. 제8차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제8차 한-러 원자력공동위원회가 2003. 10. 20부터 10. 22까지 러시아 원자력부

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조청원 원자력국장이 러시아 대표로 가바루킨(Govorukhin) 

원자력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주요 발언 내용과 합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우리측 수석대표 조청원 원자력국장은 개회사에서 러시아측의 제8차 한-러원자

력공동위 개최준비에 감사를 표하고, 2004년 러시아의 세계최초 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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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50주년과 2003년 러시아의 노벨물리학상 수상을 축하하면서, 1990년 한러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된 이래 지난 13년 동안 양국이 중소형원자로 개발, 방사

성동위원소 생산이용,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및 우라늄공급 등의 분야에서 성

과있는 협력을 해 온 것을 평가하 음. 조국장은 한국은 2015년까지 26기 원전

건설과 향후 방사성동위원소 생산능력을 25%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을 가지

고 있다고 설명함.

  러시아 가바루킨 원자력부 차관은 한국과 러시아는 원자력을 활발하게 활용하

는 모델국가로서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러간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전력과 해수담수를 동시에 생산하는 해상원자력발전플랜트 

(Floating NPP) 사업 추진,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이용 협력의 공동추진과 미래

혁신형 원전개발, 핵융합국제공동연구 (ITER) 사업 등 국제적 과제에도 공동협

력을기울여나갈 것을 제안함. 가바루킨 차관은 러시아는  2020년까지 40GW 전

력생산과 원자력이 전체 전력공급의 22%를 감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힘. 

  한러 양국은 정책협의와 기술토론을 거쳐 아래사항을 공동추진과제로 합의하

음. 

  - SMART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 및 SMART용 핵연료 설계·제조 및 안전기준 

개발

  - 중소형해상발전플랜트 설계 및 공동사업 추진 검토

  - 방사성동위원소생산전용원자로 공동 개발 검토

  -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I&C) 기술개발 및 러시아 원전(VVER)에 적용 추진

  - 원자력의 우주응용프로그램 협력 모색

  - 원자력안전규제기관간 정보 및 전문가교류 추진

  - 차세대 박사과정학생 교환 프로그램 등 원자력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사업 추

진

한-러 양측은 제9차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내년 하반기에 서울에서 개최

키로 합의함.

금번 회의시 양국 원자력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기술협력세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중소형해상원자력발전플랜트 (Floating NPP)

    원자력해상플랜트의 한국과 러시아 수요 충족 및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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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기술개발가능성과 양국기업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여나감.  

  - SMART 기술개발협력

    SMART 기술 검증을 위한 열수력 실험 등 기술 협력과 SMART 원자로의 핵

연료 설계, 제조와 안전해석용 실험실시 등 긴 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

여 나감.

  -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기술협력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및 규제기술이 원자력이용에 있어 핵심적요소임에 인

식을 공유하고, 안전기술협력을 위해 정보교환 및 SMART 안전규제기술개발

을 위해 양국 규제기관간의 상호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연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유리화 기술의 이행전략과 실험데이터 등 공동연구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함.

  - 원자력시설의 제염 및 해체 기술협력

    한-러 양측은 원자로해체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의 상호방문을 

통한 기술정보교환 및 연구로 해체에 대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함.

  -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이용분야 협력

    한-러 양측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응용기술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러측의 핵물리공학연구소 (IPPE), 쿠르챠토프연구소 (KI)와 원자력연구

소간 생산전용 원자로 개념을 정립해 나가기로 함.

  - 양국간 대학, 연구소의 원자력전문가 훈련 및 워크샵 개최

    한-러 양측은 러시아 Moscow Engineering Physics Institute (MEPhI)와 우리

나라 원자력학과를 가진 6개 대학간 박사과정학생의  상호파견에 합의하고 양

국의 관계대학 총장급 교환방문과 교환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합의문건 채택을 

추진하기로 함.

    아울러, 러시아 TENEX사는 기술경 관리 분야에서 러시아측 박사과정 학생

의 한국파견을 제안하여 한국측은 적극 검토키로 함.

4. 제4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중국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 (CAEA)와 한국 과학기술부 간에 체결

한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이용 협약에 의거, 제 4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가 

북경에서 2003년 11월 13일부터 14일  중국 CAEA 의장 ZHANG Huazhu 와 

한국 과학기술부 권오갑 차관이 공동의장으로 회의를 개최하 다. 

 

양측 대표는 양국간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이용 협력에 대하여 연설하 으며 

원자력에너지 정책 소개와 양국 및 세계의  원자력에너지 개발관련 의견을 교

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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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체에서 제안 작성된 27개 의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 다.

 11월 13일 양측 대표단의 실무그룹대표로 CAEA 국제협력과장 Mr. ZHENG 

Kemin과 과학기술부 김창우 원자력협력과장 주제아래, 양측의 대표는 제4차 

원자력공동위 실무협의회 회의록을 근거로 토의하 으며 양측의 상호 이익이 

되는 최종 제안 프로젝트를 작성하 다. 

    ▣   본 회의 에서는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작성한 합의록을 최종 검토 확인하 으며 다음

은 실무협의체 회의 합의서 임 

  제4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실무협의회가 2003. 10. 15 - 16 북경 BINE 에서 

개최되었다. 양측대표는 계속과제와 추진중인 8개의제 및 4개의 신규의제에 대하

여 양측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우호적인 토론과 자문을 하 으며, 아래와 같은 합

의를 도출하 다. 

1. Ongoing Cooperative Projects

2002.11.1 - 2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  8개 협력의제를 

승인하 으며 이후 상호협력이 잘 추진되었다 

B-1      Development of HTGR Technology 

  한국측은 INET에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하 으며, 조청원 과기부 

원자력국장과 원자력연구소의 장종화 박사가 2003. 9. 12일 공동연구센타 설립을 

협의하기 위하여 INET를 방문하 다.

  양측은 원자력수소 생산 협력강화에 대하여 아래 사항들을 합의하 다. 

  -양측은 곧 있을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 INET에 원자력수소 공동연구센터 

설립 및 운 에 의제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한다.  

  -양측은 고온가스로 및 원자력수소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한다. 

  -이를 위하여 연락 담장자로 KAERI 장종화 박사 와 INET 의  XU Yuanhui 박

사를 지명한다.

  2003. 9. 28 한국의 전문가들이 INET를 방문하여 공동연구센터의 조속한 설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 으며, 센터의 이름을 NH-JRC(The Joint Research 

Center for HTRG and Nuclear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y)로 하 으며 

자금문제 등 제반조건에 대하여는 차후 구체화 하기로 하 음. 

  NH-JRC운  운 위원회의 이사구성은 조속한 시일 내 합의하여 구성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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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한국측은 NH-JRC를 2004년 1/4분기 내에 설치할 것을 희망하 으

며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협의하기로 함.

B-2 Development of Advanced Measuring Technology for Thermal Hydraulic 

Experiments

 

  양측은 공동 워크샵을 2003. 10. 27-28까지 청두에서 개최하기로 하 으며, 

NPIC는 공동 워크샵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협의중에 있음. 

  양측은 two-phase flow experimental technology에 대하여 긴 한 협력을 

하기로 동의함. 양측은 새로운 의제로 제안된 "Development of 

Thermal-Hydraulic Models and Advanced Measurement Techniques for 

Two-Phase Flow"을 이 의제에 통합하고 현재 중국측 파트너 Dr. WU 

Xiaohang of NPIC, CNNC and Dr. GUO Liejin of Xian Jiaotong 

University임을 확인 하 으며, 중국측이 제한한 Dr. WU Xiaohang를  Mr. 

SUN Qi of NPIC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함. 또한상호 전문가 및 기술 정보의 

교환 공동 워크샵의 개최를 통하여 선진 열수력 실험 협력이 지속될 것임.

B-3 Development of Heat Transfer Experiment and Application Technology. 

  양측은 제1차 NPIC-KAERI간 원자력 열수력에 대한 워크샵을 2003.10.27-28 

NPIC에서 개최하기로 하 으며, 중국은 제4차 원자력공동위에서 요약하여 

보고하기로 함. 양측은 제2차 NPIC-KAERI간 원자력 열수력에 대한 워크샵

을 2004년 KAERI에서 개최하기로 함. 한국측은 NPIC이 제안한 CHF 모델

기술개발에 긴 한 협조를 하며  B-7의제를 통합하기로 함. 양측은 열전달 

실험 및 기술응용에 대하여 협력을 계속하여 강화하기로 함. 

B-4  Development of Advanced Accelerator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s

  양측은 기술자 및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 으며. 한국측은 2003년 10. 15 

KAERI에서 개최한 제7차 양성자가속기 워크샵에Prof. FANG Shouxian 초청하

여 상호 세부협력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함. 긴 한 협력을 위하여 한국측은 

KAERI-IHEP간에 상호 약정을 체결할 것은 제안하고 중국측이 이를 수용함.

B-5    Korea-China Technical Cooperation for the Design of Research 

Reactor

   2002. 10. 18 공동위 합의록에 따라 CIAE와 KAERI는 계속하여 CARR 운

요원 훈련계획을 아래와 같이 논의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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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ARR 운전요원 2인을 2004년 7월중2주간 KAERI에 파견한다.

  (2) CIAE 는 I&C 기술자 2인을  2004년 7월중2주간 KAERI에 파견한다. 

  (3) CIAE 는 원자로물리기술자 2인을 2004년 7월중2주간 KAERI에 파견한다

  (4) 2004. 7월부터 9월 사이에 10명의 원자로 운전원을 1개월간 KAERI에 파견

한다.

  CIAE는 훈련계획을 준비하여 KAERI에 제시하고, 더 자세한 계획에 대하여는 

양 기관이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CIAE는 담당자로 Mr. WANG Yulin을 

KAERI는 최창웅 박사로 정함. 

  CIAE는 2003. 12월KAERI에 협력단을 파견하여 훈련조건을 협의하기로 함. 중

국측은 본 의제의 제목을 "Technical Cooperation for Research Reactors"로 변

경할 것을 제안하고 한국측은 이에 동의함. 새로 제안된 B-12 "Neutron Beam 

Researches and Instrumentation"에  대하여 중국측은 B-5에 포함시키기로 하

고 양측은 이를 동의하 으며 Prof. Dongfeng Chen, NSL/CIA 과 Mr. Chang 

Hee Lee, KAERI를 협력자로 추가하기로 함. 

B-8   Joint Research on the Fundamentals of Inertia Fusion Energy as a New Energy 

Source

    한국측 이용주박사는 2차에 걸처SIOM 레저융합시설을 방문하 으며 효과적

이고 광범위한 상호협력을 위하여SIOM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AS) in Shanghai, NLLF (National Laboratory for Laser 

Fusion, CAEP) in Myanyang, IOP (Institute of Physics, CAS) in Beijing 

을 추가 협력기관으로 지정을 제한함.

    중국측은 위 기관들과 세부적인 협력프로그램이 준비될 때 까지 협력기관추

가를 보류하기로 하고 한국은 이에 동의함.

    양측은 the ultra-short pulse high intensity lasers, the diagnostic 

technologies of laser fusion plasma, hybrid construction of a laser amplifier 

설계 및 제작의 계속적인 공동연구추진을 합의하고 아울러 고속점화, target 

fabrication 및 컴퓨터코드의 기술기반의 설계 및 제작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함. , 

B-9         Development of Nuclear Data

    한국측은 KAERI와 CIAE가 전문가 응용 DATA공급을 협력 제안함.

    중국측은 원자력자료 평가 및 열람사업을 제안함. 

    양측은 상호방문, 정보교환 및 원자력자료의 방법론에 대하여 합의하고 협력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기로 합의 함. 

    제4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실무그룹협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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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15 - 16 북경 Institute of Nuclear Engineering 개최되었으며 양측

은 다음과 같이 협의하 다.

C.       The Cooperative Projects Agreed by Two Sides at the Meeting

   

C-1 Nuclear Fuel Cycle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Technology 

Development

    양측은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를 다음과 같이 계속협력하기로 함.

  2003년 12월 제4차 한-중 공동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워크샵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함. 제5차 한중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워크샵을 2004. 10월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함. CIAE는 엔지니어 1인을 KAERI의 radionuclide 

migration 연구에 6개월동안 공동연구를 위하여 추천하기로 함. 양측은 2004년

에 각각 1주간 waste treatment and pyrochemical 과정을 위하여 CIAE 와 

KAERI는 전문가 2인을 교환하기로 함. 2000년 KAERI가 작성한 제안서에 의

거 CIAE는 radionuclide migration를수용하기로 하고 상세한 것은2003 .10월 

논의 하기로 함. BRIUG (Beijing Research Institute of Uranium Geology) 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평가 전문가 1인을 2004년 1주일간 중국에 초청하여 

강의를  계획하고 있음

   C-2        Cooperation of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Technology

  KAERI와 NPIC는 조사후시험기술을 위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함. KAERI와 

NPIC는 2004년 약 1주일간 2명의 PIE 기술자의 상호방문을 주선하기로 함. 양

측은 한-중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워크샵을 통하여 PIE, hot cell 운전 

및 유지기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 

       C-3         Cooperation for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양측은 기술정보와 전문가를 교환하기로 함. BINE는 2003. 12월 개최되는 제4

차 한중 핵연료주기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워크샵에 참석하여 미래의 협력방

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함 

E-3       Isotope and its Application in Industry and Medicine

   Description

A 원자로의 운행정지 및 원자재의 부족을 대비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백업 공급 

시스템을 설치 

B 방사성동위원소 연구 및 생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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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를 위한 방사선원 준비 

  - I-125, P-33 and Mo-99 생산을 위한 공정개발

C. 치료를 위한 의료 방사성동위원소 개발

D. 정보 및 인력 교환과 또는 현존 협력연구체제를 통한  신제품의 개발 및 활용

 ◇ Item List for the 4th PRC -ROK JCNE

 Ⅰ. Policy Issues

 Ⅰ-1. Overview of Nuclear Energy Development in Both Countries and 

Bilateral Cooperation 

 Ⅰ-2. Exchanging Views on the World Nuclear Power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Both Sides 

 Ⅱ.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s

 A. Nuclear Power

 A-1 Promotion of Cooperation on Nuclear Power

 A-2 Foundation of AMANI (Asian Mutual Association for Nuclear Insurance)

 A-3 Technical Cooperation of Equipment Qualification and Mutual 

Accreditation for Nuclear  grade I&C Equipment

 A-4 Cooperation for Manufacturing and Design for the China Nuclear Power 

Program

 B. Nuclear R&D

 B-1 Development of HTGR Technology

 B-2 Development of Advanced Measuring Technology for Thermal Hydraulic 

Experiments

 B-3 Development of Heat Transfer Experiment and Application Technology

 B-4 Development of Advanced Accelerator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s

 B-5 Technical Cooperation for Research Reactor

 B-6 Development of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y Making Use of 

Thermal Hydraulic Experiments

 B-7 Simulation Methods for the Thermal Hydraulic Experiments

 B-8 Joint Research on the Fundamentals of Inertial Fusion Energy as a New 

Energy Source

 B-9 Development of Nuclear Data

 B-10 Construction of Nuclear Academic Manpower Interchange Program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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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Nuclear Fuel and Waste Management

 C-1 Nuclear Fuel Cycle and Radioactive Waste Technology Development

 C-2 Korea- China Cooperation on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Techniques

 C-3 Technical Cooperation for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C-4 Optimization of Fuel Management Design for NPP

 D. Nuclear Safety, Radiation and Protection 

 D-1 Information Exchange on Nuclear Event Experiment

 D-2 Nuclear Emergency Management

 D-3 Environmental Radiation Sources

 D-4 Safety Management of Radiation Sources

 D-5 Establishment of Korea-China Cooperation System for Medical 

Preparedness for Radiation Emergencies

 E. Applications of Radioisotopes and Radiation Technology

 E-1 Mutation Breeding and Crop Improvement

 E-1-1 Use of Nuclear Technique and Biotechnology for new Germplasm

 E-1-2 Breeding Crop New Varieties

 E-1-3 Breeding Technique for ornamental Plants and new Variety

 E-2 The Application of Isotopic Tracers

 E-2-1 Study on the application of 15N and 14C in nutrition and 

intergrated soil fertility management

 E-2-2 Behavior and fate of agrochemicals in soil

 E-3 Isotope and its Application in Industry and Medicine

 E-3-1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Radioisotopes and  

Radiopharmaceuticals

 E-4 KIRAMS-CIAE Cooperation for Cyclotron Technology Development

 E-4-1 Technology Development of Medical Cyclotron Description

 E-4-2 Applied Technology of Medical Cyclotron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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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제1차 한-칠레  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 

  제1차 한-칠레 원자력공동위원회가 2003. 11. 24-28까지 서울, 과

기부에서 한국 대표로 조청원 원자력국장이 칠레측에서는 칠레원

자력위원회 위원장 Dr. Roberto Hojman이 참석하여 개최하 으며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ntroduction of Korea Advanced Radiation Technology R&D Center

  한국측은 첨단 방사성기술센터의 건설, 연구개발 개요 및 미래 기술에 

대하여 소개하 다. 

2.5 Application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 Program in 

  한국측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 및 응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 다. 

하나로와 가속기를 이용한 각종 동위원소 와 의학용 동위원소 생산, 분

배 및 칼럼 스케닝,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등 한국의 공업용에 

사용되는 동위원소에 대하여 설명하 다.  

1.         Technical Agenda

B. Nuclear Power

B-1.       A     F e as ib i l i ty     S tudy     o n     th e    In troduc t ion    o f    Sm a ll    a n d   

M ed ium         S iz ed     N u c lea r     P ow er     P lan ts     in     C h i le

  양측은 중소형  원자력발전로의 기술적 협력이 양국에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함. 한국측은 현재의 현황, 미래계획 및 한국-인도내시

아-IAEA 3자간 타당성연구 및 SMART프로젝트에  대한 설계 현황을 

소개하 다. 칠레측은  SMART가 원자로 규격 및 모양에 근거하여 

SMR 옵션가치를 고려하 다. 그러나 원자로의 타입 결정 및 책임소제

는 개별적인 것임을 강조하 다. 양측은 칠레-학국-IAEA의 공동 연구 

가능성조사인 SMR 소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동의하 다. 양측은  

2004년 1/4분기에 IAEA와 접촉하여 타당성조사에 대한 지원여부를  토

의하기로 합의하 다.  칠레측은 2005년 전반기 이후에 실질적인 기술적 

작업을 추진하기로 함.

 양측은 협력 조직을 다음과 같이 2단계로 구성하기로 함. 

  -1단계 : 방법 , 일정표, 세부 범위, 참가자의 책임(찰레,한국, IAEA), 훈

련, 칠레측의 공동연구 참여 등에 대한 토의



- 73 -

  -2단계 : 1단계이후 다음 2년간의 국제공동타당성연구의 진행

  한국측의 참여자는 두산중공업건설, KOPEC, KAERI  및 대우 에지니어링 건

설 주식회사가 될 것 임,

  공동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될 것임 

  -칠레에 중소형 원자력 발전소 소개에 대한 타당성연구의 보고서는  원자력발

전에 관심을 갖고있는 중남미의 벤치마크가 될  것임.

  -칠레 중소형 원자력발전소의 사용자 요구서류 

    카운터 파트 :  Dr. Julio Vergara, Ph.D., for Chile      

                  Mr. Byong-Chull Noh, for Korea  

C. Nuclear Materials

C-1. Designing Copper Containers for the Storage of Research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Including Conditioning and Immobilization . 

  한국측은  본 의제와 관련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 으며,  KAERI는 양측의 이익을 위한 콘테이너 개발에 대하여 더 필

요한 내용을 질문 함.

  양측은 연구용 원자로의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컨테이너 개발을 위한 정

보의 적극적인 지원 및 전문가의 교환에 대한 이 분야의 관심사에 대하여 상

호 협력하기로 함. 

  수반된 기술의 토의와 대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카운터 파트를 정함

    Counterparts: Dr. Jong Won Choi  (njwchoi@kaeri.re.kr), Head of       

Disposal System Development , KAERI,  for Korea.

                  Mr. Juan Carlos Chvez (jchavez@cchen.cl), Chilean Nuclear 

Energy Commission,  for Chile 

   C-2. Development of Research Reactor Fuel based on U-Mo

  양측은 칠레의  U-Mo 핵연료와 관련한 이해를 위하여  논의함. 한국측은 

KAERI의 RERTR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칠레의 U-Mo 핵연료에 대한 모든 관

련한 정보에 대하여 의지를 표명하고,  한국측은 칠레측의 U-Mo관련 협력 의

제 추진을 동의함.

  한국측은 칠레에 자동 U-Mo핵연료 제조 기술을 적절한 절차 하에 KAERI가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특허를 무상으로 별도의 이전 계약을 체결하

여 제공하는데 동의함. 양측은 기술이전에 따른 소요비용, 기술자문, 전문가 여

행경비, 장비구입비 등에 대하여 토의하 으며 이는 칠레측이 부담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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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Research Reactor

D-1.      Possibility  of  Korean  Usages  of  Chilean  Research  Reactors  of  

                                                   5  and  10MW for  Irradiation  (eg.  Silicon  Doping) 

  한국이 칠레 연구용원자로를 사용하는데 실적적인 문제가 많이 있으며 양측은 

이의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할 것임. 추가하여 양측은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찾아보기로 하 다. 양측의성숙된 이해를 위하여 1단계로 실

질적인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계 정보 및 운전 경험에 대한 접촉인물은 

임명하여  한국측이 칠레 연구로의  사용 가능성 및  협력프로그램을을 교환

하기로 함. 

E. Nuclear Applications

E-1.     Metrology in  Chemistry Using Nuclear and Related Techniques 

                                                for  the Certification of  Meat and Seafood

  양측은 칠레측이 한국측과 협력하고자하는 의도에 대하여 협의함. 칠레측은 

본의제 제목 "Chemical metrology in the certification of veterinary drug 

residues, and chemical contaminants in food of animal origin that Chile 

export to Korea".대하여 설명함. 본 의제  목적은 육류 및 생선에 대한  유기 

및 무기 분석임. 

  이 의제와 관련한 KAERI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Neutron Activation Analysis (NAA, PGAA), ICP 

and XRF 무기물 분석, 기타 방사화학 방법 및 of radioactivity (alpha, beta, 

gamma)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의제 E.1 원자력응용과 관련하여, KORAS제

도하에서 중성자 분석을 이용한 육류 및 생선에 대한 분석은 정부의 승인 및 

지원 하에서 가능함. 양측은  전문가들이 참석한 세미나를 CCHEN에서 개최

하기로 동의함.

  Counterparts: Ms. Nuri GRAS, for Chile

               Dr. Kyung Bae PARK, for Korea.

E-2.     Applications of  Nuclear Techniques in  the Use and Control  of 

                                               Pesticides

  양측은 토양농약분석 추적기술에 대한 양측의 정보교환을 합의함. 토양 및 식

품 농약의 미생물 퇴화와 관련하여, 양측은 상호관심사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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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erparts: Mr. Youngkeun Lee,  yklee@kaeri.re.kr, principal rearcher, 

Radiation Application Research Division, KAERI, for Korea. 

               Ms. Adriana Nario, anario@cchen.cl, researcher, Agriculture 

Section, CCHEN, for Chile.

E-3.  Production  of  Radioisotopes  (131I,  192Ir,  166Ho,  165Dy,  Etc.) 

for      Medical  and  Industrial

  한국측은 KAERI 의 방사성동위원소생산기술 및 의료 및 산업적용의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 음. 현재 KAERI의 연구 토픽은 192Ir, 166Ho, 125I, 131I, 32P, 

51Cr and 169Yb 등의 동위원소 생산과 관련 소스의 개발 및 관련생산장비의 

개발임. 양측은 기술전수를 위하여 상호 방문하여 상호간의 관심사 및 경험을 

나누기로 함. 또한 양측은 미래의 업무와 협력사항 진척사항에 대하여 정규적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기술 전수시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할 것임. 

E-4. NDT Qualification for Personnel

  한국측은 비파괴검사에 대한 국제훈련의 경험을 설명하고 CCHEN이 LEVEL 

III 자격을 갖춘 사람의 훈련을 요구할 경우 IAEA의 훈련생 지원  프로그램에 

의거 지원할 것임.

  Counterparts: Dr. Kyung Bae PARK, for Korea

               Mr. Juan Carlos Chvez, for Chile

E -5 .  Use  o f  E le c tron  A cce le ra to rs  fo r  In dus tr ia l  A pp lic a t ions  to 

                                            E v a lu a te  th e  P oss ib le  J o in t  D es ign  o f  a n  E le c tron  Mach in e

  한국측은KAERI가 다음과 같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함. 고출력 전에너지 전자가속기는 반도체 생산, 고 복합분말 개발, 식품 

살균 및 의료용품 살균 등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최

근 KAERI는 10 MeV, 100 kW linear accelerator 고출력 전자빔 사용시설을  

완성하 으며, 100-200 keV, 및 7-MeV, 3 kW 출력의 compact한 휴대용 전자

가속기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는 공장에 설치가 가능할 것임. 양측은 산업용으

로 compact한 전자가속기를 공동으로 설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전문가가 

교환 방문하기로 합의하 음. 

5. Preservation of Knowledge

5-1.           Nuclea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y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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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측은  칠레원자력위원회의  인원 및 연력을 소개하며, CCHEN은 새로운 

인원의 훈련 필요성을 요구하 는데 원자력분야의 엔지니어링 석사임. 칠레

측은 개혁적인 학사프로그램(Master of Engineering Program in Sustainable 

Energies)에서 핵공학(약70%) 신규교체 (약30%)) 증진을  설명하 는데 2004

년 8월부터 대학교 주최로 진행될 것이다. 칠레측은 한국측의 학사과정 (학과 

및 요해의 감독과 분석, 자문, 프로그램 향상, 한극측 비디오 강의자료, 출장 

강사, 우수학생에 대한 한국에서의 현장 훈련, 장래 학위 중복 등)에 대한 지

원을 제안하 다. 한국측은 칠레와 교류 가능한 KAERI  및 KAIST 의 원자

력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설명하 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연수원은 

원자력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한 원자력지식관리를  포함하고 있

다. 특히 원자력연수원은 Korean Network for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KN-NET), an IAEA Asian Network for Highe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ANENT)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술 및  원자력지

식관리의 응용 에도 주력하고 있다. KAIST의 외국인에 대한 장학제도는 칠

레 학생을 포함한 전 세계의 자격 있는 외국 학생에게 수여된다. 칠레측은 

석사과정 학생에게 노력하여 박사급으로 지원하기를 바란다.

  KAIST 원자력 공학과 및 RCA-RO는 공동으로 는 아세아 태평양RCA 회원

국의 과학자 및 엔지니어의  젊은 세대에 대한 석사급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을 발표하 다. 칠레측은 이에대하여 석사 및 박사들에게 격려를 할 예정이

다. 양측은CCHEN의 MEP와 연계하여 교육훈련을 통하여 인력양성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 다.  KAERI의 Networking, KAIST 와 RCA-RO의 공동  

석사과정으로 아래 협력이 가능하다.

    - 원자력교육훈련에 대한 정보 및 자료 교환

    - 원자력교육 협력요원의 교환 

    - 중장기 학생교환 석사 및 박사과정의 후보생 추천

      추가적인 사업으로는  교수 및 자원 교환이 될 수 있다. 

      Counter parts: Dr. Julio Vergara, Ph.D., for Chile

                    Dr. Kyong Won Han, Ph.D, for Korea

AGENDA

For

The 1st Korea - Chile Joint Committee Meeting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November 24-28, 2003

Gwacheon, Korea



- 77 -

1. Opening

Opening Remarks by Head Delegations

2. Policy Agenda

2.1 Atomic Energy Policy (Chile, Korea) 

2.2 Nuclear Power programme in Korea (Korea)

2.3 Introduction of Korea Advanced Radiation Technology R&D Center 

     (KARTC) (Korea) 

2.4 Future plan of Chilean Nuclear Power programme (Chile)

2.5 Applications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s (Chile, Korea

3. Technical Agenda

  A. Accelerators

A.1.  Attachment of CCHEN expert(s) KARTC project (or KIRAMS)

-Training for Operation, Maintenance, Targetry, RI production and 

Radiopharmaceuticals

A.2. Joint Development of Cyclotron components 

A.3. Joint development of 30MeV Cyclotron for RI production 

A.4. Use of external beam line capabilitie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basic and applied nuclear sciences

A.5  Joint Study on Radiation Oncology with Particle Beam between 

medical doctors

B. Nuclear Power

B.1. Feasibility study of introduction of small and medium-size Nuclear 

Plants (e.g. SMART) in Chile

B.2. Forecasting of Energy demand and Energy options in Chile 

C. Nuclear Materials

C.1. Designing of copper containers for storage of Research Reactor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including conditioning and immobilization 

C.2. Development of Research Reactor fuel based on U-Mo 

D. Research Reactor

D.1. Possibility of Korean usage of two Chilean Research Reactors of 5 

and 10 MW for irradiation (e.g. silicon d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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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Nuclear Applications 

E.1. Metrology in chemistry using nuclear and related techniques for 

certification of meat and seafood 

E.2. Applications of nuclear techniques in the use and control of Pesticides 

E.3.  Production of new radioisotopes 166Ho, 165Dy 

E.4. NDT Qualification for personnel 

E.5. Use of electron accelerator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to evaluate possible 

joint design of electron machine 

F. Nuclear and Radiation Safety

F.1 Development of methodologies for licensing purposes 

F.2. Methodology for evaluation of nuclear accident consequences 

F.3. Development of regulatory infrastructure for future nuclear program in 

Chile 

4. Communications and Public Acceptance 

4.1 Exchange of experiences in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in Korea 

and Chile 

5. Preservation of Knowledge

5.1 Human Resource Development by Education and Training  

제6절 기술협력약정 체결 현황

  한국원자력연구소는 3개의 국제기구와 16개국 32개 기관과 총 49건의 원자력 기

술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2003년도에는 일본 JNC, 러시아 RIAR와 새롭게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 으며, 카나다 AECL 및 독일의 KFK와는 협력연장을 

체결함으로써 협력 대상국을 세계의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으며, 

협력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미국 INEEL과 신규 협력 약정

을 중국 INET 및 일본 JAERI와는 협력분야에 원자력 수소 분야를 추가하여 협

력협정을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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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 기관명 약   정   명 유효기간 주   요   분   야 비  고

미 국 

MIT  양해각서 2002∼2007 신형원자로 분야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 MIT(CANES)/KAERI(ART)

USNRC
협력약정 2002∼2004 중대사고연구 프로그램 참여 USNRC-KAERI-KINS

실행약정 2000.10g∼ 첨단 인간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인간요소 검토 말료기간 없음

카나다 AECL

 기술협력약정 1992∼2007
원자로, 핵주기, 방사성폐기물, 원자력 안전성 및 환경, 중
수로, 기초과학, 교육 

2003/9연장

 부속약정 10 : 
1991∼

완료시 까지
AECL에 의해 진행 중 혹은 기 수립된 연구개발프로그램
에의 KAERI인력 참여 가능성 모색 

 50명 파견 프로그램/8명 
파견완료 

 부속약정 11 : 2001∼2004
CANDU 원자로내에 SEU 이용 및 기타 개량핵연료주기 
허용을 위한 CANFLEX 핵연료다발시험개발과 증명

CANFLEX  핵연료

 부속약정 11A :
 

2001∼2006
조사된 핵연료다발의 조사후시험에 의한 CANFLEX-SEU
의 20-100다발의 CANDU 원자로내에 소규모 시험조사 

 CANFLEX-SEU 

 부속약정 15 :  1994∼2002
CANDU내 사용후경수로핵연료의 직접 연계사용의 기술타
당성평가

연장추진 중

 부속약정 16 :  2001∼2006
연구용원자로의 설계, 인․허가, 운전 및 이용에 관한 기술
정보교환 

연구용원자로정보교환

 부속약정 17 : 2000∼2005
공동연구개발센터(JRDC)를 통한 KAERI-AECL간의 중수
로핵연료 기술개발

 중수로핵연료 기술개발

 부속약정 18 : 2000∼2005 AECL 전산코드의 KAERI로 이전 촉진
 KAERI-AECL 

전산코드(S/W) 약정

부속약정 2000∼2005
AECL과 KAERI는 자국내에서 CANFLEX 상표의 소유권
을 가짐 

CANFLEX 상표권 협약

프랑스

IPSN

 기술협력약정 1995∼자동연장
열수력, 냉각재상실사고, 사고시핵연료 거동연구, 중대사고, 
확률론적 안전평가 연구, 환경생태학, 방사선방호 협력 

 

 부속약정 1992∼자동연장 분석코드 이용(CATHARE Software)   

부속약정 
1991∼최종실험

종료시
PHEBUS 원자로에 의한 핵연료 손상 및 분열생성물 전이
에 관한 검증시험 

 

CEA
 일반협력약정 1997∼2007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 연구용 원자로 운전 및 이
용, 경수로 노심내 중대사고 관리, 원자력시설 해체, 방사 
성폐기물관리정책 및 기술, 액체금속로 및 핵융합 연구개
발 

 02/4연장

부속약정 03.6-06 사고 및 미래 원자로설계를 위한 IVR 협력

  국

AEAT  기본약정 2001∼2004 정보, 기술, 경험 교환 

BNFL  기술협력약정 1996∼2006 개량핵연료주기, 개량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협력 

호  주 ANSTO  실행약정 1995∼2005
방사성의약품,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응용,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량물질 및 기술, 원자력시설의 위험 및 신뢰도 분
석, 핵물질 보장조치, 교육 및 훈련

2001연장

우즈벡 INP  기술협력약정 1997∼자동연장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칠  레 CCHEN  양해각서 1998∼자동연장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상대국 기관명 약   정   명 유효기간 주   요   분   야 비  고

러시아 

GPI  과학기술협력약정 1991∼자동연장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기초과학 및 기술 협력)

KIAE  특별약정 1991∼자동연장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IPPE  특별약정 1991∼자동연장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PNPI  과학기술협력약정 1997∼자동연장 중성자를 이용한 공동실험 수행 

OKBM  원자력기술협력약정 2002∼2007 신형 원자로개발 협력 2003연장

RIAR 기술협력약정 2003.6-자동연장
신형원자로, 신형핵연료, 핵주기, 동위원소 및 오염해제 및 

해체  협력
2003 신규

독  일

 FZK 

(KfK)
 특별약정 1991∼자동연장

방사성폐기물관리 및 저장, 원자력안정성연구 및 환경 향 연구 협

력 
2003 연장

GRS   약정 1998∼2003.06 핵 안전연구   연장중

체  코
CNRI  양해각서 1995∼자동연장

건전성 및 핵물질 관련 문제, 원자력 안정성연구, 방사성폐기

물관리, 신형 원자로기술, 원자로물리학연구, 방사성 동위원

소 생산, 방사선 응용 협력 

  

NPI  기술협력약정 2002∼자동연장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정보, 기술 인력교환 및 상호관심사 협력  

폴란드  INP 양해각서 1995∼자동연장
고 LET 방사선원이 조사, 방사선에의한 DNA 손상 복구연

구

중  국

INET 양해각서 1994∼자동연장
중성자 변형에 의한 crystal silicon 도핑, 연구로 핵연료 개

발, 방사선 및 동위원소에 대한 첨단재료연구 
  

CNNC 협력약정 1995∼자동연장
원자력안전, 원자로 및 연료, 핵물질, 기초연구, 핵융합, 방사

성폐기물 관리, 방사선 및 동위원소 연구
  

NPIC 협력약정   1999∼2004 핵연료 관리, 신형로 개발

YUST 협력협약 2002∼자동연장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협력      

일  본

JAERI 협력약정 2001∼2004
원자력발전소안전, 방사선방호 및  환경감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응용 연구 협력 등 

CRIEPI 양해각서 1995∼2005 열수력, 소디움 반응, 지진, 고온구조물 및 엔지니어링 2000 연장

JNC 협력약정 2003-2008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지질처분 연구 2003 신규

인  니

BATA

N

협력약정 1995∼자동연장

원자로 및 원자로 계통, 핵연료주기, 원자력 기획 및 에너지 

경제학, 방사성 폐기물관리, 원자력안정성, 환경, 기초 과학, 

핵의학, 방사성동위원소, 교육/ 훈련에 관한 정보교류 및 공

동프로그램 수립 

 

부속약정 원자로운전 및 이용의 증진 협력       2003신규

BATAN

IAEA

협력약정
2001.10∼2004

인도네시아 마두라섬의 전력 및 식수공급을 위한 원자력해수담수화 

경제적 타당성 공동연구

 BATAN/IAEA/ 3자 체결  

2001 신규

필리핀 PNRI 양해각서 1994∼자동연장
방사성폐기물관리, 원자력안정성연구, 원자로 빔실험, 방사성

동위원소 응용, 연구용 원자로 설계 협력
 

모로코 CNESTEN 협력약정 2001-2006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정

국제 

기구

OECD/

NEA

 약정 2000∼2002.12
원자력발전소 통제, 프로세서 컴퓨터 응용, 핵연료의 신뢰도 

연구개발 HALDEN Reactor Project 
  연장 추진중

 약정 2001∼2003.06

노심용융물 내부 및 원자로용기와의 열적.화학적 반응에 대

한 전산모델 개발, 핵연료 용융물의 물성치 측정 MASCA 

Project

연장 추진중

ITU/EC  공동연구약정 1998∼2003 핵종변환 기술협력 연장 추진중

IAEA 협력약정 2003∼자동연장 IAEA 훈련생 및 방문과학자 경비 지출 및 신상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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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기반 구축

연구실명 : 정보통신담당

단위과제책임자 : 강신복

연   구   원 : 황인아

황혜선

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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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정보화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기반 구축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정보화 시대에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객, 경쟁자는 물론 일

반적인 경 환경에 대한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 처리, 전파, 공유는 현대 조직

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력, 과제, 자금, 재

무 등에 대한 정보의 통합관리가 연구소의 효율적인 경 에 있어 선택의 범

위가 아닌 필수적 요소로 전환시키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연구소는 

생존을 위해 그리고 성장을 위해 정보자원의 활용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대외 경쟁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소 정보자

원의 소내 및 대국민 대상의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홈페이지 개발 및 운

홈페이지에 연구소 보도자료 및 성과물들에 대한 동 상 자료실을 설

치하여 제공하 으며 경 공시 등의 컨텐츠 수정과 보강 작업을 하

다. 

홈페이지 게시판 통합을 위하여 보안이 강화된 웹서비스를 게시판에 

적용하 다.    

   

IV.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

원자력 10년 연구성과물에 대한 방송보도자료를 동 상으로 인터넷에 공

개하여 원자력관련 연구의 홍보를 강화하고 연구소의 위상 확립에 기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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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이 강화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새소식, 민원처리 및 참여마당 게시

판의 운 으로 좀 더 효율적인 게시판 운 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커

등에 대비책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의 운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홈페이지 동 상시스템 설치 및 제공과 컨텐츠의 보강, 웹서비스 보안 강

화등에 따라 향후 소내 및 국내.외에 국내 유일의 원자력관련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으로 활

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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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I. Objective of the Project

In order to dealing with the extremely rapid changes of environments, 

there is most important thing that we are collection, processing, propagation 

and sharing of the information for management environments. Essential factor 

for KAERI management is information of integrated information for 

manpower, project, funds. Finance, and so forth.

Our goal is to establish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information resources and to automatic business flow and to improve business 

productivity through efficient information sharing.

III. Scope and Contents od the Project

We have accomplished the perfect maintenance of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the fourteen business system of KAERI according to the following

o Improve user interface for business system

o Develop new business system

o Tune integrated database system

o Establish development methodology for KAERI information system

o Establish backup and recovery procedure for maximizing availability of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o Improve business process and so forth

IV. Results and Project for Application

We have operated fourteen business systems successfully and 

accomplished the results according to following.

o Establish integrated database system and information system for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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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stablish development methodology using IEF CASE tool.

o Accumulate the tuning techniques for database and system 

o Establish backup and recovery procedure for database system

o Establish infrastructure in order to using management information of 

KAERI

To successfully carry out the operation of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we need the joint working with end users and the persistent support of top 

management, and the persistent for business process improvement.



- 87 -

목  차 

제 1 장 서  론 ···························································································89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89

  제 2 절  연구의 목표 및 구성 ································································89

제 2 장  동 상 변환시스템 설치 및 동 상 서비스 ·······························91

제 1 절  필요성 ···························································································91

제 2 절  개발내용 ························································································91

제 3 장  보안이 강화된 게시판 웹서비스 적용 ······································95

제 1 절  필요성 ···························································································95

제 2 절  개발내용 ························································································95

제 4 장  결론 및 향후계획 ·······································································99



- 88 -

그  림  목  차 

<그림 1> 웹서비스 컴포넌트들 ................................................................96

<그림 2> 연구소 웹서비스 ................................................................96



- 89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소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국내 유일의 원자력관련 연구기관인 우

리 연구소에 대한 사이버 홍보 및 대외 정보공유를 위한 홈페이지를 ‘96

년부터 개발 및 운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는 국문 홈페이지 및 문홈페

이지로 나뉘어 일반정보와 특허, 연구성과물 등의 원자력관련 전문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내에서는 ‘98년부터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연구소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화기반 구축을 하고 운 중이다. 통합정보시스템은 매

년 생산되는 데이터의 안정된 저장과 운 , 새로운 업무에 대한 프로그

램 개발 및 업무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이 장착된 하드웨어 및 데이터베이

스 시스템을 비롯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환경적응/확장, 유지보수등의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개발 및 통합정보시스템 즉 소내 인트라넷의 개발 운 은 

인터넷의 발전과 소외, 소내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서비스 수준을 충족

하기 위해서 IT분야 신기술을 연구소 환경에 알맞도록 도입하여 사용자

들에게 효율적이고 연구성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제 2 절 연구의 목표 및 구성

빠른 변화와 점점 복잡 미묘해지는 환경에서, 그리고 다가오는 21세기 

지식정보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정보공유 활성화 향상시키는 데 그 목

적을 두고 문홈페이지 개발과 동 상정보시스템 개발, 웹 검색시스템 

개발, 통합정보시스템 개선 및 보완, 시스템 튜닝 및 환경 적용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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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정보조회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을 하 고, 정보량이 기하학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와 응

용프로그램 튜닝을 하 다. 

전문가들은 미래에 맞는 기업의 정보시스템을 현재의 시스템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축되어 있다면 이미 토대는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여

기에 웹 액세스와 웹 공동작업, 메시징, 문맥에 의한 검색 능력을 추가하

면 기술은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시스템에서 풍부한 데이터네 문맥과 경

험을 추가하고 지식을 공유하도록 장려하고 작업환경을 지적자본으로 사

용해야 할 것이다. 



- 91 -

제 2 장  동 상 변환시스템 설치 및 동 상서비스

 제 1 절  필요성

최근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

으며 수많은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의 유형 또한 발전하게 되

었다. 이전의 텍스트 위주의 정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이미지로 최근에는 동 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의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서비스 또한 이에 부응하기 위하

여 산출물 결과 및 방송 보도 자료들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동 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 2 절  개발 내용

홈페이지에 동 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할 동 상, 홈페이지를 통

하여 인터넷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타입으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공할 동 상은 소내 홍보담당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개발 10년 

성과물 및 방송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하 다. 이 성과물 및 방송보도 자료

들을 VHS Tape 상태로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 자료를 인터넷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스트리밍 미디어 방식인 asf 또는 wmv 

등의 타입으로 변환과정을 거쳐야 했다.

VHS tape들의 파일 타입 변환하기 위한 동 상 변환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시스템 구성

가) PC Pentium-IV 2.66Ghz 1 Set

나) Analog & Digital 겸용 편집보드 

    - Model, Pinacle pro-one RTDV Platinum

    - Internet 동 상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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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dows Media Encoder, MPEG-4 제작

    - Adobe premiere 6.5 Pro Full version 제공

    - LG LV-N62 VTR, VHS

위의 시스템은 Adobe Premiere 6.5 Pro 이용하여 VHS 테입의 데이터를  

avi(audio video interleaving) 파일타입으로 읽는다. avi로 읽어진 파일은 

Windows multimedia format인 wmv 파일로 다시 변환하는 작업을 거친 후 홈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된다.  다음은 동 상 파일타입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다. 

- avi(audio video interleaving)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소프

트웨어로 윈도즈 운용 체계상에서 디지털 동화상(動畵像)을 재생하기 위한 파일 

포맷(file format). 화상이나 음성 신호 및 동기(同期) 등의 제어 신호를 수록하고 

있다. 1992년에 출시되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장치 구동기의 하나로서 윈도즈 

MME에 삽입하면 디지털 동화를 재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동작 주파수 25MHz

의 80386을 탑재한 개인용 컴퓨터(PC)에서는 160×120화소 크기의 컬러 동화를 

15프레임/초로 재생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기능 처리를 구비한 운  체계(OS) 

가운데서 디지털 동화 재생 기능을 갖는 것은 오디오 비디오 인터리빙(AVI) 이

외에 미국 애플 컴퓨터사의 Quick Time,IBM사의 DVMCI(digital video media 

control interface) 등이 있다.

- asf(active streaming format): 능동스트리밍 포맷 :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의해 제정된 스트리밍 미디어 형식. 윈도우즈 멀티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의해 제

정된 스트리밍 미디어 형식. 윈도우즈 멀티미디어 포맷(Avi,WAV), 애플 퀵타임 

포맷 MPG, MP3 등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파일 포맷을 윈도우즈 미디어 도구

를 사용하여 능동 스트리밍 포맷(ASF) 으로 변환시킨다. 

홈페이지에 제공하게 되는 동 상은 원자력연구개발성과 방송보도자료 40개 

이며, 이 동 상은 Windows Media Audio 타입으로 다음과 같은 spec으로 서비

스 된다. 

2 Total streams
Audio: [48 Kbps] <Windows Media Audio 9> Stereo 32.0 kHz
Video: [302 Kbps] 320 x 240 <Windows Media Video 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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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stream (302 Kbps): 30 fps, 10 seconds per key frame, Quality: 75  

다음은 동 상을 서비스 하는 화면으로 홈페이지 원자력정보 메뉴중 동 상

코너를 선택하면 볼 수 있다.  

동 상 정보 제공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형 표준원전 첨단설계

2) 홀늄 166 이용 암치료 효과 입증

3) 중성자래디오그래피 기술개발

4) 레이저 이용 환경오면 측정장치 개발

5) 첨단이용연구로봇개발

6) 연구용원자로 국산핵연료 수출

7) 접착 활성탄 재활용 기술개발

8) 육제품 방사선 가공처리 기술개발

9)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초전도체) 개발

10) 중수로형 차세대 개량 핵연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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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전안전 실시간 감시장치 개발

12) 동위원소 이용 관상동맥 협착증 치료

13) 멍게껍질 이용 식이섬유 개발

14) 원자로용 저농축 핵연료 개발

15) 자유전자 원적외선 레이저 개발

16) 중수로용 원전로보트 개발

17) 중수로용 듀픽 핵연료 개발

18) 차게대 나노기술 개발

19) 다이오드 고체레이저 개발

20) 하수관 보수용 이동 로봇 개발

21) 반도체 운반용기 개발

22) 소형 원적외선 자유전자 레이저 개발

23) 벼 신품종(원청벼, 원강벼) 개발

24) 겔리형 상처 치료용 붕대개발

25) 금속재료 침식규명장치 개발

26) 이리듐 192 방사성원 국산호

27) 나노기술 개발

28) 다파장 고체색소 레이저 개발

29) 간암치료제 리칸주 국내 신약 3호 시판허용

30) 차세대 원자로 실증실험 장치 국산화

31) 천연 화합물 이용 기능성 화장품 원료 개발

32) 탄저균 방사선으로 죽인다.

33) 방사선 개인선량 측정기 개발

34) 중성자 이용 나노 분석 장치 개발

35) 연구기술개발 박차(칼리머, 액금로, 중대사고, 스마트)

36) 고성능 신소재 핵연료 피복관 개발

37) 원자로 압력용기 신제조 공정개발

38) 원자로 재료 특성시험 캡슐장치 개발

39) 양성자 가속기 기술 개발

40) 천연생약이용 항암 기능성 식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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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보안이 강화된 게시판 웹서비스의 적용

제 1 절  필요성

현재 “웹서비스”가 컴퓨팅 분야의 새로운 조류로 산업전반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웹서비스의 광범위한 사용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함

께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보안이다. 최근에는 많은 사양들이 

제안되고 또한 실제로 구현되어서 여러 형태의 보안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

결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의 홈페이지에서 운 하고 있는 공지사항, 새소식 외 6개 게시

판과 입찰공고는 보안망의 DB를 외부에서 포트를 열어 접속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웹서비스를 이용하여 연구소의 게시판의 보안을 강화하고 

외부 사용자에 의한 내부서버로의 직접적인 접근을 차단하는 보안이 강화된 

게시판 웹서비스를 구현하 다. 

제 2 절  구현내용

웹 서비스는 인터넷 상의 비즈니스를 위한 메세징 프로토콜과 프로그래밍 

표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단순 및 복합. 단

순 및 복합 웹서비스는 기본적인 “요청/응답”기능을 제공하며 세 개의 새로

운 표준으로 특성지울 수 있다. 

1) 서비스 디스크립션(WSDL - Web service Definition Language) 2) 서

비스 퍼블리케이션과 디스커버리(UDDI - 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3) 통신프로토콜(SOAP -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그리고 복합 웹서비스는 비즈니스 간의 협업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등과 

같이 여러 업체들간의 장기간 비즈니스 대화로 묘사될 수 있다. 

그림 1은 웹서비스 모델의 기본 컴포넌트들을 보여준다. 브라우저는 

HTML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HTTP를 사용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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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액세스를 한다. 그리고 웹서비스는 SOA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서버

간의 통신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건은 웹 서비스 소비자와 웹 서비

스 제공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웹서비스는 여러 노드에 걸쳐져 있

기 때문에 웹 서비스를 중계하는 중간 서버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데스

크탑 에플리케이션 또는 “fat client"는 웹 서비스 소비자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림 1 웹서비스 컴포넌트들

그림 2는 보안이 강화된 웹서비스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연구소 웹서비스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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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이 강화된 웹서비스환경으로 방화벽안의 데이터베이스를 외부로부

터 차단하여 정보보안을 유지하고 기존의 JSP 및 PL/SQL 서비스를 

Web service 환경으로 전환하 으며 이로 인하여 내외부 홈페이지의 데

이터의 일관성 유지, 저비용 고효율 운  및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참여마당, 민원처리 등의 게시판의 JSP/서블릿은 포털시스템의 자바 

board 서비스를 호출하여 kis31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입찰공고 

JSP는 포털시스템의 PL/SQL 웹서비스를 호출하여 kis31의 PL/SQL 패키

지의 Producure/function을 접근하여 결과값을 XML 타입으로 리턴을 박

고 해석하여 서비스한다. 

가. 게시판 웹서비스

1) 데이터베이스

   - Host : kis31

2) 게시판 웹서비스 : 

   - J2EE 서버Host : mykis

3) 웹서비스 클라이언트

   - Host : www.kaeri.re.kr

   - O/S 계정 : oc4j/oc4j

   - oc4j_home : /usr4/oc4j/j2ee/home

 나. 입찰공고 

1) Application 

   - DB Host : kis31

2) 웹서비스 : 

   - J2EE 서버Host : my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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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서비스 클라이언트

   - Host : www.kaeri.re.kr

   - jsp : $home/default/bid/

 다. 운 방법

1) kis31 -> 데이터베이스 서버

   - oracle 서버와 listener가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한다.

2) mykis -> 인트라넷 웹서비스 j2ee 서버

   - oc4j 구동

3) www -> 인터넷 웹서버로 웹서비스 클라이언트로 동작

   - oc4j 구동

 

보안이 강화된 게시판은 웹서비스로 전환 후 소내 및 소외에 동시에 

웹서비스로 동시에 서비스하 으나, 소내의 동일한 시간대 폭주하는 게시

판 접속으로 인하여 웹서비스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하 다. 따라서 현

재는 외부에는 웹서비스로 내부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접속하는 방

법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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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향후계획

오늘날 정보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경 기법과 결합하여 중요한 혁신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외부환경은 불확실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동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이에 따른 내부조직 역량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

다.

최근 기업의 가치를 유형 자산인 재무 관리 뿐만 아니라 무형 자산이 

지적자산을 새롭게 측정 평가하여야 한다는 요구는 이러한 무형 자산 중

의 하나인 기술이 특히 중요한 지적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을 자산으로 하는 연구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동 상 서비스와 보안이 강화된 게시판은 

새로운 정보기술 시대에 발 맞추어 인터넷을 이용한 원자력연구 정보 교

류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 다고 볼 수 있다. 동 상 정보제공시스템은 

2004년 방송보도 자료 등 소내의 동 상 자료들을 보강하여 연구원 및 연

구소 홍보효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화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연구소 정보통신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정보의 사용자들의 변화하는 폭넓은 요구에 부합하는 컨텐

츠의 개발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통신 관련 부서만이 아닌 컨텐츠를 창

출하는 연구원들과 연구소 운 진의 폭넓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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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전문정보서비스 제공          

                                      연 구 실 명 :    기술정보과 

                                      단위사업책임자 : 이 지 호 

                                      연  구   원 :    김 태 환

                                          “       :    오 정 훈

                                          “       :    천  춘 

                                          “       :    유 재 복 

                                          “       :    유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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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Ⅰ . 제목

   원자력 전문정보서비스 제공

Ⅱ . 운 의 목적 및 중요성

국내 원자력 전문 정보센터로서의 역할과 IAEA의 국제원자력정보시스

템(INIS)의 National Cent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원자력관련 

문헌의 국제적 유통과 해외 원자력문헌의 국내 확산을 통하여 국내 원자

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Ⅲ . 운 의 내용 및 범위

- National Center 활동 

  INIS 사무국과의 상호협력 및 접촉창구로서 INIS 데이터베이스의 운

과 관련한 정책적, 기술적 협조를 하며, 국내 이용자에 대한 기술적 지

원을 수행하고, INIS 사무국과의 관련 통계자료 등을 교환. 

- INIS 데이터 입력활동 

INIS 데이터베이스는 회원국이 제공하는 INIS 입력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축.활용하므로, 국내에서 간행되는 원자력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INIS 입

력 기술규칙에 따라 입력 및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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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S 정보서비스 활동 

INIS 입력 결과물인 INIS CD-ROM DB, INIS ATOMINDEX, INIS 원

문헌(full-text) CD-ROM 등을 이용하여, INIS 데이터베이스 검색, INIS 

SDI 서비스, 원문헌제공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수행. 

- INIS DB Host Site 운

 INIS DB Host site(INIS2) 설치를 완료하여 국/내외 이용자에게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 으며, 비엔나 본부와 동일한 데이터를 유지하

기 위한 데이터 갱신작업을 수행하 고 INIS2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홍

보활동 전개. 

Ⅳ . 운 결과 및 활용계획

- 국내 원자력분야의 발전으로 인한 INIS 입력대상문헌이 많이 발표되

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부 INIS 주제전문가를 활용하여 INIS 입력량증대에 

노력한 결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 다. 

금년에도 3,090건을 입력하여 입력순위 6위를 유지하 다. 따라서 차후에

도 지속적인 노력과 예산 확보로 우리 나라의 원자력 발전 수준(G7)에 걸

맞는 입력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원자

력 강국으로서 INIS 관련 국제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INIS에 대한 주도적

인 역할을 우리 나라가 수행 할 필요성이 있다. 

- INIS DB Host site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 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및 오세

아니아 지역내 회원국의 이용자에게 신속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특히 우리 나

라 INIS DB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원자력 연구활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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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 Project Title

Management of nuclear information service

II. Objective of the Project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support nuclear research and 

development by playing a role of not only specialized information 

center of nuclear energy in the country but also national center of 

INIS of IAEA.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A national center of IAEA

 Domestic INIS project has carried out various activities on 

supporting a decision-making for INIS Secretariat, exchanges of the 

statistical information  between INIS and the country, and technical 

assistance for domestic end-users using INIS database.

- Input to the INIS database 

 Based on the construction of INIS database sent by member 

states, the data published in the country has been gathered, 

collected, and inputted to INIS database according to the INIS 

referenc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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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S information services

 Using the INIS output data, it has provided domestic users with 

searching INIS CD-ROM DB and INIS online database, INIS SDI 

service, and non-conventional literature delivery services. 

- Operation of  INIS DB Host site in Korea

This year INIS DB Host site was launched in Korea  and trial 

service of INIS2 was provided to domestic and neighboring INIS 

member countries.  In order to maintain the same data as Vienna 

center, the data update process has been performed.  The hardware 

of server was upgraded and the homepage was redesigned.  Also, 

publicity information activities were performed by many ways.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 In this year, the record number of input to INIS database was kept 

up the same lever of previous year. So the number of INIS input in 

our country ranks 6th in the world. In order to input the 

comprehensive domestic publication related to nuclear energy, and rise 

in position of the national center, it is necessary to continue efforts 

and support budgets.

- In 2003 INIS Host DB site was launched in Korea. It enables the 

users in the member countries in Asia as well as domestic users to 

get quick information. It will also bring the active use of the domestic 

INIS DB and the increase of the productivity of domestic research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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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이하 IAEA로 표기) 

산하의 국제원자력정보시스템 (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 이하 

INIS로 표기)은 원자력정보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세계 각 국에서 생산

되는 원자력관련 기술정보(연간 약 8만건)를 국가간의 협력에 의해 자료를 수집, 

분석, 처리하고 그 정보를 필요한 이용자에게 적시에 공급하기 위하여, IAEA가 

중심이 되어 1969년도에 설립한 원자력분야의 국제적인 정보유통시스템이며, 

INIS의 총 회원국가는 현재 110개국과 INIS에 참가하는 주요 국제기관으로는 

CERN(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JINR(Joint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NEA(Nuclear Energy Agency, OECD), WEC(World Energy Organization) 등 

19개 기관이다. 

INIS의 운 은 회원국에서 발생하는 원자력관련 문헌을 회원국의 INIS 

National Center가 INIS 기술규칙에 따라 처리하여 입력하는 분산방식

(Decentralized System)을 채택하 으며, 사무국에서는 전 세계의 회원국으로부

터 입력된 서지 데이터를 전산처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인터넷을 통한 자

료 제공 및 각종 출력물을 제작하여 다시 회원국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데이터의 질적 향상 및 좀 더 편리한 서

비스 제공 등을 요구하면서 상용데이터베이스외에 국제기구 산하에서 각각의 정

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서비스하던 일련의 정보활동을 수행하던 국제정

보시스템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정보요구 행태와 급

변하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INIS 사무국에서는 INIS 홈페이지를 운 하여 

인터넷 검색과 검색속도 향상을 위한 지역별 INIS DB Site 설치, 전자출판물 입

수, INIS 입력량 증가를 위한 회원규정 개정, 레코드 포맷(Record Format)최소

화, INIS의 새로운 방향, INIS DB의 상업적 저널 접근, 자동색인, 디소러스의 다

국어 지원, 인터넷을 이용한 NCL 배포 및 접근 등 회원간의 업무협조 등에 활용

하고, INIS National Center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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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S는 그 어느 정보시스템보다 회원국의 National Center 역할이 중요한 만

큼, 본 보고서에서는 2003년에 INIS 사무국과의 상호협력 및 원자력전문정보센터

로서의 INIS 데이터베이스 운 과 관련한 국내 이용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활동, 

INIS 데이터베이스 검색, INIS SDI 서비스, 원문헌제공 등의 서비스 활동 그리

고 국내에서 간행되는 원자력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INIS 입력 기술규칙에 따라 

입력하고 송부하는 데이터 입력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 다. 

  특히 금년도에는 INIS Host site(이하 INIS2)의 설치를 완료하여  시범서비스

를 제공하기 시작하 으며, 국내외 이용자에게 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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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절 National Center 활동

우리 나라는 1969년 INIS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오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INIS DB의 입력량이 세계 6위권에 진입하여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INIS 연락관 

(Liaison Officer)은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의 이은  사무관이 담당하고 있으

며, 국가 원자력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정보과가 INIS National 

Center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National Center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자력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한 후 

INIS DB에 입력하여 INIS 본부에 송부하는 한편, 전세계 원자력관련 정보를 국

내 이용자들에게 확산, 보급시키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와 

INIS간의 접촉창구 역할과, INIS 데이터베이스의 운 에 정책적, 기술적으로 참

여하고 INIS 정보의 국내 활용 통계자료, 국내 년간 활동보고 및 국내 INIS 이

용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의 업무를 갖는다. 국내에서의 연대별 주요 INIS활동

은 다음과 같다. 

1969년 : INIS에 가입  

1978년 : 국내의 원자력정보의 INIS에 입력 개시

1979년 : INIS SDI 서비스 실시 

1980년 : INIS-RS 시스템 개발 및 RS 검색용 File구성시작 

         (원자력연구소의 software package system 2000 사용)    

1982년 : Worksheet에서 OCR 방법으로 입력시작 

1984년 : Dacom-net을 통한 IAEA computer 교환망에 가입.

        OCR 입력방식에서 personal computer를 이용한 diskette입력.   

1985년 : INIS on-line 검색을 통한 RS 서비스 실시   

1991년 : INIS CD-ROM을 통한 검색 실시         

1993년 : FIBRE (Friendly Input Bibliographic REcords)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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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S 입력 및 e-mail에 의한 입력데이타 송부 (인터넷 활용)

1994년 : Network을 통한 INIS CD-ROM 검색 ( 5월부터 시행)

1997년 : INIS SDI 서비스 Web기반으로 정비 

1998년 : INIS full-text CD-ROM 도입 및 활용 

1999년 : INIS와 ETDE 데이터통합을 위한 공동 주제분류표 통합 작업

2000년 : INIS와 ETDE 공동 주제분류표 및 WinFibre 3.0 사용

2001년 : INIS DB Mirror Site 한국내 설치 결의

2002년 : INIS DB Host site 한국내 설치

2003년 : INIS2 site 구축 완료 및 시범서비스 제공 시작

INIS 운 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사무국과 각 회원국의 연락관들이 매년 정기

적으로 참가하여 INIS 연락관회의에서 결정한다. 이 연락관회의는 INIS운 에 

필요한 안건을 결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건의하는 등 INIS 운 의 중심이 되는 

회의로서, 회의에서 다루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의 INIS 운 철학과 비전을 엿

볼수 있다. 

2003년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31차 INIS 

연락관회의(31 Consultative Meeting of INIS Liaison Officers)에  과학기술부 

이은  사무관(INIS 연락관), 한국원자력 연구소 이지호 책임기술원(INIS 부연락

관)이 참가하 으며 토의, 결정된 사항은 <부록 1>에 수록하 다. (참조 KAERI 

/0T-1095/2003 제30차 IAEA/INIS 연락관회의 참가보고서)

또한, 6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IAEA/INIS Training 

Serminar가 개최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천 춘 선임기술원

이 교육에 참가하여 INIS 데이터 입력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 다.(참조 

KAERI/OT-1115/2003 IAEA/INIS Training Seminar 참가 보고서)

특히 금년에는 INIS2 site가 본격적인 운 에 들어가 시범서비스를 국내외에 

제공하기 시작하 으며,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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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입력활동  

1. 자료 수집 및 선정 

 INIS National Center로서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데이터 입력을 위

하여 국내에서 발간되는 원자력관련 모든 자료이나, 수집의 경제성 및 기증‧교환

을 통하여 입수하 다. 자료의 수집은 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입수되는 자료를 

대상으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의뢰하여 입수하 다. 입력대상자료의 

준비는 우선 자료의 수집으로, 수서분야에서 입수한 국내 발간 자료(학술지, 연구

보고서, 대학간행물, 회의자료 등)를 수시로 체크하 다. 

입력대상이 되는 자료를 살펴보면, 우선 물리적으로 책자형태는 물론이고 

audio,  비디오매체 및 디지털형식까지 원자력에 관련된 모든 형태의 자료가 대

상이 된다. 종류별로는 학술지 논문ㆍ연구ㆍ기술보고서, 단행본, 회의자료, 학위

논문, 특허 등이 대상이 된다. 실제로 INIS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문헌의 종

류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학술지 논문이 54% 이상을 차지하고, 보고서 16%, 도서 14%,기타 

16%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도 2003년 12월 31일 현재 INIS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총 14,474

건 중  <표 1>과 같이 학술지 논문이 45%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도서, 연구보고서

순으로 INIS 데이터베이스의 문헌종류별 구성 비율과 비교하여 볼 때 연구보고서

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다.

 <표 1> 국내 문헌 종류별 INIS 데이터베이스 구성비율        

    문헌별   학술지논문 도  서  연구보고서      기 타 

  비 율 (%)      45 %      34%   2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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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헌종류별 INIS 데이터베이스 구성비율

다음은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대상으로 INIS의 기준에 부합하는 문헌들을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 진다. INIS에서는 입력자료의 기준을 INIS 주제범위(IAEA-    -INIS-3 : 

INIS: Subject Categories and Scope Description)에 포함되는 과학기술문헌으로 최근 

5년안에 자국에서 출판된 문헌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정기간행물 

입력대상자료 선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학술지 및 대학교 논문집 등

의 목록 (regularly scanning journal list)은 <부록 3>에서 볼 수 있듯이, 2003년 

현재 총 54종이다.  

<부록 2>에 수록된 학술지 중 수록된 논문이 최근 3년간 (2001 ∼ 2003) 최소

한 1건 이상 선정된 학술지의 목록은 <표 2>와 같다.

 <표 2>  INIS 국내 주요 학술지 목록         

  번호       제                목        발행기관 

    1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대한화학회 

    2  The Ewha Medical Journal  이화여자대학교

    3  Journal of Korean Chemical Society  대한화학회지

    4
 Journal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한국원자력학회 

    5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한국물리학회 

    6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Oceanography 
 한국해양학회 

    7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adio-

 logical Technology
 대한방사선기술학회

    8
 Journal of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산업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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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발행기관 

    9
 Korean Journal of the Environment    

  Biology
 한국환경생물학회

   10  KSME International Journal  대한기계학회 

   11  Physics & High Technology  한국물리학회

   12  Power Engineering  한국전력기술(주)

   13  RIST 연구논문  포항산업과학연구소

   14
 The Korean Journal of Nuclear 

 Medicine
 대한핵의학회지

   15  Korean Journal of Radiology
 Korean Radiological

 Society

   16  기계저널  대한기계학회 

   17  논문집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연구소 

   18  대한금속학회지  대한금속학회 

   19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B  대한기계학회

   20  대한방사선의학회지  대한방사선의학회지 

   21  대한치료방사선과학회지  대한방사선종양학회

   22  대한비뇨기과학회지  대한비뇨기과학회 

   23  분석과학  한국분석과학회 

   24  새물리  한국물리학회 

   25  생산기술연구소논문집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26  소음ㆍ진동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7  요업학회지  한국요업학회

   28  원자력산업  원자력산업회의 

   29  응용물리  한국물리학회 

   30  정보관리학회지  한국정보관리학회

   31  한국결정성장학회지  한국결정성장학회

   32  한국부식학회지  한국부식학회

   33  한국육종학회지  한국육종학회 

   34  한국재료학회지  한국재료학회 

   35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한국지진공학회 

   36  한국키틴키토산연구회지 
 한국키틴키토산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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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의자료 

원자력관련 학회의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수집되는데, 이 

논문들의 많은 양이 프레젠테이션 위주로 작성되어서 초록 및 본문 등의 서지포

맷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입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다른 자료에 비해 

많이 소요된다. 최근 3년간 (2001 ∼ 2003) 입력대상으로 수집 및 선정된 회의자

료는 <표 3>과 같다. 

<표 3> INIS 국내 회의자료 목록 

  번 호                     회 의 명  

    1  Meeting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2  DUPIC fuel workshop

    3  Workshop on radioactive waste treatment technologies

    4  KAIF-JAIF seminar on nuclear industry

    5  KAIF-KNS annual conference 

    6
 KOMAC feasibility study meeding of the international

 Group on Research Reactors

    7  Proc. of the APCTP Winter School

    8  Proc. of the APCTP-ICTP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9  Proc. Of the Sympo. On Nuclear Materials and Fuel

   10  Proc. Of Inter. Sympo. On Radiation Safety Management 

   11  Symposium on Laser Spectroscopy

   12  Workshop on Nuclear Data Production and Evaluation  

   13  Meetng  of the International Group on Research Reactors

   14  The INMM-KC Annual Meeting

   15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Nuclear Medicine

   16  Proc. of the Korean Society Nuclear Medicine

   17  Proc. of NTHAS

   18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Concept Development of   

 the High Level Waste

   19  Proc. of HANARO workshop 

   20  Proc. of the Workshop Organized by KAERI and 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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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소 보고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주

로 RR(연구보고서),  TR(기술보고서), AR(기술현황분석보고서)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 및 한국전력연구원도 포함되며, 2003년 현재 

보고서 총 수집건 수는 652건에 이르고 있으나, 연구소외 보고서는 PDF 자료가 

입수되지 않아 INIS 사무국에 보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각 기관에 협조를 

부탁한 상태이다. 수집된 보고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간행물이 대부분으로 그 

주제가 거의 INIS주제범위에 합당하여 거의 전량 선정ㆍ입력된다. 

라. 기타 

입력대상자료의 다양화 및 포괄성을 위해 원자력관련 국내 Computer Medium 

자료의 수집도 계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새로이 구입한 도서류의 정보를 얻기위

해 신착자료속보를 정기적으로 스캐닝하며, 회의정보의 수집을 위해 전자게시판 

등을 이용하고 있다. 

2. 자료 입력   

  

2003년 현재 INIS 데이터베이스는 레코드수 총 240만 건을 넘어 섰으나, 우리 

나라의 총 입력건수는 2003년 12월 현재 14,474건으로 불과 0.6% 정도를 차지하

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2002년 INIS 입력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그림 2>

와 같이 미국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13%로 가장 많으며, 국이 12%, 네덜란드가 

9%, 일본,  러시아가 8%, 독일이 7%, IAEA가 5%, 중국, 한국이 4％ 이상의 높

은 입력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폴란드, 프랑스, 브라질, 우크라이나, 인도, 

이태리 순이다. 나머지 국가는 2％대 이하의 낮은 입력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는 4%로 세계9위를 차지하 으며, 원자력선진국 5개국 (미국, 국, 네덜란

드, 일본, 러시아)에서 입력한 양이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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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 네덜란드는 전자저널을 많이 출판함으로 다른 나라에서 스스로 입력한 
자료가 통계에 포함됨

<그림 2> 2002년 국가별 INIS 입력현황

국내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문헌형태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최근에 와서  

  입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금년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입

력을 하 다. 2003년의 국내 INIS 입력량은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세계 6위권

으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표 4> INIS 문헌형태별 입력건수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문 

  헌 

  별 

 도서

(회의자료)
  -   112   76   108   157  454 2,264 1,694

학술지   65   127  376    40   875 1,330 662 1,166

보고서  251   201  174   270   328  291 139 230

  합    계  316   440  626   418  1,360 2,075 3,065 3,090

INIS에 입력량은 회원국의 과학기술 특히 원자력분야의 발전척도 및 연구활동

의 활발성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외부 INIS 주제전문가를 

활용하여, INIS 입력량 증대에 노력한 결과 많은 량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우리나

라 위상을 제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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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은 데이터가 출판된 후 얼마나 신속히 입력되느냐에 달

려있다. INIS에서 제공하는 2002년도 통계에 의하면 데이터가 출판 후 입력되기

까지의 시간이 평균 14개월이며 국내의 경우는 10개월로 나와있다. <표 5>는 

INIS 입력데이터 time lag을 나타낸다.

<표 5> INIS 입력데이터 time lag

  문 헌 별  INIS 평균time lag (월)  국내 평균 time lag (월)

  보 고 서           20             8

  학 술 지           13            12

  단 행 본           15            13

     총           14            10

 데이터의 입력은 크게 2가지로 대별되는데, 자료의 서지사항을 기술하는 부

분과 주제분야를 기술하는 부분이다. INIS 데이터베이스는 각 회원국이 자국에

서 발행되는 자료를 입력하게 되므로, INIS 사무국은 다양한 언어와 형식을 수

용하는 기술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입력에 필요한 INIS 참고문헌 중 서지사항

과 관련된 자료로는 Descriptive cataloging rules (IAEA-INIS-1), Descriptive 

cataloging samples (IAEA-INIS-2), Terminology and codes f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AEA-INIS-5), Authority list for corporate 

e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IAEA-INIS-6), Authority list for 

journal titles (IAEA-INIS-11) 등이 있고, 주제분석 관련 자료로는 Subject 

categories and scope description (IAEA-INIS-3), Instructions for submitting 

abstracts (IAEA-INIS-4), Thesaurus (IAEA-INIS-13)등이 있다. 각 레퍼런스

별로 개정시기가 다르며, 근래에는 대부분의 레퍼런스들이 입력용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다. INIS 입력 데이터의 처리과정은 <그림 3>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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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FIBRE

INIS 주제범위에 맞게 수집ㆍ선정한 자료의 입력은 INIS에서 제공하는 입력용 

프로그램인 FIBRE (Friendly Input Bibliographic REcords)를 활용함으로써 예전

에 워크시트에 수기로 작성하던 때와 비교하여 데이터작업이 용이해졌다. 

<그림 3> INIS 입력데이터의 처리과정도

FIBRE는 구소련에서 개발되어, INIS 사무국에서 회원국이 보내온 데이터의 체

킹용으로 사용하다가, 그 기능을 향상시켜  INIS 회원국에서 입력시 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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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제공한 것이다.   

FIBRE의 기능을 살펴보면, 동일한 tag를 갖는 문헌 형태에 따라 별도의 매트

릭스를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회의자료에 수록된 여러 편의 article을 입

력할 때 저자 (tag 100), 서명 (tag 200), 대조사항 (tag 500)을 제외한 회의정보 

(tag 210-215), ISBN (tag 320), 출판정보 (tag 401-404), 언어 (tag 600) 필드가 

동일하므로 이 회의자료에 맞는 매트릭스 파일을 생성하여 중복되는 tag의 입력

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디스크립터 및 subject categories 선정 시에도 종전에는 수작업으로 일일

이 찾던 방식에서 keyword를 이용해 수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데이터의 입력이 완료되면 tag별 spelling 및 구두점 체크 기능을 이

용해 데이터를 점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FIBRE가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어, 주제분석과 같은 기본적인 인

간의 지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의 입력시간을 감소시

키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2003년 6월에 발행한 WinFIBRE 3.0을 

사용한다. 

 

    나. 서지사항 입력 

INIS 데이터 레코드는 가변장 구조로 각 필드를 tag로 나타낸다. 입력문헌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지시하는 header부분과,  서지정보 tag을 살펴보면  

<표 6>,   <표 7>과 같다. 

 <표 6> INIS Header 

   tag                  header 

   001  임시레코드번호 ( temporary record number ) 

   007  연관 레코드/임시레코드 번호 ( related RN/TRN )

   008  서지통정데이터 ( bibliographic control 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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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INIS 주제분석 tag 목록

   tag      주제 데이터 요소 

   008   주제범위 및 문헌지시자 (subject categories, data flagging)

   620   서명보충 (title augmentation)

   800

   811

  디스크립터 (descriptors) 

  추가 디스크립터 (proposed descriptors)

   860   초록 (abstracting)

<표 7> INIS 서지정보 tag 목록     

   tag   서지데이터 요소 ( bibliographic data elements )

   100  개인저자 ( personal author / editor )

   107  공동저자 ( collaboration )

   109  기금단체 ( funding organization )

   110  단체저자 ( corporate entry )

   111  학위정보 ( academic degree )

   200  본 서 명 ( primary title )

   210  회의명 ( conference title )

   211  회의장소 ( conference place )

   213  회의일자 ( conference date )

   215  원회의명 ( original conference title )

   229  학술지명 ( full journal title )

   230  원서명 ( original title )

   250  판차 ( edition )

   300  보고서/ 특허 번호 ( report / patent number )

   310  보고서/특허 제2번호 ( secondary numbers )

   320  isbn / ipc/ issn

   321  coden

   330  계약/프로젝트 번호 ( contract/project number )

   401  출판지 ( place of publication )

   402  출판사 ( name of publisher )

   403  출판년 ( date of publication )

   500  대조사항 ( physical description )

   600  출판언어 ( publication language )

   610  주기사항 ( general notes )

   611  원문헌 입수정보 ( avail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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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지사항은 어로 입력하며, 제목이나, 저자 등이 한 로 기재되어 있을 

때는 어로 번역하여 입력한다. 서지관련 tag의 변경추세를 살펴보면,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술규칙이 점차 완화되어 감을 알 수 있다. 

기술규칙이 완화된  결정은  INIS/ETDE 기술위원회 회의에서 tag 100 에서 

개인명의 입력시 성 (last name)을 제외한 이름의 경우 initial로 바꾸어 입력하던  

것을 문헌에 문헌에 기재된 대로 풀어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98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 230 tag에서도 숫자, 공식, 권호의 일부 표시에 있어서 입력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 주제분석 

디소러스에 의한 주제분석을 근간으로 하는 INIS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문헌의 주제분석이라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주제분

석을 위해서는 입력대상 문헌의 주제배경도 필요함은 물론이며 디소러스에 들어

있는 디스크립터로 주제를 표현하는 테크닉도 필수적이다.  

INIS의 주제분석 관련 tag는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제범위 선정, 

indexing 작업, 초록작성의 3단계로 대별된다. 이외의 주제분석작업으로는 문헌지

시자 추가 (data flagging) 및 서명보충 (title augmentation)이 있다. 

             
  1) 주제범위 선정 

2001년부터 INIS는 ETDE의 주제분류를 통합하여 사용함에 따라 주제범위는 

아래와 같이 크게 6개의 Main Categories와 21개의 Sub categories로 분류

된다. 

     ⇒ Basic Scope Issues: Nuclear Safety, Nuclear Power and        

   

        Research Reactors, Nuclear Technology/Non-Power 

Applications, Nuclear Science

     ⇒ Fringe Areas: Economic, Political, Environmental, Legal and

        Sociological Aspects in Nuclear Context, Environmental and

        Economic Impact of Non-nuclea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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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문헌에 최소한 1개 이상 최대 3개 이하의 주제범위를 선정해야한다. 

단, 2개 이상의 주제범위 선정시 동일 계층구조에 속하는 주제범위나 하부주제범

위의 선정은 피해야 하며, 각 주제범위에 정의된 스코프를 참조하여 선정한다. 

2002년 국내입력문헌의 주제범위 선정 개수는 문헌당 대략 1.6개 수준이며, INIS 

전체입력문헌의 경우는 1.4개 수준이다.

2002년도 INIS에 입력한 데이터베이스 주제분야는 <그림 4>와 같다         

 

1%Safeguards

1%
Non-Nuclear Energy

3%

Economic, Legal & Social 4%

Enviromental & Earth Sciences

5%

Fusion Research & Technology

6%

Nuclear Fuel Cycle & Radioactive

Waste 4%

Chemistry  7%

Nuclear Power & Safety

8%

Elementary Particle Physics

6%

Engineering & Instrumentation

11%

Nuclear Materials

10%

Nuclear Physics

7%

Atomic, Molecular & Condensed

Matter Physics

11%

Life Sciences

16%

           <그림 4> 2002년도 입력한 INIS 데이터베이스 주제분야 

     

2) 디스크립터 선정 

디스크립터 선정작업의 목적은 보다 효과적인 검색을 위해서이다. 따라서 색인

작업은 문헌의 'concepts'를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색인자는 자신이 

이용자의 입장에 서서 디스크립터를 선정해야한다. 다른 모든 주제분석도 마찬가

지로 계속적인 실습과 주제적 배경을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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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립터를 수록하고 있는 INIS thesaurus는 현재 42 개정판까지 개정되었다.

원자력분야의 과학ㆍ기술 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갱신하는 것이 디소러스 개발

의 목적이므로, 입력과정 중 문헌의 'concepts'을 표현하는 디스크립터가 디소러

스에 부재인 경우 입력자가 디스크립터를 제안할 수 있다. 이때 신규 디스크립터

는 별도의 용지에 ‘narrow terms', 'broad terms', 'USE/ SEE reference' 등의 

계층구조를 갖추어 제안하여야 한다. 

디스크립터의 선정 개수는 국내의 경우 문헌당 대략 8개 수준이며, INIS 전체 

입력문헌의 평균 개수는 9개 정도이다. 

 

3) 초록 작성

입력할 문헌에 문의 저자초록이 있는 경우는 문헌의 내용을 저자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거의 대부분이 수정없이 저자초록을 입력하게 되나, 

초록 자체가 없거나 문초록이 없는 경우는 초록을 작성하여 입력하게 된다. 

INIS에서는 저자초록과 제3자 초록을 구분하여 입력하게 되어 있다. 

초록을 작성할 때는 연구 주제, 연구목적 및 범위, 실험방법, 결과, 결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초록 작성은 주제배경 및 문번역 실력이 필수인 작업으로 매

우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헌 출판시 정보의 국제적 교류 및 배포의 

목적을 위해서도 표준화된 서지형식의 적용이 절실하다.  

컴퓨터 기록매체의 발달에 힘입어, 1999년 초록의 길이를 최장 문 6,000자까

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초록의 길이가 6,000자로 늘어남에 따라, 본문이 5,000자 

미만이면 본문을 초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초록의 길이 확장과 

더불어 레코드의 길이도 9,000자에서 32,000자로 증가하 다. 

국내 입력문헌 중 회의자료는 초록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입력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표 9>과 같이 2003년도의 초록을 작성하여 입력한 자

료의 비율을 보면 전체 문헌수 대비 약 1% 이하의 극히 적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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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부 및 결과 접수   

이상과 같이 주제분석까지 데이터의 입력이 완료되면, 입력된 데이터를 INIS사

무국에 송부해야 한다. INIS에서 수용하는 송부 방법은 디스켓, e-mail, ftp 등이 

있다. 현재는 e-mail이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국내의 경우는 원본을 송부

해야 하는 비시판 문헌의 경우는 문헌과 데이터를 담은 디스켓을 우편으로 송부

하고, 나머지는 e-mail로 송부하는 이원화된 방식을 택하고 있다.

Time lag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자주 데이터를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

로, 2003년에는 7번에 걸쳐 송부하 다. 

INIS 사무국에서는 회원국에서 보내오는 비시판문헌을  CD-ROM으로 제작하

여 판매하 다. 

비시판문헌의 CD-ROM제작에 맞추어, 사무국에서는 회원국의 비시판문헌 송

부시 원문헌을 TIFF ( The Tagged Image File Format) 형태의 전자 파일로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TIFF 파일만 가능하나 향후 파일간의 호환성이 

있게되면 국내에서도 연구보고서의 full-text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계하여 송부

할 계획이다.  

<표 9> INIS 국내 입력문헌의 초록작성 비율  

  년 도   입력문헌수  초록작성 문헌수    비 율 (%)

   1999       418        60      14 %

   2000      1,400        40       3 %

2001      2,075        46       2 %

2002      3,065 35 1 %

2003      3,090 11       1 %

총     10,048        19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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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된 데이터를 INIS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후, 사무국에서는 에러체크, 임

시레코드번호와 INIS 레코드번호의 매치, 등재된 레코드 수, 인덱싱 관련 통계를 

보내 온다.  

제 3 절  정보서비스 활동  

2003년 INIS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레코드 수가 2백40만건을 넘어섰으며, 매년 

약 80,000건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이러한 INIS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또한 입력

과 더불어 INIS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정도는 INIS 사무

국, National Center, 이용자의 관심정도, 주변환경 등에 달려 있다. 특히 INIS 출

력물을 활용한 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National Center뿐

만 아니라 이용자의 전산환경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이용자의 

다양한 전산환경을 고려하여 INIS출력물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다양한 정보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INIS CD-ROM 데이터베이스 활용 

INIS사무국에서 INIS 데이터베이스를  CD-ROM CD로 제작하여 배포 및 판

매하게 됨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내의 CD-Net을 통하여 활용하 다.(<그림 

5> INIS CD-ROM 데이터베이스 검색화면 참조). 

 INIS CD-ROM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각 기관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INIS에

서 CD-ROM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는 기관은 2003년말 기준으로 5개 기관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 포항공과대학,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력연구원, (주) 한국전

력기술이며, 데이터베이스 가격은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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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도별 DB 선택화면      

                       

② 탐색화면 및 전체레코드출력화면

 

               <그림 5> INIS CD-ROM 데이터베이스 검색화면

2. INIS 온라인 검색서비스

 

CD-ROM 데이터베이스와는 별도로 오스트리아에 있는 INIS 호스트에 직접 

연결하여 INIS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서비스가 있다. 국내의 경우 2003년 현

재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전력(공)에서 INIS 온라인 검색서비스를 신청ㆍ사용

하고 있다. 

이 온라인 검색서비스는 실시초기에는 INIS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광대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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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량과 원자력 분야의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라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았지만, 종전에는 INIS CD-ROM 데이터베이스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 다.

1998년 10월 INIS 사무국에서는 기존의 INIS 온라인 검색시스템을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BASIS기반 하에 WEB 버전으로 시스템을 재정비하

다. (< 그림 6> INIS 인터넷 검색 화면 참조) 국내 INIS 인테넷 검색이용료는 

일년간 구독하면 검색회수나 시간에 관계없이 정액제로서 <표 10>과 같다.  변

경된 사항으로는 연락관회의의 의결사항에 따라 Academic 기관에는 무료로 서

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2002년에는 INIS 사무국측에서 id 접근방식이 아닌 site license 방식을 새로이

채택하 다.  이에따라 우리 연구소는 IP 범위를 통한 접근방식을 신청하여 소내

에서는 INIS Online DB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 다.

    

     ☜ ① INIS 초기화면

② 탐색식 입력 Main 화면 ☞

                       

<그림 6> INIS 비엔나 본부 인터넷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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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검색서비스는, CD-ROM 데이터베이스의 설치에 필요

한 CD-NET용 장비 없이 이용할 수 있고 CD-ROM 데이터베이스가 분기별로 

갱신되는 반면 온라인은 항상 새로운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한 국내 INIS2 site를 설치하여 운용함으로써 국내 및 인접국으 이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INIS SDI 서비스

INIS 사무국에서는 회원국에서 송부하는 최신 데이터들을 매주 단위로  모아 

ATOMINDEX라는 이름으로 2회분씩 CD-ROM으로 제작하여 회원국에 배포하

고 있다. ATOMINDEX는 2003년도 (V.34)에는 50회 (no.50)배포를 하 다. 1년

간 신규데이터가 약 50,000 - 80,000건 정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 최신의 INIS데이터를 입수하여, INIS SD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NIS SDI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관심분야를 키워드로 표현하여 개인

별 검색 프로파일를 구성한 후, 신규데이터 입수시 정기적으로 프로파일과 데이

터 파일을 매치시켜 이용자별 검색결과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표 10>  INIS DB 인터넷 검색 이용료 

  이용자 형태  연간비용(US$)      비   고 

    개  인       400

  단 

  체

 대학교       무료 기존 $ 400

 기업체      2,000

 연구소 

      800  직원수 500명 이하

    1,600  직원수 5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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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SDI 서비스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그동안의 전산 

및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서비스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INIS사무국

의 데이터 송부형태도 마그네틱 테이프에서 1997년부터 CD-ROM으로, 이용자 

SDI 신청방식도 페이퍼에서 WEB으로, 이용자에 대한 검색결과물 제공 형태도 

페이퍼, 디스켓, FTP 전송, e-mail로 개선되었다.  

SDI 서비스 신청은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소내: http://nuclis21.kaeri.re.kr, 소외: 

http://kornis21.kaeri.re.kr)의 최신정보제공 서비스 화면에서 이용자가 직접 원하

는 자신의 관심분야를 키워드로 입력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용자는 Web을 통해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그림 

7> INIS SDI  화면 참조. ) 2003년에도 이용자 서비스 확대를 위한 홍보를 하

으며, 이용현황은 <표 11>에 나와 있다. INIS SDI 서비스 이용자 수가 2003년에

는 총  281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7> INIS SDI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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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 INIS SDI 서비스기관별 이용자 및 프로화일 수

기  관  명 이용자 수 프로화일 수

한국원자력연구소 121 398

과학기술부                1 2  

식약청                    1 5

원자력안전기술원          31 95

원자력환경기술원         18 63 

한국원자력연료(주)      7 25

한국전력기술(주) 20 71

한국전력공사 1 1

한국전력연구원 1 3

한전기공 1 4

한국중공업(주) 1 5

한국국방연구원 1 5

한국기계연구원            1 5

한국색채연구원 1 1

한국식품개발연구소 1 2

한국과학기술연구소        1 1 

한국자원연구소      2 10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1 3

삼성서울병원 1 1

삼성SDS 1 3

삼창기업 1 4

프론티어정공     1 5

현대건설         2 2

동아건설                1 1

애경산업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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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이용자수 프로화일수 

고려대       2  7

경북대           1 3

경산대 1 4

경희대   1  3

과학기술원                 5 21

국민대                     1  1 

단국대               1  3

대구한의대학교 1 3

대불대 1 2

동의대 1 1

부산대 1 3

서울대                     11 31

서울시립대                1 1

선문대 1 1

성균관대              2   8

아주대                    1 5 

연세대                    5 17  

인제대                    1 1

인하대                    1 1

전북대 1 1

제주대                    4 20

조선대                     2 10  

충남대                    4 12

충북대 2 6

포항공대                  2 6

한양대                5 24 

호서대                     1 1

SUSSEX대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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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INIS 원문헌(Full-text) 제공

INIS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문헌 중 연구보고서 등과 같이 일반 상업적인 경

로로는 입수할 수 없는 비시판자료에 대한 원문을 CD-ROM으로 제작하여 판매

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도 이들을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용자가 INIS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후 회원국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등의 원

문이 필요한 경우, 마이크로피쉬나 CD-ROM 형태로 된 원문헌을 국내 이용자

는 이용가능하다. 또한 잡지나 단행본의 원문헌이 필요한 경우 소장여부를 확인

하여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의 경우 시판자료는 구입을 통하여 원문헌을 확보

하며, 비시판자료(INIS Non-conventional Literature)는 마이크로피쉬나 

CD-ROM으로 대부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피쉬를 하드카피로 복사하

여 제공하고 있다. 비시판자료 중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는 타국의 INIS 입력

센터나 혹은 INIS 사무국의  clearinghouse나 서지정보를 입력한 national center

로 연락하여 필요로 하는 원문헌을 입수할 수 있다. 

INIS 사무국에서는 1996년까지는 마이크로피쉬로만 제작하다가 1997년 

(ATOMINDEX V. 28) 중반 입력된 비시판문헌의 전문(full-text)을 전자이미지

화 하여 CD-ROM으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림 8> NCL 이용화면 참

조)  각 CD-ROM은 약 12,000 페이지를 수록하며 해상도 300 dpi이며, 가격은 

마이크로피쉬 가격의 1/4로 매우 저렴하다.  INIS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비시판

문헌의 경우 원문헌 입수처가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경우, 1998년부터 INIS 사무

국에서 지정한 우리 나라를 포함한 30개국에 걸친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인 원문

헌제공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입력한 문헌정보에 대한 원문을 다른 나라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2003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입력량 증가로 국내 입력분에 대한 원

문요청이 급격히 증가하여 년 32회에 이르 으며, 해당 요청사항을 국제협력의 

차원에서 최대한 범위까지 협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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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NCL 이용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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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INIS2 Site 운

2000년부터 IAEA/INIS DB site의 지역설치가 추진되어 마침내 2003년에 한국 

INIS2 site가 국축되어 시범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 다. 금년 31차 INIS 연락

관회의에서  한국의 INIS host site 설치에 관한 발표가 있었는데 한국원자력연

구소의 이지호 책임기술원(INIS 부연락관)이 ‘IAEA/INIS DB Hosting site in 

Korea:Case present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in Korea'란 제목

으로 발표하여 참석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참조 부록 3)

1. INIS2 시스템 운

 가.  INIS2 서버 운

     INIS2 site 운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부와 동일한 데이터를 제

공한다는 점에 있다.  이를 위해 INIS2 시스템은 비엔나본부로부터 데이터를 주

단위로 제공받아 데이터를 갱신하는 작업을 하 다.  갱신방법은 본부데이터의 

변동이 생길 때 마다 본부 서버의 정해진 경로에 데이터를 올려주고 이 사항을 

email로 한국센터에 통보해준다.  한국에서는 email 통보를 받고 해당경로에서 

ftp 방식으로 갱신파일을 가져와 INIS2 서버로 올린 후 데이터 갱신작업을 실시

하 다.  해당경로와 파일형태는 다음과 같다.

    비엔나본부 서버 : ftp.iaea.org 

path: /ftp/inis/out_products/basis

       file name: at34*.dat.gz,inisp98_34*.del.gz

나.  INIS 서버 시스템 Upgrade

보다 신속한 검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INIS2 서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작업

을 실시하 다.  금년에 확보된 예산에서 서버의 메모리 및 하드디스크 용량을 

증설하 다.  시스템 성능향상 작업 이전과 이후에 구성과 성능비교는 다음 표 

12,13,1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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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 INIS2 Server Upgrade 전후 성능비교

수치 Upgarde 전 Upgrade 후 내용

BlockP 0.5 0.2 자원을 사용하기위한 대기 수 (낮으면 좋음)

CPU 3 2 CPU사용량 (낮으면 좋음)

CS 120 90 문맥교환값 (낮으면 좋음)

FORK 0.2 0.1 시스템 콜 횟수

FREE 70 670 사용가능한 메모리 (수치가 높으면 좋음)

LOCK 7 50 Lock을 획득하지 못한 횟수

MJF 1.1 1.0 Major Fault값 (수치가 낮으면 좋음)

MSG 0.3 0.2 Message operation 횟수

PGIO 60 8 페이지량 (수치가 낮으면 좋음)

PROCESS 230 230 프로세스의 개수 (과도하게 많으면 비정상)

PSR 5 2.3 페이지량 (수치가 낮으면 좋음)

RunP 0.1 0.1 대기하는 쓰래드수 (수치가 낮으면 좋음)

SEMA 17 10 Semaphore operation 횟수

SWAP 10100 13000 여유 메모리량을 표시 (수치가 높으면 좋음)

SwapoutP 0 0 Swapout된 수치 (수치가 낮으면 좋음)

SYSCALL 250 120 시스템 콜 횟수

<표 12 > INIS2 Server Upgrade전후 시스템 구성표

Upgrade 전  Upgrade 후

내용 Disk Raid 마운트 사이즈 Disk Raid 마운트 사이즈

1 18G - / 4G 18G - / 4G

2 18G - /home1 5G 18G - /home1 5G

3 18G - /oracle8i 18G 18G - /oracle8i 18G

4 18G=7개 5 /tmpdata 48G 18G=7개 5 /tmpdata 48G

5 18G=7개 5 /data1 60G 18G=7개 5 /data1 60G

6 36G=9개 5 /user01 10G 36G=7개 5 /user01 10G

7 36G=9개 5 /user02 10G 36G=7개 5 /user02 10G

8 36G=9개 5 /data2 60G 36G=7개 5 /data2 60G

9 36G=9개 5 /vod 136G 36G=7개 5 /vod 136G

10 36G=9개 5 /inis1 36G 76G=6개 5 /inis1 80G

11 36G=9개 5 /inis2 36G 76G=6개 5 /inis2 130G

12 36G=9개  36G=7개 5 /inis3 3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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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NIS 홈페이지 개편

INIS2 서버설치 초기에는 비엔나본부과 유사한 형태의 홈페이지로 시작하 다.  

이 홈페이지를 한국내 서버임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하여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작업을 실시하 다.  <그림  9>는 초기 INIS2 홈페이지이고 <그림 10> 은 갱신 

후 달라진 INIS2 홈페이지 화면이다.

<표 14 >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비교

Disk 부분 1. 디스크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기존에 부족한 디스크 
공간을 확보 할 수 있었음

CPU처리 부분 1. CPU를 업그레드 함으로써 BlockP (05->02),  CS (( 3 
-> 2), PGIO (60 ->8)로 값을 낮을 수 있었음

Memory처리 부분 1.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SWAP (10100 -> 
13000), FREE (70 -> 670) 값을 낮출수 있었음

<그림 9 >

 갱신 전 홈페이지

<그림 10 > 디자인 개편 후 INIS2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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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용자 관리

INIS2 이용자관리는 Web상의 관리자 모드에서 이루어졌으며, id 방식과 

ip(site license)방식의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2003년 4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후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 관련분야를 조사하여 이용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파악

한 후 시범서비스 이용신청공문을 발송하 으며 이를 통해 국내 23개 기관이 시

범서비스를 신청하 다.  또한, 9월에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남미 국가 등 45

개국에 INIS2 trial service제공에 대한 공식서한을 발송하 으며 연내 회신을 준 

국가는 과테말라, 이란 2개국이 다.   신청기관 및 국가별 현황은 <표 15>와 

같으며, <그림 11>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링크된 INIS2 site이다.

<표 15 > INIS2 시범서비스 신청현황

국내

국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11 6 6 2

<그림11>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Web DB에 링크된 INI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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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IS2 site 홍보활동

가. 현장홍보

   2003년도에는 INIS2 site가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하고자 관련분야 학회 및 전시회에 3회 참가하 으며, 도서관대회

에도 INIS2 site에 대한 발표를 하 다.  각 전시회 및 학회 참가 현황은 <표 

16>과 같으며, 해당 사진은 <그림 12~15>와 같다.

<표 16 > 현장홍보활동 현황

대회명 일시 장소 비고

제 17차 KNS/KAIF 연차대회 4.9-11 서울 현장 전시 참가

2003년도 추계원자력학회 10.30-31 용평 “

2003년도 방사성폐기물 학회 11.27-29 제주 “

2003년도 전국도서관대회 0.25-27 제주 발표 참가

<그림 12 > 2003년도 KNS/KAIF 연차대회 전시회 참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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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 방사성폐기물학회 참가 전경

<그림 14 > 2003년도 전국도서관대회 발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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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활동과 관련하여, 동 상 홍보물 제작, 판넬, 현수막, 기념품을 제작하여 활

용하 으며, 도서관 대회에서는 ‘국제원자력정보시스템(INIS) 개요 및 현황-서비

스무료이용 및 Hosting site 안내라는 제목으로 천 춘 선임기술원이 발표하

다.  또한 <표 17>과 같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ANSN회외와 RCA 회의 참가자

들에게 INIS2 site에 대한 홍보활동을 3회 전개하 다.<그림 15>

<그림 15 > RCA 참가자를 위한 INIS2 site 안내 

<표 17> 외국인 대상 INIS2 site 안내 현황

회의명 일시 장소

The 2nd Asia Nuclear Safety Network 3.2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Project Consultative Meeting on Design 

of RRU DB 
8.20 한국원자력연구소

 IAEA Regional Workshop on Application 

of Knowledge Management Techniques 

and Tools 

11.13 한국원자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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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언론홍보

  또한 신문 및 학.협회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

다.   연합뉴스, 전자신문, 내외경제, 대덕넷, 디지털타임스, 도서관문화, 정보관리

연구지에 게재되었으며 <그림 16>은 전자신문에 게재된 내용이다.

3. 향후 추진사항

   당 과제 종료후 INIS DB Site 운 과 관련 추진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 다

o INIS DB Site 개시 기념 행사 및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o 주기적 INIS DB 갱신(IAEA 원격 관리)  

o 이용자 관리 및 계속적 운 (유지, 보수 등)

o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 강화

<그림 16 > 전자신문 4월14일 26면에 보도된 INIS2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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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지식정보

콘텐츠의 확보 및 이용은 국가 생존경쟁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DB중의 하나인 INIS는 원자력관련연구개발에 있어 정보의 조사 및 

현황파악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금년에는 INIS에서 우리 나라의 위상이 

제고외었다. 2003년도 주요활동은 INIS 입력량 세계 6위 유지, INIS Hosting 

Site 시험운용, INIS 홍보활동 강화 등 2003년도 주요활동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내 원자력분야의 발전으로 인한 INIS 입력대상문헌이 많이 발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부 INIS 주제전문가를 활용하여 INIS 입력량증대에 노력한 

결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 다. 금년도 전년

과 마찬가지로 국가별 입력순위 6위를 유지하 다. 따라서 차후에도 지속적인 노

력과 예산 확보로 우리 나라의 원자력 발전 수준(원전기수 기준 세계 7위)에 걸

맞는 입력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원자력 강

국으로서 INIS 관련 국제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INIS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우

리 나라가 담당하려고 한다. 

둘째, INIS DB Host site 국내 설치를 완료하 으며, INIS2 시스템운용체제에 

들어갔다.  비엔나본부와 동일한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 갱신작업을 하 으며,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검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드웨어 사양을 향상시켰다.  

또한 홈페이지 개편작업도 수행하 다.

셋째, 시범서비스 제공에 들어간 INIS2 site의 보다 많은 활용을 도모하고자 홍

보활동에 매진하 다.  3회의 현장홍보 및 발표, 신문 및 학.협회지 안내를 통하

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하 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내/외 이용자에게 

INIS DB를 널리 알렸으며  국제원자력 정보 확산뿐만 아니라 원자력 분야의 연

구생산성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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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제31차 INIS 연락관회의 내용 및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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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 IAEA/INIS 연락관회의 내용

  가. 2002년도 INIS 사무국 현황보고

      - INIS 회원 108개국 19개 단체(엘살바도르, 니제르,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신규가입), 

      - 입력량 71,276건(2001년 대비 2.7% 증가): 자원하는 국가에 의하여

        3,839건의 데이터 입력

      - 현재 INIS 총 데이터: 2,347,302건

  나. 보고 안건

      - 전자서지레코드 입수 및 자발적인 입력: Elsevier, IOPP 출판사로

        부터 전자서지레코드 입수하여 15,267건 입력(특히 자원하는 국가에

        의하여 3,839건 및 IAEA 11,428건 입력)하 으며 향후에도 지속

        적인 입력을 위하여 각국의 노력를 부탁함 

      - INIS 비시판문헌(NCL) 원문 온라인 접근 시연: 회원국에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정책 설문지 조사 결과 발표 및 답변을  

         보내지 않은 회원국의 신속한 응답보내도록 요청

      - CD-ROM 생산 개선: 2004년 1월부터 분기별 발행에서 월간으로 

        발행 주기 변경

      - 자동색인(CAI: Computer-Assisted Indexing): CAI-Subgroup

        2002/2003 업무진행 보고와 지속적인 노력 요청(특히 한국측이 멤버    

로 활동하기를 요청받았음) 

      - INIS 시스템 발전: 사무국에서 더욱 더 노력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     

하 음(이용자 요구, 기술적인 요구, 조직의 요구 등)

      - 시소러스 유지 및 번역판: 어외 6개 UN 공식어(불어, 스페인

어, 러시아어, 독일어, 중국어, 아랍어)로 시소러스 번역판 발간 

및 번역판 발간 예정

      - IOPP 출판저널에 대한 온라인 접근 INIS 콘소시엄

  

  다. 심의 안건 

      - INIS NCL 원문 접근: 과학기술업무 과정이 자료의 직접 접근하

는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른 기술적인, 경제적인 요구사항 및 저작

권문제 등에 대한 현황, 개선점 등 에 대한 발표와 토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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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색인 및 분류: 자동색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대한 

        접촉과 선정을 위한 시험테스트 중이며, 자동색인위원회 지속적인

        노력과 다음 Joint 기술회의에 산정하도록 촉구함

      - IAEA의 원자력지식프로그램에 대한 INIS의 역할 및 회원 참여 

        여부: 회원국의 지식보존활동에 협력할 수 있는 전문가명감 발행

        하는데 지지와 향후 지식보존활동에 대한 범위를 IAEA에서 조사  

        할때 협력하기로 함  

      - 핵심저널 입수 정책: 

        ㆍ출판사(IOPP, AIP, Elsevier Science 등)로부터 과거 자료까지  

모두 입수하도록 사무국이 노력할 것과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입력 하는데 협력하기로 하 음

        ㆍ사무국이 회원국의 미입력 회의자료에 대한 설문지 조사하여   

          Joint 기술회의에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검토요청 할 것

      - INIS 출판물의 다국어 번역: 사무국이 번역이 필요한 자료를 선  

        정하여 워킹그룹에서 토의하여 작업하도록 요청함

      - INIS DB의 오래된 자료 연결: 미국의 Nuclear Sciences 

Abstracts(NSA: 2948-1976년도 분)과 러시아의 Referativnyj 

Zhurnal (RZ: 1952이후 자료) 보유 자료에 대하여 INIS 이용자

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제안을 지지하 음

      - Harvesting 및 배포탐색기술에 대한 미국의 경험 설명: 미국의 

        OSTI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INIS 사무국이 원자력지식포탈시스

템에 응용하기로 함(화상회의로 진행)

      - INIS 멥버쉽 조정: 회원으로서 최소 입력량 및 INIS DB Hosting  

Site 운  정책 등에 대한 멥버쉽 조정을 위하여 특별자문그룹 

결성하여 초안을 작성하기로 함

      - 한국의 INIS DB Hosting Site 경험: 발표에 따른 각국의 환  및

        자국에 홍보하기로 약속함

  라. 기타 안건

      - 다음 ILO회의: 2005년, IAEA(오스트리아)

      - INIS Scientific Technical Conference: 2004년 6월, 프랑스 



- 150 -

< 부록 2 > 

INIS Scanning 정기간행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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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명                               출판사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대한화학회

Journal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Korean Astronomical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대한화학회

                                             

Journal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한국원자력학회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The Korean Physical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Oceanography   한국해양학회

Korean Journal of The Atmospheric Sciences     Korean Astronomical Society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The Kore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Korean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           The Korean Chemical

                                                  Society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and Phar-          The Korean Society of    

  Ko- macology                                   rean Physiological Society

Korean Journal of Radiology                      The Korean Radiological 

                                                  Society

KSME International Journal                      대한기계학회

Metals and Materials                             Korean Institute of Metals

                                                  and Materials

Progress in Superconductivity                    The Korean Superconductivity

                                                 Society

Publication of the Korean Astronomical          Korean Astronomical society

 Society    
고무기술                                             한국고무학회 

공학교육과 기술                                 한국공학기술학회

기계기술                                        기술정보

기계와 재료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저널                                        대한기계학회

기술사                                          한국기술사회

기술혁신학회지                                  한국기술혁신학회

대한금속.재료학회지                             대한금속학회

대한금속학회회보                                대한금속학회

대한기계학회논문집A                               대한기계학회

대한기계학회논문집B                              대한기계학회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                            대한방사선기술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방사선의학회지                              대한방사선의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지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치료방사선과학회지                          대한치료방사선과학회

대한핵의학회지                                  대한핵의학회

동위원소회보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물리교육                                        한국물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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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 첨단기술                               한국물리학회

발명특허                                        한국발명진흥회

방사선방어학회지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분석과학                                        한국분석화학회

새물리                                          한국물리학회

소음ㆍ진동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공학                                      한국에너지공학회

엘라스토마                                           한국고무학회

요업학회지                                      한국요업학회

원자력산업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응용물리                                        한국물리학회

자동화기술                                      첨단

재료마당                                        대한재료금속학회

전기기술                                        첨단전기기술

전기학회논문지                                  대한전기학회

전자공학회지                                    대한전자공학회

전자과학                                        전자과학사

전자기술                                        첨단

정보관리학회지                                  한국정보관리학회

정보처리논문지                                  한국정보처리학회

제어계측                                              자동제어계측사
초전도와 저온공학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

한국결정성장학회지                              한국결정성장학회

한국기상학회지                                  한국기상학회

한국박용기관학회지                              한국박용기관학회

한국부식학회지                                  한국부식학회

한국어업기술학회지                              한국어업기술학회

한국육종학회지                                  한국육종학회

한국폐기물학회지                                한국폐기물학회

한국항해학회지                                  한국항해학회

한국해양학회지 바다                             한국해양학회

해양안전학회지                                  해양안전학회  

NICE                                           한국화학공학회

화학공학                                        한국화학공학회

화학교육                                        대한화학회

화학세계                                        대한화학회

화학장치                                        화학공업조사회

환경생물                                        한국환경생물학회

RIST연구논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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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 

IAEA/INIS DB Hosting site in Korea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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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INIS Activities in KoreaINIS Activities in Korea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Most)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INIS Liaison officer
Head of Nuclear Policy Department

Alternate INIS Liaison officer
Head of Technical Information

Department

Information Acquisition Team

Information Processing Team

Information Service Team

Organization of INIS National Cent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Man-power (6 persons)

For INIS Input preparation : 5 persons

( 4 INIS input specialist as part time staff)

For Information Retrieval & SDI Service : 1 
person

Input statistics

3,0652,0751,360418626

2002200120001999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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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to INIS Database by Country of Input(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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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2. 2. Project Operation HistoryProject Operation History
May. 2002: Discussed INIS DB Mirror site and Host

site in the 30th Liaison Officers Meeting.
May. 2002: INIS Secretariat provided data and 

code for Korea and invited experts for 
education on system installation.

Aug. 2002: Established the INIS DB and participa-
ted in education program for operating
system (IT Experts)

Aug.~Sept. 2002: Analyzed strong and weak points, 
comparing Mirror site with Hosting site
and decided to build the Hosting site.



4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Oct.~Nov. 2002: Purchased and Established the 
Hardware and Software for Server

Dec. 2002: Requested and acquired the entire data 
and registered the domain name 
(www.inis2.com)

Jan. 2003: Completed the Population work of the
entire data (2,347,302 cases of data were
fresh-created by the end of 2002)

Feb. 2003: Started the works to renew the homepage
screens and to input the updated data

Mar. 2003: Launched the same test operating system
for service to that of the INIS
Headquarters (HQs)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3. Server Option & Internet 
Environment

Hardware
Sun Enterprize 5500

Software
DBMS: BASISplus
WEB Server: Apache
WEB gateway: PD/WEB (program, develop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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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Environment
Network : DACOM BORANET
<International Leased Line>

465 MbpsEurope

155 MbpsThailand

5 GbpsTotal

50 MbpsOthers

45 MbpsAustralia

155 MbpsSingapore

155 MbpsHongkong

710 MbpsChina

555 MbpsJapan

2.6 GbpsUSA

International line capacityCountr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4. Additional Installation Of 
Module

Statistics Module
Accessible by Nationality, Users, IP address 
and Time Period
Downloading the statistics using Excel-file         
program   

User Management Module
Login Method: IP Method, I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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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omepage Screen Renewal
( www.inis2.co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6. Data-updating Process

Method
1. When new data are inputted, INIS Hqs send   e-mail to 

us.
2. After connecting with the INIS Hqs Server, we       

acquire the updated data using the ftp program.
3. path: /ftp/inis/out_products/basis

file name: at34*.dat.gz,inisp98_34*.del.gz

Currently, the Vol 34 (2003) data is under upd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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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AEA/INIS DB Hosting Site-
promoting Diagram

Ocea
nia

European 
Nations

African 
Nations

South American 
Nations

North American 
Nations

Univ. & Ind.Govt. & Res.

General Users

IAEA/INIS DB
(Vien)

Asian Nations

IAEA/INIS DB HOST Site
(Republic of Korea)

Japan Other Nations

China India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8. Follow-up Schedules & 
Operating Method

Apr. 2003: Planning to launch the test-operating-14
system in Korea.  

Jun. 2003:  Planning to launch the test-operating-
system in Asian and Austronesian
member nations.

Aug. 2003: Planning to start an official INIS DB 
Hosting Site service in Korea.

By the end of 2003: Planning to build the speed-up
service through the Server upgrade. 

Operating method: Same to that of the Hqs in 
Vie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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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ew and Q & A

Preview: http://www.inis2.com

Please, feel free to ask your questions by 
e-mail.  jhlee4@kaeri.re.k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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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자력 지식정보 Contents 구축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지식경 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과 함께 조

직적이고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지식경 은 단순한 제도의 

도입이 아닌 조직 전반에 걸친 경 상의 혁신적인 큰 변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지식경 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식경 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동시에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연구소에서의 실제적인 지식경 을 운 하기 위한 

체제 구축단계로서, 조직 차원에서는 물론 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다

양한 핵심지식을 효율적으로 창출․축적․전파․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

든 측면에서 근간이 될 토대를 마련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  선진사례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연구소 현황

을 분석하 고, 최고경 진과 실무자로 구성된 지식경  Task Force Team(이하, 

TFT)을 구성하여 각 분과별로 제반 제도 및 방안을 설계하도록 하 으며, 보다 

효과적인 지식경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식경  전문 컨설팅업체인 (주)날리지큐

브와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 다.  

  2003년 9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3개월간에 걸쳐 수행된 KM TFT 활동은 

각 분과별로 진행되었으며, 지식경  전문 컨설팅업체인 (주)날리지큐브와 공동

으로 수행하 다. 지식경 추진위원회 및 각 분과별로 활동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가. 지식경 추진위원회

      - 지식경  추진 행정지원 총괄

      - 지식경  추진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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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진전략분과

      - 지식경  환경 분석

      - 지식경  Vision 설계

  다. 지식관리맵설계분과

      - 전소차원 지식관리맵 설계

      - 지식마스터 선정

      - 지식매트릭스 설계

      - 지식컨텐츠 관리방안 수립

  라. 보상변화관리분과

      - 학습동호회(CoP) 설계 및 운 방안 수립

      - 지식 평가 및 보상제도 수립

      - 지식활성화 변화관리 프로그램 도출

  마. 시스템구축분과

      - 기존 시스템 현황 파악 및 분석

      - 기존 시스템과 지식관리시스템 간 연계방안 수립

Ⅳ.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계획

  연구소에 지식경 이 성공적으로 도입 운 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자

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최고경 진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필요하며, 지식경 을 체계적으로 운 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마땅히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직 내 지식의 축적 및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식경

시스템 구축은 물론 구성원들의 지식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평가/보상을 포

함한 제반제도의 실시 및 전소차원의 지식적인 홍보/고육을 통한 지식경  환경

에 부합되는 조직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연구소의 실제적인 지식경  운  시 가장 기초적인 틀로

서 활용될 것이며, 지식경 을 도입하고자하는 타 연구기관이나 기업체등에서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연구소 중장기 비전인 ‘21세기 한국

의 저력과 희망을 상징하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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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Construct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Contents of Nuclear Power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o successfully introduce knowledge management, we need to use 

information  technology strategically and make efforts in organiza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That is because knowledge management is a big innovative transition in 

the view of management rather than a simpl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Therefore, to achieve a successful knowledge management, above all, we 

need to be equipped with suitable software and hardware systems together.

   So, in this study, we prepared a foundation that can be the fundamental 

in all aspects for creation, accumulation, transmission, and sharing of 

various core knowledge that each member of the organization has as a stage 

of constructing structure for the operation of practical knowledge 

management of our research institute.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In this study, we analyzed our present state through benchmarking and 

self-questionnaire and organized knowledge management TFT(Task Force Team) 

that has the executives and practical members who are assigned to design 

all sorts of systems and plans in each section. And for more efficient 

construction of knowledge management system, we carried out this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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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Knowledge Cube Co. Ltd. that is a professional consulting company of 

knowledge management.

    

  KM TFT activities were carried out in each section from late September 

to mid December 2003 in association with Knowledge Cube Co. Ltd..

  Project results of Committee of Knowledge Management propulsion and 

other sections are as follows:

  A. Committee of Knowledge Management propulsion

      - Administrational support for knowledge management propulsion

      - Support of knowledge management consulting

  B. Section of strategic propulsion

      - Analysis of KM environment

      - Design of KM vision

  C. Section of knowledge contents design

      - Design of knowledge contents institute

      - Appointment of knowledge master

      - Design of knowledge matrix

      - Design of knowledge contents management measures

  D. Section of reward & change management

      - Design and establishment of operational measures of CoP(Community 

of

        Practice)

      - Design of knowledge evaluation and reward system

      - Deduction of change management program for knowledge activation

  E. Section of hardware system

      - Analysis of present system state

      - Establishment of connection plan between existing system and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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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of Project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For a successful induction and operation of knowledge management, 

voluntary and active participation of each member in the organization is 

important.

  To achieve this, strong propulsive will of the executives are needed and 

an organization in complete charge of knowledge management must be 

constructed for systematic operation.

  

  As well as constructing KMS that can maximize the accumulation and 

application of knowledge in an organization, fostering KM organization 

culture suitable to knowledge management environment through operating 

fair evaluation and reward system and constant publicity and educati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pplied and 

utilized usefully as the basic frame of practical knowledge management in 

KAERI and other specialized organizations as well as general enterprises 

who want to adopt knowledge management.

  In addition, this R&D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in successfully 

achieving the goal and mid/long-term vision and mission of KAERI: 'KAERI, 

representing the latent power and hope of Korea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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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조직의 잠재적인 이익의 핵심원천으로 지식이 강조되어 온 것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Peter F. Drucker는 오늘날의 사회를 “지식사회(Knowledge Society)”라고 표현하며, “토

지, 노동, 자본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의 효용가치는 이제 한계에 이르 으며 앞으로는 

지식만이 유일한 의미있는 경제자원이다”라고 하면서 지식의 중요성과 지식사회의 도래를 

강조하 다. 지식이야말로 조직의 잠재적인 이익의 유일한 자원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지식이 조직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조직 내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급속히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속적인 경쟁 우

위를 획득하기 위해 지식경 을 도입하기 시작하 고, 1990년대 초반부터 서구 선진국들

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지식경 이 1997년 후반기를 기점으로 한국의 기업들 사이

에서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조직 내에서 지식경 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과 함

께 조직적이고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지식경 은 단순한 제도의 

도입이 아닌 조직 전반에 걸친 경 상의 혁신적인 큰 변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적

인 지식경 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식경 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하드웨어

적인 측면이 동시에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연구소에서의 실제적인 지식경 을 운 하기 위한 체제 구축

단계로서, 조직 차원에서는 물론 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핵심지식을 

효율적으로 창출․축적․전파․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측면에서의 근간이 될 

토대를 마련하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지식경  선진사례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연구소 현황을 분석하 고, 최고경 진과 실무자로 구성된 지식경  Task Force Team

(이하, TFT)을 구성하여 각 분과별로 제반 제도 및 방안을 설계하도록 하 으며, 보다 

효과적인 지식경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식경  전문 컨설팅업체인 (주)날리지큐브와 공

동으로 작업을 수행하 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설계된 지식경 체계는 우리 연구소의 ‘2010년 원자력 G5 진입’ 

및 ‘2020년 세계3대 원자력 플랫폼 구축’ 비전의 주춧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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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2003년 9월에 지식경  

Task Force Team(이하, KM TFT)을 발족하여, 기관장을 포함한 최고경 진으

로 이루어진 ‘지식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추진전략분과, 지식관

리맵설계분과, 보상변화관리분과, 시스템구축분과 등 4개의 분과를 운 하 다. 

2003년 9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3개월간에 걸쳐 수행된 KM TFT 활동은 각 

분과별로 진행되었으며, 지식경  전문 컨설팅업체인 (주)날리지큐브와 공동으로 

수행하 다. 각 분과별로 수행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지식경 추진위원회

      - 지식경  추진 행정지원 총괄

      - 지식경  추진 컨설팅 지원

  나. 추진전략분과

      - 지식경  환경 분석

      - 지식경  Visioning 설계

  다. 지식관리맵설계분과

      - 전소차원 지식관리맵 설계

      - 지식마스터 선정

      - 지식매트릭스 설계

      - 지식컨텐츠 관리방안 수립

  라. 보상변화관리분과

      - 학습동호회(CoP) 설계 및 운 방안 수립

      - 지식 평가 및 보상제도 수립

      - 지식활성화 변화관리 프로그램 도출

  마. 시스템구축분과

      - 기존 시스템 현황 파악 및 분석

      - 기존 시스템과 지식관리시스템간 연계방안 수립

  

한편, 이와는 별도로 우리 연구소의 지식경  환경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소차원

에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 는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

에서 정리하 다.



- 167 -

제 2 장  KAERI 지식경  현황분석

제1절 지식경  현황분석 개요 

  지식경 체계의 구체적인 설계에 앞서 조직 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지식경

에 있어서의 핵심요소별 현재의 수준과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지식경 에 필요한 제반 활동들에 대한 개략적인 추진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2003년 9-10월에 2차

례에 걸쳐 전 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의 목적 

및 진단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 설문 목적

- 지식경  핵심요소별 조직현황 진단 및 평가

- 지식경  핵심요소에 대한 세부 이슈 및 문제점 파악 

- 지식경  핵심요소에 대한 시사점 분석을 통한 지식경  추진 방향 및

개선 기회에 대한 개략적인 정의

  O 진단 내용

- 지식경  추진 전략부분 : 지식경  전략적 측면

- 지식컨텐츠관리 부분 : 지식컨텐츠 관리 프로세스 및 조직

- 지식경  조직부분 : 지식경  프로세스 및 조직, 개인 지식활동 프로세

스

- 지식경  문화/제도부분 : 변화수용 준비도 ,조직 문화

- 지식정보인프라부분 : 정보기술의 활용

  2차례에 걸쳐 실시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정규직원 1,070명 중 393명(응답

율: 37%)이 응답하 는데, 이 중 유효 설문응답자는 총 360명(34%)으로 나타났

다. 유효 설문응답자를 직급별로 보면 책임급 173명(48%), 선임급 134명(37%), 

원급 27명(8%), 기원급 26명(7%)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종별로는 연구직 260명

(7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기술직 45명(13%), 행정직 24명(7%), 기원직 

21명(6%), 기타(계약직 및 임원) 10명(2%)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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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식경  현황분석 및 설계방향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우리 연구소의 지식경  현황 분석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식경 의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략 측면 

      -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지식경  비전/전략 부재

      - 지식경  추진에 대한 최고경 층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필요

      - 핵심지식의 조직지화를 위한 연구소 전략 차원의 핵심지식 관리 부재

      - 연구소 지식경  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변화관리 프로그램 

미비

  나. 지식컨텐츠 측면 

      - 국책 연구기관의 특성을 감안, 기술 중심의 지식분류체계 및 지식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능체계를 설계할 필요

      - 절차방법지의 형식지화는 높으나, 연구소 핵심역량과 깊이 관계되는 조건        

방법지는 낮음

      - 조직구성 변화 및 인력의 퇴사/이직 등으로 인해 개인별/조직별로 관리되        

고 있는 지식들이 사문서화할 우려

      - 연구소 전체의 암묵적 방법지의 형식지화 및 이의 활용을 통해 연구/업무        

처리 능력을 높일 필요

  다. 프로세스/조직 측면 

      - 지식경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으나, 조직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지 않음

      - 지식경 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체계 부재

      - 조직별로 분산/내재되어 있는 지식경  프로세스가 조직별로 분산/내재됨

  라. 문화/제도 측면

      - 여러 가지 지식경  관련 제도가 존재

      - 조직 차원의 적극적인 지식공유활동 미흡

      - 지식경  도입당위성과 추진목표, 기대효과 등에 대한 소원들의 공감대 형       

성이 미진

      - 지식경  평가/보상 제도에 대한 소원들간 의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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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운 시스템 측면 

      - 비정형 지식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경 시스템의 부재

      - 포털시스템을 통한 기간시스템의 통합/운 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최고수준의 보안관리체계

  구성요소별로 살펴 본 우리 연구소의 지식경  현재 수준은 지식컨텐츠 축적 

측면과 시스템 통합/운  측면에서는 선진기업들에 다소 근접하고 있으나, 추진

전략 및 관리 프로세스의 미비, 그리고 조직 차원의 지식공유활동 부족 등의 측

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소 지식경  현재 수준

  다음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SWOT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SWOT 분석이란 조직 내/외부의 환경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전략과제 테마를 상

호 매칭시켜 기회 활용 및 위협 최소화, 약점 보완, 비상조치 등 향후 취해야 할 

경 조치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분석방법을 말한다.

  가. 기회활용 측면

      - 탁월한 조직지와 개인지를 활용하여 전력/원자력 시장 확대 및 기술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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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수익증대 및 위상강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국내/외 협력관계구도의 변화에 앞장섬으로써 기술력 제고 및 위상강화 효과

를 창출함 

      -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IT투자를 통해 지식정보화 사회의 선두    

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나, 위협최소화 측면

      - 환경/자원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방안 도출에 연구소가 앞장설 수 있음

      - 대 정부/타 연구기관과의 협상에서 연구소의 특성과 전문성을 강점으로 내    

세울 수 있음

      - 국제적인 기술경쟁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전/축적시켜 온 조직기술력      

은 쉽게 추월당하지 않을 만큼 우월한 것이며 상황을 역이용하여 G5진입     

의 기회로 삼아야 함  

  다. 약점보완 측면

      - 기술력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시장 특성상 관련/비관련 분야와의협력을     

통해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음

      -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연구소 위상 정립 및 홍보 노력, 재정적 투자 등     

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라. 비상조치 측면

      - 원자력에 대한 국민감정 및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연구추진 및 업무가 방     

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소원 중심의 혁신과 변화가 지속되어야만 조직의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임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 연구소의 중장기 전략에 부합하는 지식경  전

략 수립 및 업무 프로세스 설계방향을 지식경  구성요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전략 측면

      - 연구소 발전에 꼭 필요한 실천목표를 선정, 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식경  

 비전/전략을 구체화/현실화함

      - 지식경 에 대한 최고경 층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추진의지  

가 소내에 전파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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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지식의 조직지화를 위해 연구소 전략 차원에서 핵심지식을 관리할 방  

안을 모색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뒷받침함

      - 소내에 지식경 을 홍보하고, 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원 참여  

형 변화관리 프로그램을 실시

      - 연구소 문화 특성상 소원들의 저항감 감소를 위해 단계적/점진적인 추진

  나. 지식컨텐츠 측면 

      - 연구소 특성을 반 하여, 해당 기술별 연구/개발 프로세스 중심의 지식분  

류체계 및 지식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능체계를 설계

      - 절차방법지의 지속적인 형식지화 유지 및 조건방법지의 적극적인 형식지화  

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시스템 측면에서 뒷받침

      - 복잡한 정보분류체계, 산재된 비정형 정보, 정제 부족 등으로 인한 저품질  

지식의 누적 해소를 통해 소원들의 지식활동을 제고

  다. 프로세스/조직 측면 

      - 지식경  문화를 정착/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실시간 네트웍화 및 CoP 활  

동 독려 등 조직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함

      - 현실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감안하여 분산/내재되어 있는 지식관리 프로세  

스를 전소 지식경  프로세스로 공식화/제도화 

      - 지식경 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및 전문가조직을 구성/운 함

  라. 문화/제도 측면 

      - 기존 제도를 활용/보강한 수준에서 출발하되, 관련 제도를 통합하여 지식  

경 에 접목시킴

      -  지식경  도입 당위성과 추진목표,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특히, 도입초반의 지식경  붐 조성은 중장기적 성공의 열쇠가 되

므로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함

      - 제도적/시스템적인 다양한 평가과정을 설계/적용하고, 도입초기에는 다소  

파격적인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지식경 에 대한 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마. 운 시스템 측면 

      - 지식경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소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기능면에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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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포털시스템에 연계/통합된 지식경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사용자 만  

족도를 제고하고,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함

      - 국내 최고수준인 연구소 보안관리체계를 만족시킬 만큼 강력한 지식보안기  

능을 지원하며, 제도적 보안체계도 확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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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KAERI 지식경 체계 설계

제1절 지식경  비전

  우리 연구소 지식경  비전은 연구소의 중장기 비전인 ‘21C 한국의 저력과 희

망을 상징하는 한국원자력연구소’를 근간으로 하여, “지식 에너지의 끊임없는 창

출을 통한 세계 최고의 연구경쟁력 확보”로 정립하 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지식경  비전과 연구소 비전 간의 연계도

  즉 전소차원의 지식관리체계, CoP 및 지식 평가/보상제도의 운 을 토대로 한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 공유 활성화를 통해 ‘지식 에너지의 끊임없는 창출을 통한 

세계 최고의 연구경쟁력 확보”함으로써, 우리 연구소가 추구하는 ‘21세기 한국의 

저력과 희망을 상징하는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식경  전담조직의 주도 아래 지식맵과 지식경

 프로세스 및 조직을 확립하고 지식마스터를 운 함은 물론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 평가/보상제도를 운 하는 등의 적극적인 측면 지원을 통해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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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지식 공유를 활성화 및 CoP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식경 의 비전을 

연구소의 비전과 연계 운 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연구경쟁력 확보’를 통해 우리 

연구소의 장기 비전인 ‘21세기 한국의 저력과 희망을 상징하는 한국원자력연구

소’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구소 비전 달성을 위한 지식경  전략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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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식 컨텐츠

  조직 내의 모든 지식들은 그 내용과 유형별로 나누어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이 체계화된 지식분류체계 아래에서 원하는 지식을 쉽게 제공하거나 제공받

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식관리맵 설계분과에서 수행한 지식 콘텐츠 설계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를 통해 설계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사례와 연구소 현

황 및 각종 분류체계에 대한 면 한 검토를 토대로 지식 콘텐츠 설계방향을 정

의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분야 및 업무 역 특성을 고려한 지식분류체계를 도출

한 후, 이를 토대로 각종 지식맵, 즉 전소차원 지식관리맵, 지식 매트릭스, 다차

원 지식맵(지식유형맵, 게시판맵 포함) 등을 설계하고 제공된 지식을 검증하는 

지식마스터를 선정하기로 하 다.

<그림 4> 지식 콘텐츠 설계과정

  지식 콘텐츠 설계과정을 통해 도출된 각종 지식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 내 지식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가상공간이자 지식

경 의 기본적인 틀이라 할 수 있는 지식분류체계로서, 이를 설계하기 위해 활용

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특히 ‘과학기술분류체계’내 ‘원자력

분류체계’를 기본자료로 삼았으며, 그 외 연구소 조직도와 인원현황 및 업무분장

표를 보조자료로서 활용하 다.

   - DDC(Dewey Decimal Classification)

   - LCC(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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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과학기술분류체계’내 ‘원자력 분류체계’ 

   - 원자력분야 기술로드맵(Technical Road Map)

   - 대국민 원자력 이미지DB 분류체계

   - 원자력분야 각종 웹 사이트 분류체계

   - 한국원자력연구소 세부 조직도 및 인원현황

   - 한국원자력연구소의 2003년도 업무분장표

   - 한국원자력연구소의 2003년도 과제 및 예산현황

  설계된 지식분류체계는 3단계 분류체계로서, 대분류 8항목, 중분류 43항목, 소

분류 167항목 등 총 218항목으로서 구성하 으며, <부록 2>에 별첨하 다. <그

림 5>는 설계된 지식분류체계의 개략도를 보여준 것이다.

  다음 지식 매트릭스로서, 이는 개별 지식간의 연관도 분석을 통해 관련 지식의 

공유 시너지 효과를 높임으로써 지식의 활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설계하 다. 

처음에는 관련된 모든 지식을 체크하여 설계하 으나, 원자력분야의 특성상 연관되

<그림 5> 지식분류체계 개략도

는 지식이 너무 많은 관계로 불가피하게 중분류의 지식을 연관 지식으로 구성하

여 지식 매트릭스를 설계하 다. <그림 6>은 지식 연관도 분석을 통해 작성된 

지식 매트릭스의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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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식 연관도 분석을 통한 지식 매트릭스 설계도

  지식의 활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식 사용자에게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차원 지식맵을 설계하 는 

바, <그림 7>과 같다. 즉 하나의 지식을 전소차원의 지식분류체계 뿐만 아니라 

지식유형별로는 물론 조직 구성에 따라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이용자

들이 쉽게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그림 7> 다차원지식맵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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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각종 지식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제고시

키기 위해 제공된 지식에 대한 평가․검증을 위한 지식 마스터를 선정하 는데, 

이는 상술한 지식분류체계에 따라 선정하 다. 즉 지식 마스터는 정․부를 두고, 

정 마스터는 지식분류체계의 중분류에 따라 해당분야 부장급 또는 대과제책임자

급으로 43명을 선정하 으며, 부 마스터는 소분류에 따라 해당분야 실무 책임자

급 167명을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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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프로세스 및 조직

  조직 내 지식활동은 지식순환주기(Knowledge Life Cycle)에 따라 각 주체들이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지식활동 

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식경  프로세스를 정의하여 시

스템 설계에 반 해야 함은 물론 지식경 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지식 컨텐츠, 문화/제

도, 시스템 등의 구축 및 운  제반사항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들을 구성해

야 한다. 지식경  프로세스 및 조직 설계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지식경  프로세스/조직 설계과정

  선진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 연구소의 지식경  프로세스/조직의 현황 및 설계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개인별 지식활동을 조직 차원의 지식활동으로 확산시키는 노력 필요

  - 자율적인 지식활동 및 이를 통한 업무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산재/편재된 지식들을 체계화해 관리할 방안과 이를 전담 또는 집중 관리할 조직 필

요

  - 현업에서 지식수준을 검증/평가하는 담당자를 선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지식경  관련 제도들을 지식경 에 접목하고, 수행산출물을 공유/확산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CoP와 연관지을 만한 동호회가 없는 상황이므로, 전소 차원의 전략적 CoP를 구성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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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설계방향에 따라 지식경 시스템 기반 전소차원의 제반 지식활동에 대한 각 주체

들 간의 역할 상호 관계를 정의하 는 바 <그림 9>와 같다. 

  즉 CKO 아래 지식경  전담조직, 즉 지식컨텐츠 관리분야와 변화관리분야를 두어, 각 

부문별로 지식 관리방안을 창출 및 추진하고 지식 제공자와 사용자 및 지식 마스터의 지

식활동을 제고시킴은 물론, 고수 활용을 통한 고수 양성 및 CoP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설계하 다. 이 외에도 프로세스/조직 설계과정에서 연구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지

식에 대해서는 지식마스터의 검증 및 평가를 거치는 검증형 지식과 이를 거치지 않는 비

검증형 지식으로 구분하 으며, 아울러 Q&A형, 고수 활용, Best Practice 선정, 모니터링 

프로세스 등을 설계하 다.

<그림 9> 지식활동 주체간 역할 상호관계

  한편, 지식경 을 효율적으로 운 하기 위해서는 지식경 을 실제로 운 할 주체, 즉 

CKO, 협의회, 지식경  전담조직, 지식마스터, 고수 등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와 역할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그림 10>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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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지식경  조직 구성도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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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CoP

  CoP(Community of Practice)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비공식적ㆍ자

발적ㆍ소규모 연구 모임’으로서, 주로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선/혁신 활동과 지식창출 및 공유활동을 전개하는 지식공동체를 의미

한다. CoP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어느 조직에서나 자생적으로 있어왔던 활동

(예, 특정분야 스터디그룹, 특정업무 담당자 모임 등)이므로, 이러한 모임을 전소

차원으로 확산시켜 학습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연구소의 지식경 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식경 에 있어서의 CoP 설계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1>은 CoP 설계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 해당 지식의 전문가, 해당지식 활용업무 수행자 및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학습  

    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 네트워크 체계 구축

  -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는 조직 구성원 및 전문가들의 연구모임을 만들어 자율  

    적으로 조직 안에 지식을 축적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의 유도

  - 수직적 조직 구조에 반하여, 업무성격을 기준으로 한 수평적 연결을 통한 자유  

    로운 활동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유사한 관심 및 흥미를 가지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 간의 지식 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 

<그림 11> CoP 설계과정

  <그림 12>는 효율적인 CoP를 운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CoP를 업무, 학습, 

연구, 친목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CoP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반 측면에서의 지

원방안과 CoP 평가방안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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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CoP 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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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평가/보상제도

  지식경 에 있어서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지식 공유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의 동기유발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식 기여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적절한 보상체계의 수립은 매우 중요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소 현황과 관련 자료 및 선진사례에 대한 면 한 분석을 토대

로 제반 평가 및 보상체계를 수립하 는 바, <그림 13>은 그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즉 각종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와 금전적 

및 비금전적 보상 방향을 설정한 후 그에 따라 바람직한 지식 평가 및 보상제도

를 수립하 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지식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

다.

<그림 13> 지식 평가 및 보상체계 설계과정

  각종 지식활동의 평가 및 보상의 잣대로서 활동될 설계된 지식 마일리지 제도

는 <그림 14>와 같다. 즉 지식 등록자에 의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식은 

무조건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지식 마스터의 평가와 지식 사용자의 만

족도에 따라 마일리지 점수가 부여된다. 이 과정에서 지식 마스터와 지식 사용자

에 대해서도 그들의 활동 상황에 따라 소정의 마일리지 점수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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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지식 마일리지 제도

<그림 15> 지식 유형별 가중치 및 지식마스터의 지식평가 기준

  <그림 15>는 지식의 유형별로 부여된 가중치와 지식 마스터의 지식 평가기준

으로서, 지식유형의 중요도에 따라 4등급, 즉 A(매우 중요), B(중요), C(보통) 및 

비검증으로 나누었다. 여기에서 비검증형은 평가 및 보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

에 가중치의 부여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지식 유형별로 부여된 가중치와 등록된 지식에 대한 지식 마스터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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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급별로 할당된 마일리지 점수는 <그림 16>과 같다. 한 예로서, 지식 마스

터로부터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된 ‘A형’ 지식의 경우 최고 마일리지 점수인 15

점이 부여되며, ‘약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C형’ 지식의 경우 최하 마일지지 점

수인 1점이 부여된다. 참고로, 지식으로 등록하는 것은 승인하지만 평가가 불필

요하거나 반려된 지식의 경우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림 16> 지식유형별 및 평가등급별 마일리지 점수 부여체계

  한편 지식 마일리지 제도 운 에 따라 지식활동이 우수한 개인이나 부서, 마스

터, CoP 등에 대해서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인 보상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에 대

한 상세한 내용은 <그림 17>과 같다.

  즉 금전적인 보상으로서, 지식활동이 우수한 개인 6명, 부서 6팀, 마스터 2명, 

CoP 1팀에 대해서는 소정의 금전적 보상을 실시하고, 신지식인의 경우에는 기존 

제도와 연계시켜 실시하기로 하 다. 비금전적인 보상으로서, 지식활동이 우수한 

개인과 부서 둘 다에 대해 명예를 부여하고 인사평가점수에 반 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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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지식 평가 및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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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변화관리방안

  지식경 에 있어서 변화관리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기존 제도의 혁신 등과 

같은 조직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유도하여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일련의 과

정 또는 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변화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조직 구성원

들의 심리적 저항 같은 다양한 장애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따라서 지식경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문제

들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교육/훈련, 문화조성, 제도/프로세스 등의 변화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식경 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지식경  초기부터 체계적인 실천계획과 강력한 추진력을 

토대로 조직 구성원들이 지식경 을 신속하고 올바르게 인지하도록 하되 중장기

적인 안목을 갖고 단계적인 추진하기로 하 는 바 우리 연구소에서 적용하기로 

한 프로그램은 <그림 18>과 같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측면으로는 최고경 자의 지속적인 독려는 물론 각종 매체

를 통한 홍보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지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교육/훈련 측면에서는 전소 차원은 물론 지식경  담당자와 사

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며, 문화조성 측면에서는 지식활동

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실시함은 물론 우수

활동 사례발표를 통해 전체 구성원들의 지식경  마인드를 제고시키며, 제도/프

로세스 측면에서는 인사평가 반  및 기존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

식경 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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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변화관리 적용 프로그램

  이상과 같은 지식경  변화관리 프로그램은 각 역별 및 단계별로 나누어 탄

력적으로 운 하기로 하 는 바 한 예를 보면 <그림 19>와 같다.

<그림 19> 변화관리 프로그램 단계별 추진일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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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운 시스템

  지식경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제약을 받지 않고 연구

소원들이 지식을 체계화하고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가상공간시스템인 지식경 시

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전소차원의 연구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식경 시스템

(Knowledge Management System : 이하, KMS)의 필요성에 대해서 높은 지지

도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지식의 통합검색에 대해서도 높은 요구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식경  자체에 대한 지지도는 낮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지

식경 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

합되는 KMS의 도입이 매우 필요하다. 즉 향후 구축될 KMS에서는 소원들이 지

식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지식을 상호 공유하여 중복 업무를 최소

화하며, 조직의 지식경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정보시스템과도 연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소 KMS에서는 지식관리, 정보포탈, 

정보검색, 홈페이지 통합관리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시스템별 세부 기능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소 지식경 시스템 세부기능 

구  분 기   능 비  고

지식경 시스템

 - 기존 중복지식 통합

    . 각종 게시판, Q&A, 커뮤니티

 - 지식 통합 다차원 분류체계

 - 지식관리 프로세스 구축

 - 지식평가/보상 프로세스

 - 협업 활동

 - 지식 개인화

 - 지식관리 정책의 유연성을 수용 
지식활용 

극대화 달성

KMS를 중심으로  

연구소

업무포탈구축

정보포탈시스템

 - 단일화된 지식포탈 구축

 - 업무지원시스템 통합

 - 개인 맞춤 포탈

 - 단일인증 적용

 - 사용자 위주의 쉽고 편리한 인터페이스

   . 개인맞춤 포탈 기능

정보검색시스템

 - 내부 업무 시스템과 외부 정보에 대한 단일 검색

 - 필드별 색인 기능

 - 대량 색인 및 검색 기능

 - 단일 검색기능으로 빠른 검색 지원

홈페이지 통합

 - 다양한 홈페이지 통합

 - 신규/유지보수 홈페이지 관리체계 구축

 - 홈페이지 운 의 자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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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식경 시스템을 설계함에 있어서 지식경  기술 트렌드와 기존에 구축

된 정보시스템들과의 연계는 물론 다차원 지식분류체계, 평가보상, 지식경  프

로세스, 변화관리 및 CoP 지원 등 또한 함께 고려하어 설계되어야 한다. 우리 연

구소에서 구축하게 될 KMS의 기술 구조를 도식화하면 <그림 20>과 같다.

<그림 20> 지식경 시스템 기술 구조

  한편 KMS를 설계함에 있어서 KMS와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는 외부 서비

스 용인가, 비정형 시스템인가, 시스템의 목적이 KMS에 부합하는가, 시스템의 

기능을 80%이상 KMS에서 수용 가능한가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

한 사항을 고려하여 각 시스템별 설계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 정보포탈시스템

  체계적인 지식 접근과 활용으로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

시스템의 중요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지식관문국(Enterprise 

Knowledge Portal : EKP)의 구축이 필요하다. 전소 차원의 포탈 시스템은 업무

와 연관된 운  정보 시스템 정보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들의 업무 편리성

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Portlet을 통해 개개인이 자신의 화면을 설계할 수 

있는 개인맞춤화면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향후 구축될 정보포탈시스템의 구성도

를 도식화하면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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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정보포탈시스템 구성도

  O 통합 지식정보검색시스템

  우리 연구소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Enterprise Portal 내에서 통합적으로 검

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검색시스템의 안정성, 확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색인체계를 구축하며, 지속적인 관리, 운 이 가능하도록 관리 프로세스가 

정립되어야 한다. 향후 구축될 통합 지식정보검색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22>

와 같다.

<그림 22> 통합 지식정보검색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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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단일인증 시스템(Single-Sign-On:SSO)

  포탈화면에서 업무지원시스템의 서비스 요청시 별도의 로그인 절차없이 곧바

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업무지원시스템간의 연계방법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는 바, 향후 구축될 단일인증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23>과 같다.

Fine SSO AgentFine SSO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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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서버

Fine
인가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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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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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시스템

원자력지식정보관문국

통합정보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전자도서관

원자력연수원

뉴스검색서비스

인증

<그림 23> 단일 인증 시스템 구성도

  O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

  우리 연구소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Enterprise Portal 내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검색의 고도화에 부합되는 검색시스템의 안정성 및 확장

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색인체계를 구축하며, 지속적인 관리와 운 이 가능하

도록 관리 프로세스가 설계되어야 하는 바, 향후 구축될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

템의 구성도는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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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건의사항

  조직 내에 지식경 을 성공적으로 운 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

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최고경 진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필

요하며, 지식경 을 체계적으로 운 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마땅히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직 내 지식의 축적 및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식경 시스

템 구축은 물론 구성원들의 지식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평가/보상을 포함한 

제반제도의 실시와 전소차원의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한 지식경  환경에 부

합되는 조직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연구소에서의 지식경  토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최고경 진으로 이루어진 지식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 으며, 그 산하에 

추진전략분과, 지식관리맵설계분과, 보상변화관리분과, 시스템구축분과 등 4개의 

분과를 두고 지식경  전문 컨설팅업체인 (주)날리지큐브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

행하 다. 

  특히 2003년 9월부터 3개월간에 걸친 본격적인 컨설팅과정에 앞서 우리연구소 

지식경  환경을 진단하기 위해서 전소차원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는데, 

그 결과 얻어진 각종 분석데이터는 지식경  제반제도 및 운  방안 설계 시 적

극 활용하 다.   

    지식경  기반 조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주로 지식경 추진위원회 산하의 

각 분과별로 수행하 는바, 추진전략분과에서는 지식경  환경 분석과 지식경  

Vision 설계를 하 으며, 지식관리맵설계분과에서는 전소차원 지식관리맵 설계, 

지식마스터 선정, 지식매트릭스 설계 및 지식컨텐츠 관리방안 수립하 고, 보상

변화관리분과에서는 학습동호회(CoP) 설계, 운 방안 수립, 지식 평가와 보상제

도 수립, 지식활성화 변화관리 프로그램 도출을 하 으며, 시스템구축분과에서는 

기존 시스템 현황 파악 및 분석 및 기존 시스템과 지식관리시스템 간 연계방안

을 수립하 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연구소의 실제적인 지식경  운  시 가장 기초적인 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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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용될 것이며, 지식경 을 도입하고자하는 타 연구기관이나 기업체등에서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연구소 중장기 비전인 ‘21세기 한국

의 저력과 희망을 상징하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 연구소에서는 향후 지식경 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 도입단계 (2004.01 - 2004.12) : 지식경 시스템 구축 완료 및 본격적인

                  지식경  실시

      - 확산단계 (2005.01 - 2006.06)  : 전소차원의 지식경  문화조성과 핵심

                  지식의 발굴 및 축적

      - 정착단계 (2006.07 - ) : 지식경  문화 정착 및 지식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고부가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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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KAERI          지식경          환경진단용          설문지

◈ 진단 배경 

세계는 현재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통신 혁명은 산업 각 부분에 큰 향을 미치고 

있으며,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준하여 세계 유수의 기업 및 연구기관들은 새로운 경 기법의 일

환으로 지식경 (Knowledge Management)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

공적인 지식경 을 실천하는 기업들의 사례가 속속 보고되는 가운데, 지식경 을 효과적

으로 적용,실시하고 있는 공공 및 연구기관들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기업간 유행처럼 인식되어 지식경 을 도입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절대 다수 구성원들

은 조직내의 지식과 정보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식경 을 

잘 적응하느냐 아니냐는 그것의 중요성을 빨리 그리고 제대로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고, 

기업의 지식을 생성, 저장, 공유, 활용하는 지식경  능력은 그 기업의 경쟁력, 즉 핵심역

량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 진단 개요

㈜날리지큐브의 컨설팅사업팀에서는 자체개발한 고유의 지식경  컨설팅 방법론인 

K*Cube KM Methodology에 근거하여 지식경  구성요소별로 귀 연구소의 지식경 의 

수준과 현황을 전반적으로 진단, 평가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귀 연구소의 경 전략과 관련한 조직의 지식경 전략, 지식컨텐츠, 지식경  

프로세스 및 조직, 문화/제도, 시스템/정보기술 측면의 지식경  활동과 관련된 조직환경

을 진단, 평가할 것입니다. 

본 설문은 귀 연구소의 지식경 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국내 타 조직의 지식경  수준

과 비교해 봄으로써 앞으로 귀 연구소가 지식경  활동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및 

개선기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소원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은 귀 연구소의 지식경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입니다. 자료분석의 엄정성을 유지하고, 설문응답자의 사견 보호를 위해 설문 결과의 취

합, 정리, 분석은 ㈜날리지큐브에서 수행합니다.

◈ 설문방식

본 설문은 귀하가 스스로 읽고 그것에 대해서 직접 답하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 이해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에 적어놓은 설문응답방법을 읽어보시고 설문응답에 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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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답순서는 꼭 설문화면의 이동순서에 따라 주십시오. 그리고 일단 시작하셨으면 마지

막 문항까지 한번에 끝내주십시오. 

2.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체크해 주시고, 특정 질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전체 

작성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3. 내용을 직접 기입해야 되는 주관식문항의 경우 꼭 기록해 주시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4. 마지막으로 본 설문은 정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다양한 시각이 반 될 수 있도록 각자

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응답자가 임의로 입력한 ID가 다른 응답자의 ID와 중복될 경우에는, 설문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표시되오니, ID를 다른 임의의 것으로 변경하신 후 다

시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본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변화 수용 준비도

지식경 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취지 및 방향성이 현장의 조직구성원에까지 전파되어 

전사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성공적인 지식경 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께서 평상시 생각하시는 대로 설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1 귀하는 "지식경 (Knowledge Management)"이 의미하는 바와 주요 내용에 대해 정확

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 귀하는 "지식경 "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믿으며, 지식경 의 적극적인 도입, 추진을 

지지하고 계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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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항3.1 ~ 문항3.9 공통적용 】

3.1 만일 직장동료(상급자,하급자,동료)들의 "업무지식"이 사내에서 잘 공유되지 않는다

고 한다면, 다음의 이유들이 얼마만큼 향을 미칠 수 있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이유1】직장동료들은 지식을 잘 공유해도 본인들의 이득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3.2【이유2】직장동료들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

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3.3【이유3】직장동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을 부끄러운 행위라고 생각할 것

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3.4 【이유4】직장동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업무지식을 동료와 상하직원에게 가르

쳐 주면, 스스로의 자리와 전문성이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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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이유5】직장동료들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 없을 것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3.6 【이유6】직장동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가르쳐 줄 것이 없을 것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3.7【이유7】우리 팀의 상급자들은 업무지식의 공유를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을 것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3.8 【이유8】직장동료들은 지식을 공유해도 성과에 직접적으로 좋은 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3.9【이유9】직장동료들은 지식을 공유 및 확산하려고 해도 "보안" 때문에 제약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할 것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조직문화

귀하의 지식경  근무환경 및 근무문화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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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생각하시는 대로 설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1 나는 우리 회사의 업무지식의 생성, 저장, 공유, 확산, 활용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사관련 촉진정책"(평가, 보상, 교육훈련 등)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 우리 회사에는 업무성과 향상을 위해 "새로운 업무방식"의 시도를 장려하는 문화가 있

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3 우리 회사는 새로운 업무지식을 만들 수 있도록 업무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4 우리 회사는 업무성과를 향상할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도입하여 새로운 방법을 개발

하는 것에 익숙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5 우리 회사는 업무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정리하여, 기록(문서화)하는 것을 장려하는 문

화가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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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 회사는 새롭게 활용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업무수행 방법을 즉각적으로 도

입,활용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7 우리 회사는 업무성과 향상을 위해 사원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기회를 부

여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우리 회사는 업무지식을 만들고, 기록하고, 다른 이에게 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는 모든 절차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9 우리 회사는 회사 전체의 성과향상을 위해 각 단위업무별 필요지식이나 정보를 공개하

고 서로 돕는 분위기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0 우리 회사는 업무지식의 생성, 저장, 공유, 활용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매뉴

얼, 교육프로그램, 자료 등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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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나의 직속상급자는 직원들의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식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2 나는 지식경 을 위해 회사 내의 업무전문가들이 다른 동료들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본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지식경 의 전략적 측면

기업이 지식경 을 통해 조직전체의 경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고경 자의 강력

한 의지와 함께 귀사만의 지식경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귀하께서 

평상시 생각하는 대로 설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1 귀하께서는 귀사의 "최고경 진"이 지식경 에 상당한 신념 및 관심을 갖고 지식경  

추진에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 귀사의 비전(Vision)과 중장기 사업전략이 전 임직원에게 공유, 전파될 수 있도록 문장

이나 그림을 활용하여 충분히 “문서화(형식화)”되어 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3 귀하께서는 귀사의 비전 및 중장기 사업전략을 달성하는데 필요한【핵심지식】이 무엇

인지 임직원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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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4 귀하께서는 앞 문항에서 언급된 【핵심필요지식】이 우리 사내에 충분히 확보(축적)되

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지식컨텐츠

지식경 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직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지식을 최대한 공유/활

용하여 조직전체의 경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귀하의 업무지식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평상시 생각하는 대로 설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1 업무 처리시 “일하는 순서나 처리절차” 등을 본인 대신 다른 사람도 잘 처리할 수 있

도록 “문서화(문장이나 그림 활용)” 해놓은 것이 본인 전체업무 중 어느 정도나 됩니까?

1. 거의 문서 등으로 정리한 적이 없다.

2. 극히 일부 업무의 경우 내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문서화 해 놓았다.

3. 업무 중 일부만을 직장동료들이 할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 해 놓고 있다.

4. 업무의 절반 정도를 직장동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 해 놓았다.

5.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직장동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 해 놓았다.

2 “본인만의 독특한 일처리 방법이나 Knowhow”등을 “문서화” 해 놓은 것이 본인 전체 

업무 중 어느 정도나 됩니까?

1. 거의 대부분 머리 속에만 있을 뿐 문서 등으로 정리한 적이 거의 없다.

2. 극히 일부 업무만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 문서화 해 놓았다.

3. 획득한 Knowhow나 요령중 중요한 몇 가지만을 직장동료들을 위해 문서화 해 놓았다.

4. 획득한 Knowhow나 요령의 절반이상을 문서로 정리해 놓았다.

5. 획득한 Knowhow나 요령의 대부분을 문서로 정리해 놓았다.

3 업무 수행시 접하게되는 다양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지식지

도(Knowledge Map) 같은 것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작성/활용하고 계십니까?

(※ 지식지도는 업무 절차/내용 등을 반 한 일종의 폴더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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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지도와 같은 것을 전혀 작성, 활용하고 있지 않다.

2. 개인적 관심은 있지만 지식지도를 직접 작성, 활용해 본 적은 없다.

3. 미흡하나마 지식지도를 작성하여 활용해 본 적이 있다.

4. 지식지도는 잘 작성하 으나, 충분한 활용은 못하고 있다.

5. 지식지도를 잘 작성하 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4 사내 업무 전문가나 유사업무 경험자 등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나 체계적으로 정리, 

관리,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내에서 관련 정보가 전혀 관리/활용되고 있지 않다.

2.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약간의 관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연구소 내 관련시스템을 통해 일부 관련 정보를 관리/활용하고 

있다.

4. 사내 관련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련 정보를 관리/활용하고 있다.

5. 사내 관련시스템에 의해 상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되고 있다.

5 본인의 경력에 관한 “개인이력서(Resume)”를 작성할 때,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여 

작성하십니까?

1. 아주 기본적인 개인신상정보(학력, 근무처, 근무기간 등)만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기본적인 개인신상정보를 비교적 상세하게 작성한다.

3. 개인신상정보는 물론 그 동안 수행했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작성한다.

4. 개인신상정보는 물론 그 동안 수행했던 주요 업무와 성과를 상세하게 작성한다.   

5. 개인신상정보는 물론 그 동안 수행했던 주요 업무과 성과 그리고 본인이 특별히 경쟁

력 있는 업무분야까지 상세하게 작성한다.

6.1 현재 근무하는 부서(또는W/G)내에서 귀하가 업무수행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업무지식】은 무엇입니까?

※ 업무지식 : “학문적,이론적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업무상의 여러가지 문제

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방법이나 노하우(기술포함), 그리고 업무경험을 통하

거나 혹은 다른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서 획득한 회사 내외부 상황에 관한 사실(fact)지

식”을 의미함.

*기입요령: 1개이상 최대3개까지, 중요한 것부터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복수개인 경우 중간에 콤마(,)로 구분해 주십시오.

6.2 바로 앞 문항에서 선택한 필요“핵심 업무지식”이 소속 부서(또는W/G)내에 어느 정도 

축적(또는 보유)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축적 안됨   

 2. 약간 축적됨   

 3. 보통   

 4. 많이 축적됨   

 5. 아주 많이 축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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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7.1 ~ 문항7.16 공통

7.1 귀하의 신규업무 수행시, 업무처리절차나 노하우 등 관련지식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

생하 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획득에 있어서, 다음의 각 지식원

천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계십니까?

→【TV/신문/잡지 등 대중언론매체에서 얻은 지식】 

 1. 전혀 의존 안함   

 2. 약간 의존함   

 3. 보통   

 4. 많이 의존함   

 5. 아주 많이 의존함

7.2 다음의 지식원천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계십니까?

→【부서 내부의 업무 관련 회의】 

 1. 전혀 의존 안함   

 2. 약간 의존함   

 3. 보통   

 4. 많이 의존함   

 5. 아주 많이 의존함

7.3 다음의 지식원천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계십니까?

→【사내 과거 유사업무에 대한 결과물이나 보고서 등】 

 1. 전혀 의존 안함   

 2. 약간 의존함   

 3. 보통   

 4. 많이 의존함   

 5. 아주 많이 의존함

7.4 다음의 지식원천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계십니까?

→【사내교육/연수/세미나 등】 

 1. 전혀 의존 안함   

 2. 거의 의존 안함   

 3. 보통   

 4. 약간 의존함   

 5. 많이 의존함

7.5 다음의 지식원천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계십니까?

→【사내 문서화된 업무표준이나 업무매뉴얼 등】 

 1. 전혀 의존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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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약간 의존함   

 3. 보통   

 4. 많이 의존함   

 5. 아주 많이 의존함

7.6 다음의 지식원천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계십니까?

→【사내 비공식적인 학습조직(지식동호회, 관심분야연구회 등)】 

 1. 전혀 의존 안함   

 2. 약간 의존함   

 3. 보통   

 4. 많이 의존함   

 5. 아주 많이 의존함

7.7 다음의 지식원천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계십니까?

→【사내 업무전문가나 유사업무 경험자 등】 

 1. 전혀 의존 안함   

 2. 약간 의존함   

 3. 보통   

 4. 많이 의존함   

 5. 아주 많이 의존함

7.8 다음의 지식원천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계십니까?

→【사외교육 (외부세미나, 학회모임 등 포함)】 

 1. 전혀 의존 안함   

 2. 약간 의존함   

 3. 보통   

 4. 많이 의존함   

 5. 아주 많이 의존함

7.9 다음의 지식원천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계십니까?

→【사외의 관련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협력업체 전문가 등 포함)】

 1. 전혀 의존 안함   

 2. 약간 의존함   

 3. 보통   

 4. 많이 의존함   

 5. 아주 많이 의존함

7.10 다음의 지식원천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계십니까?

→【사내 유관 부서와의 업무관련 회의】 

 1. 전혀 의존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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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약간 의존함   

 3. 보통   

 4. 많이 의존함   

 5. 아주 많이 의존함

7.11 다음의 지식원천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계십니까?

→【인터넷 검색】 

 1. 전혀 의존 안함   

 2. 약간 의존함   

 3. 보통   

 4. 많이 의존함   

 5. 아주 많이 의존함

7.12 다음의 지식원천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계십니까?

→【관련 전문저널, 전문정보지, 학회지 등】 

 1. 전혀 의존 안함   

 2. 약간 의존함   

 3. 보통   

 4. 많이 의존함   

 5. 아주 많이 의존함

7.13 다음의 지식원천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계십니까?

→【사내정보시스템】 

 1. 전혀 의존 안함   

 2. 약간 의존함   

 3. 보통   

 4. 많이 의존함   

 5. 아주 많이 의존함

7.14 다음의 지식원천에 어느정도 의존하고 계십니까?

→【직장동료(선배, 동기, 후배)의 조언】 

 1. 전혀 의존 안함   

 2. 약간 의존함   

 3. 보통   

 4. 많이 의존함   

 5. 아주 많이 의존함

7.15 다음의 지식원천에 어느정도 의존하고 계십니까?

→【해당분야 직무수행을 통한 나의 과거 업무경험】 

 1. 전혀 의존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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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약간 의존함   

 3. 보통   

 4. 많이 의존함   

 5. 아주 많이 의존함

◈ 지식경  프로세스/조직

일련의 지식관리 프로세스가 일상업무 속에 잘 반 되어 있는지, 또한 그 방법과 절차가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이러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역할과 조직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문항입니다. 귀하께서 평상시 생각하시는 대로 설문에 응답해 주

십시오.

1 귀하가 소속된 부서에서는 "문서"를 생성/보관/재활용하는 문서관리 세부절차나 방법

이 공식화 및 표준화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준수되고 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 귀하가 소속된 부서에서는 자체문서뿐만 아니라 사내외 "각종 정보자료"를 정리/보관/

재활용하는 방법이나 세부절차가 공식화 및 표준화되어 실제로 그렇게 준수하거나 노력

하고 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3 귀하가 소속된 부서에서는 각종 형태의 지식이 생성,저장,공유,활용되어지는 일련의 "지

식관리" 절차나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준수하거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4 귀사에는 임직원 개개인의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프로세

스가 준비되어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교육/훈련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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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5 귀사에는 구성원들이 업무지식이나 노하우 등을 문서화하여 타인과 공유하거나 지식을 

활용 업무개선 및 문제해결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공정한 "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습

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6 귀사에는 구성원들이 업무지식이나 노하우 등을 문서화하여 타인과 공유하거나 지식을 

활용 업무개선 및 문제해결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공정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

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7 귀사에는 구성원들이 지식활동을 통해 회사업무에 큰 성과나 경제적 이득을 초래하

을 경우, 이 성과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성과측정" 절차나 세부방법이 마련되

어 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귀사에는 지식관리 업무를 위한 전담조직과 역할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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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사에는 임직원간의 상호 업무역량 증대를 위한 자생적인 학습조직이나 포럼활동, 그

리고 기술전문가와 비전문가 간의 연계활동 촉진을 위한 업무동호회(CoP)나 업무증진 

Study 그룹 등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개인 지식활동 프로세스

다음 질문들은 귀하의 지식활동 전반, 즉 지식의 생성/창조/획득, 지식의 저장/공유/확산, 

그리고 지식의 활용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평상시 생각하시는 대로 설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1 나는 업무성과(혹은 효율)를 높일 수 있도록 나만의 업무방식을 개발하고 항상 보완한

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 나는 업무지식을 개발하고 보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3 나의 직속 상급자는 업무지식을 개발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면서 장려하고, 

가르쳐 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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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는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새로운 업무지식의 개발을 위해 사내/외 교육에 적극 참석

한다. (참석하도록 노력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5 나는 수시로 업무진행에 따른 업무지식, 노하우를 정리하여 보관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6.1 귀하가 가진 업무지식과 노하우/경험 등을 귀하가 직접 "정리"하신다면, 귀하가 보유

한 전체 업무지식의 어느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문서화 혹은 기타기록물)할 수 있겠습

니까? 

 1. 극히 일부(10~20%)만 정리할 수 있다.   

 2. 약간(20~40%)만 정리할 수 있다.   

 3. 반정도 정리할 수 있다.   

 4. 많은 부분(60~80%)을 정리할 수 있다   

 5. 거의 대부분(80~100%)을 정리할 수 있다.

6.2 만일, 업무 전문가나 주위의 유사업무 경험자가 도와준다면, 귀하가 가진 전체 업무

지식의 어느 정도가 체계적으로 정리(문서화 혹은 기타기록물)될 수 있겠습니까? 

 1. 극히 일부(10~20%)만 정리할 수 있다.   

 2. 약간(20~40%)만 정리할 수 있다.   

 3. 반정도 정리할 수 있다.   

 4. 많은 부분(60~80%)을 정리할 수 있다.   

 5. 거의 대부분(80~100%)을 정리할 수 있다.

7 나는 내가 개발한 새로운 업무지식과 업무수행 방법을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공유, 확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 (개인의 노력)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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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의 직속 상급자는 사내에서 개발된 새로운 업무지식을 다른 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

록 공유,확산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면서, 장려하고 가르쳐 준다 (직속상급자의 노력)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9 나는 사내 업무지식을 언제든지 원하는 순간에 찾아서 활용하는데 능숙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0 나는 사내에 체계화된 업무지식을 활용한 뒤, 그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해서 적

극적으로 건의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지식경 을 위한 정보기술(IT)의 활용 

"다음은 귀하의 정보기술(IT)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평소 갖고 계셨던 생각이나 

의견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개인PC를 업무에 어느정도 활용하고 계십니까? 

1.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2. 아주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3. 사용하긴 하지만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편이다.

4.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5. PC가 없으면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

"2 귀하가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개인PC의 하드웨어(CPU속도, 메모리, 하드디스크 등) 

사양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1. 아주 구형 모델을 사용중이므로 최신기종으로의 업그레이드가 아주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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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형모델에 가깝고 사용에 불편함이 적지 않아 최신형으로 교체되었으면 한다

3. 최신 기종은 아니지만 불편함을 모르고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4. 비교적 최신 기종에 가까운 모델을 사용중이므로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다 

5. 아주 최신 기종을 사용중이므로 매우 만족하고 있다 

"3. 귀사 사내정보시스템(인터넷사용 포함)의 반응시간(Response Time) 등을 감안했을 

때, 사내 Network 

전용망의 속도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4. 귀하는 기존 운  중인 사내정보시스템(인트라넷 혹은 Client-Server)을 주로 어떤 용

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1. 프로젝트관리 (별도로 구축되어 있는 사내정보시스템이 없을 경우)

2. 의사소통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3. 본인 고유의 업무 처리

4. 정보(지식) 획득 

5. 정보(지식) 확산

6. 전자결재

7. 문서/자료 검색

8. 기타 용도 (       ) 

    

5. 사내정보시스템의 사용이 본인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6. 귀사 조직내의 인적자원들이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들을 체계화하여 공유함으

로써 기업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1. 아직 시기상조이며, 별도의 KMS 도입은 전혀 불필요하다.

2. 기존의 사내정보시스템으로도 지식활동 수행이 어느정도 가능하므로, 별도의 KMS 도

입은 불필요하다.

3.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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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식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별도의 KMS 도입이 어느정도 필

요하다.

5. 지식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별도의 KMS 도입이 아주 절실하

다.

7 사내 업무정보 및 관련지식의 생성,관리,공유,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식등록의 편의성   

 2. 지식검색의 용이성   

 3. 지식분류체계의 적합성   

 4. 적절한 보안/권한 관리체계   

 5. 다양한 분석도구 제공   

 6. 지식이력관리   

 7. 관련지식의 통합검색기능 제공   

 8. 평가/보상을 위한 마일리지 체계   

 10. 기타 (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응답해주신 설문항목 외에 향후 지식경 을 도입하는데 있어 바

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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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KAERI          지식분류체계   (최종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원자로 개발

11 노심설계

111 경수로(SMART/SCLWR포함)

112 액체금속로

113 가스로 

114 기타 원자로(중수로,연구로포함)

12 핵연료 설계 및 제조

121 핵연료봉 설계

122 핵연료집합체 설계

123 핵연료 재료 

124 핵연료 제조/시험

13 유체계통설계

131 경수로(SMART/SCLWR포함)

132 액체금속로

133 가스로

134 기타 원자로(중수로,연구로포함)

14 기계/구조 설계

141 경수로(SMART/SCLWR포함)

142 액체금속로

143 가스로

144 기타 원자로(중수로,연구로포함)

15 계측/제어계통 설계

151 계측/제어/보호계통

152 감시계통

153 인간공학

154 방사선계측

155 인허가/검증

16 사고해석

161 경수로(SMART/SCLWR포함)

162 액체금속로

163 가스로

164 기타 원자로(중수로,연구로포함)

2 원자력 안전 

21 부지/설비/소재 안전성

211 부지/지진 안전성 

212 구조 건전성/신뢰성

213 기기 건전성/신뢰성

214 부품/소재 건전성/신뢰성

22 열수력 검증/해석 

221 열수력 실험

222 열수력 코드개발

223 열수력 거동해석

23 중대사고 검증/해석 

231 중대사고 실험

232 중대사고 코드개발

233 중대사고 거동해석

24 Risk/환경 관리

241 PSA/RIA 기술

242 신뢰도 DB

243 인적요인

244 사고관리

25 안전기준 및 비원전 안전성
251 안전 기준/규제

252 비원전시설 안전성

3 핵주기 및 방사성폐기물 관

리

31 사용후핵연료 관리

311 사용후핵연료 저장

312 사용후핵연료 수송

313 사용후핵연료 전처리(금속전환)

32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321 건식처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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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재활용 핵연료 제조 

323 재활용 핵연료 조사/시험

33 장수명 핵종 분리/변환

331 폐기물 처리기술

332 장수명 핵종 군분리

333 장수명 핵종 변환

334 고가 원소 회수/활용

34 조사후 시험
341 사용후핵연료 특성

342 조사후 재료 특성

35 방사성폐기물 처분 

341 처분 안전성 평가

342 지층 처분기술

343 처분 부지특성 평가

344 처분기술 실증실험

36 제염 및 해체 

371 제염

372 해체

373 부지복원

374 해체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4. 연구로/방사선이용 및 방호

41 연구로 운

411 연구로 운전관리

412 연구로 계통관리 

413 연구로 기술개발

414 방사선 비상방재

415 하나로 기술관리

42 연구로 이용

421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422 중성자빔 이용

423 조사시험

425 방사화 분석

426 중성자 래디오그래피

43 방사선 이용

431 식품 및 생명공학 이용

432 공업/환경 이용

433 의학적 이용

44 방사선 방호

441 방사선 물리

442 방사능/방사선량 평가

443 방사능 환경 향 평가

444 방사선 생체 향 평가

445 방사선 차폐

446 방사선 사고/비상대책

5. 원자력 기반 기술

51 원자력 기초

511 원자/핵 물리

512 원자력화학

513 방사선생물학

52 핵융합

521 핵융합 플라즈마

522 핵융합 장치

523 관성 핵융합

524 플라즈마 응용

525 핵융합로

53 양자공학

531 레이저 장치

532 안정동위원소 생산

533 레이저 원자력 응용

534 극초단 핵자빔

54 입자가속기
551 전자 가속장치 및 응용

552 양성자 가속장치 및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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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전산코드 개발관리

II. 연구(운 )의 목적 및 중요성

- OECD 산하 NEA Data Bank에 있는 원자력관련 전산코드와 핵자료를 

  도입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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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A Data Bank를 통한 원자력관련 전산코드 입수 및 국내에서 개발

된 소프트웨어 등록

- NEA Data Bank 이용사례 발표회 개최

IV. 연구(운 )결과 및 활용계획

- 선진국에서 기 개발된 원자력 관련자료 및 소프트웨어 등을 신속히 입  

  수 활용함으로써 국내 원자력 기술수준 향상에 기여

- NEA Data Bank 회원국에만 제공하고 있는 일부 핵심자료의 접근이   

  용이해짐

- 국가 원자력관련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코드의 신속한 제공으로 연구  

  생산성 향상

- 대북 경수로 지원,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 원자력 분야의 중요한 과제  

  등에 관련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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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Title

- Management on the development of computer codes for Nuclear      

   Application

II. Purpose and Significance of research

- Overall management and technical support of nuclear energy related  

  computer codes and nuclear data provided by NEA Data Bank in    

  OECD

- Efficient use of NEA Data Bank and dissemination of users.

III. Area and Scope of Research

- Effective management of computer codes for nuclear application and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exchange mechanism for repid technical  

  support.

- Acquisition of nuclear computer codes from NEA Data Bank and     

  registration of new software developed by domestic organization,

- Holding workshops in the experiences and practical use of NEA Data  

  Bank.

IV. Research Results and Future Utilization.

- Promotion of domestic nuclear energy technology by utilizing nuclear  

  energy informations and computer software developed in the          

  advanced countries.

- Easy Access to key informations which are open to the member     

  countries only.

- Improvement of research efficiency by timely providing of computer  

  codes necessary for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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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ilization of information to the important topical issues of domestic  

  nuclear power project such as Light Water Reactor(LWR) project     

  and Korean Next Generation Reactor(KNGR)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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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이 보고서는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관고유사

업중 지원사업인 “원자력 전산코드 개발관리” 과제의 결과를 기술한 것이

다.

 

우리나라는  1994년 5월 OECD 산하 NEA Data Bank에 가입하 다.

이의 결과로 가입전에는 IAEA를 통해 1년에 2종의 전산코드만을 입수할 

수 있었으나 가입 후에는 선진국에서 개발된 전산코드를 U.S. 코드를 포

함하여 NEA Data Bank에 등록되어 있는 전산코드를 무제한으로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입 이후 현재까지 우리연구소는 NEA Data Bank로 부

터 518종의 원자력 관련 전산코드를 도입하 다.

현재 이들 NEA Data Bank에 등록되어 있는 전산코드들은 대부분 

On-Line retrieval System에 등록되어 있어서  코드 신청을 하면 ,size가 

20mega이하인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입수가 가능하다. 또한 Liaison Officer

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국내 원자력기관이나 대학의 경우에는 우리연구소

에서 전산코드 신청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있다.

이에 이 과제에서는 국내 이용자들이 원하는 전산코드와 핵자료를   

OECD/NEA Data Bank에서 입수하여  이용자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이

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3년에 NEA Data Bank로부터 전산코드 입수 및 배분

한 국내이용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활동 및 국제 원자력정보이용 안내 책

자 발간 등에대하여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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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원자력 전산코드 관리

제 1 절 OECD/NEA 소개

1. NEA 개요

  NEA(Nuclear Energy Agency)는 OECD 산하의 준 독립기구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회원국간의 원자력 기술개발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이다. 

NEA는 1975년에 발족된 유럽경제기구(OEEC)내 유럽원자력기구

(ENEA:Euro-pean Nuclear Energy Agency)가 1972년 12월 비유럽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을 새로 가입시킴으로 인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2.NEA 위원회

  NEA 산하에는 운 위원회를 포함한 다음의 8개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

다.

   - 운 위원회(Steering)

   -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RWMC)

   - 방사선방호 및 공중보건위원회(CRPPH)

   - 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CSNI)

   - 원자력규제위원회(CNRA)

   -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전문가 그룹(LEG)

   - 원자력개발위원회(NDC)

   - 원자력과학위원회(NSC)

또한 NEA는 정보관리 및 출판업무를 담당할 정보.출판 프로그램팀을 두

고 있으며, 독자적인 데이터뱅크를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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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mmittee(RWMC)

Committee on Radiation Protection
and Public Heath(CRPPH)

Committee on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CSNI)

Committee on Nuclear Regulatory
Activities(CNRA)

Group of Govemmental Experts on Third Party
Liability in the Fileld of Nuclear Energy

Committee for Technical and Economic
Studies on Nuclear Energy Development

and the Fuel Cycle(NDC)

 Data Bank

Nuclear Science Committee(NSC)

NEA Information and Publication
Programme

Steering Committee for
Nuclear Energy

OECD Council

3. NEA 회원국

NEA에는 1999년 7월 현재 27개 

국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5월에 정식 회

원국으로 가입하 다.

<그림 1> NEA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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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OECD/NEA Data Bank 소개

1.데이터뱅크 개요

  NEA 데이터뱅크는 1978년 원자력 연구를 위한 핵자료 및 원자력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국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데이

터뱅크는 NEA회원국 중에서 OECD 사무총장에게 가입을 신청한 국가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데, 2003년 7월 현재 2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1994. 1월 가입)를 포함한 21개국만이 회원에 가입되어 있다.

2.데이터뱅크 제공 서비스

  

NEA 데이터뱅크는 크게 다음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핵자료(Nuclear Data)서비스 : Nuclear 중성자 분석관련 데이터로 원  

    자로의 설계, 핵융합, 차폐계산 등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데이터뱅    

    크에 수록하여 각 회원국에 제공한다.

  ② 화학자료(Chemical Data)서비스 : 핵물질 원료들의 화학적 특성 및 

열역학적 데이터를 데이터뱅크에 수록하여 각 회원국에 제공한다.

  ③ 전산코드 서비스 : 테스트가 끝난 약 1,800개의 원자력 관련 전산코

드를 전세계 500여 기관에 가공하여 제공한다.

3.데이터뱅크 이용방법

  NEA 데이터뱅크는 NEA 웹사이트(http://www.nea.fr)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핵자료와 화학자료의 경우에는 회원국의 이용자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자료와 허가된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대외비자료

로 구분되어 있는데, 만일 대회비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의 

E-Mail 연락처로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면 2-3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

다.

․핵 자료의 경우 : nearogot@nea.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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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자료의 경우 : tdb@nea.fr

반면 전산코드는 NEA 웝사이트 상에서 코드의 개요까지 이용자들이 자유

롭게 검색할 수 있지만. 코드 자체를 원할 경우에는 NEA 전산코드 

Liaison Officer인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절차

를 밟아야 한다.

  ① 이용자는 NEA 웹사이트를 통해 코드를 검색한 후 원하는 코드를    

     KAERI Liaison Officer에게 전화나 E-Mail로 신청한다.

  ② KAERI Liaison Officer는 NEA에 접속하여 원하는 코드를 신청한다.  

그러면 NEA데이터뱅크에서는 코드 용량(size)통보와 함께 데이터 전  

송방법(On-line 또는 우편발송)을 알려준다.

  ③ KAERI Liaison Officer가 NEA 데이터뱅크로부터 코드를 접수하면,  

     전산코드와 함께 관련 자료를 이용자에게 전송하다.

 

이  용  자

•F IP(<50M B ):3~6일
•M eil(>5M B ):2~30일

K R ER I L iaison O ffcer(*)

N EA

전 송신 청

   (*) : KAERI Liaison Officer : TEL)042-868-2095

                                   E-Mail)hclee@nanum.ka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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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NEA 데이터뱅크에 접속하여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전산코드 검색과정을 소개하 다.

                          

  

☜ ① NEA 홈페이지

        

           ② NEA 데이터뱅크  

    초기화면       ☞

 

 <그림 2> NEA Data Bank 전산코드 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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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전산코드 서비스 초기

 ☜ 화면

                                                       ↓ ④ 탐색어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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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검색된 레코드 리스트

       출력화면         ☞

⑥ 전체레코드 (코드개요)출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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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전산코드 관리

  현재 우리연구소에는 총 518종의 전산코드가 정보통신과에 등록되어 있

으며 이들 중 91종의 전산코드가 2003년도에 등록되었다.(표2) 도입된 전

산코드는 주관 부서에서 정보통신과에 전산코드가 수록된 Media 와 

Manual을 등록하고 NEA 전산코드인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등록

하고 있다. 이들 전산코드 관련자료는 정보통신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전

산코드들은 각종 Cartridge, Floppy Disk, CD-ROM등의 Media에 보관되

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Manual은 열람실로 송부, 보관되어 사용자들이 다

른 도서들과 함께 열람할 수 있다. Internet을 통해 전산코드를 전송하는 

경우는 이미 보편화 되어있고 등록된 전산코드들에 대한 정보는 우리 연

구소 내 BBS(Bulletin Board System) 에 분야별로 게시하여 소내 사용자 

등이 정보검색 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입부서 이외의 부

서나 타 기관에서 특정 전산코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대해서는 각 전

산코드들의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다.

1. NEA 전산코드

  우리나라는 1994년 OECD/NEA Data Bank 에 가입하 다.

이의 결과로 가입 전에는 IAEA를 통하여 1년에 2종의 전산코드만을 입수일수 있

었으나 가입 후에는 NEA Data Bank에 등록되어 있는 전산코드를 입수할 수 있

게 되었다. 가입이후 현재까지 우리연구소는 518종의 전산코드를 도입하 다.<표

1> 입수된 전산코드는 기술정보과에 등록, Backup을 한 후 신청자에게 송부하며, 

관련 Manual 원본은 열람실로 보내며 복사본은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NEAData Bank에 있는 전산코드들의 정보는 WWW(http://www.nea.fr)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NEA Data Bank에 있는 전산코드가 필요한 이용자는 원하는 코

드의 정보를 WWW site를 통해 검색하여 코드의 상태를 파악한 후 BBS의 자료

란에 있는 'NEA 전산코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색한 코드 Abstract를 첨부하여 

기술정보과에 송부하면 원하는 코드를 입수할 수 있다. 다음<표2>는 2003년도 전

산코드 도입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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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전산코드 입수현황

연  도 도입코드수

1994 58종

1995 36종

1996 29종

1997 66종

1998 51종

1999 43종

2000 51종

2001 54종

2002 45종

2003 91종

합  계 51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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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03년도 전산코드 도입현황

기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강원대학교 1 1

 경북대학교 1 1

 고등기술연구원 22 6 28

 고려공업검사㈜ 1 2 3

 국립암센터 2 2

 군산대학교 1 1

 대불대학교 1 1

 목원대학교 2 2

 방재시험연구소 1 1

 벤처기업(최영환씨 개인회사) 1 1

 부산대학교 1 1

 삼양테크놀로지㈜ 1 1

 서울대학교 6 1 13 22 5 1 48

 서일대학교 1 1

 성균관대학교 1 1 1 3

 아주대학교 23 1 1 1 1 27

 연세대학교 1 1

 영남대학교 2 2

 원광대학교 1 3 4

 원자력병원 3 3 1 7

 원자력안전기술원 6 6

 원자력환경기술원 1 2 3

 원전연료주식회사 18 3 4 5 2 3 35

 이화여자대학교 1 1 2

 인제대학교 1 1

 인하대학교 1 1

 자원연구소 1 1

 전북대학교 4 4

 충남대학교 20 2 22

 충북대학교 1 1 2

 카톨릭대학교 2 2

 포항가속기연구소 9 1 2 12

 포항공과대학교 1 2 4 7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 1

 한국대학교 1 1

 한국수력원자력 1 1

 한국원자력연구소 183 33 25 42 70 43 397

 한국전기연구원 1 1

 한국전력공사(영광) 1 1

 한국전력연구원 23 1 3 7 1 3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 1 2

 한전기술주식회사 18 15 20 5 2 74 134

 현대모비스 1 1

 현대엔지니어링㈜ 7 6 13

 현대중공업㈜ 2 2

 KAIST 3 3

 KIST 1 1 2

 LG 전자 1 1

합    계 347 65 77 82 108 150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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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산코드 신청대행 업무

  2003년도에 Liaison Officer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타기관에서 우리연구

소를 통해 NEA Data Bank에 전산코드를 신청하여 입수한 예는 아래 

<표3> 과 같다. 현재 국내에는 우리연구소를 포함하여 9개 기관(*)에만 

Liaison Officer가 지정되어 있어 Liaison Officer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국내 원자력 관련기관이나 각 대학의 경우에는 우리연구소에서 신청업무

를 대행하여 주고 있다. 국내 관련 기관들 사이에 공식적인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는 자료를 NEA Data 

Bank로부터 계속 전송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신속한 자료입수를 위

해서는 국내 관련기관들 간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4>는 우리연구소에서 1994년도부터 2003년까지 NEA Data Bank로부

터 전산코드를 입수하여 배포한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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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연구소 보유 전산코드 및 Manual의 국내 타기관에 제공

기      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강원대학교 1 1

고등기술연구원 16 3 19

고려공업검사㈜ 1 2 3

군산대학교 1 1

대불대학교 1 1

목원대학교 2 2

부산대학교 1 1

삼양테크놀로지㈜ 1 1

서울대학교 5 1 4 16 3 29

서일대학교 1 1

성균관대학교 1 1 2

아주대학교 11 1 1 13

연세대학교 1 1

영남대학교 1 1

원광대학교 1 3 4

원자력병원 2 2 1 5

원자력안전기술원 5 5

원자력환경기술원 1 1

원전연료주식회사 13 2 3 2 2 22

이화여자대학교 1 1 2

인제대학교 1 1

인하대학교 1 1

자원연구소 1 1

전북대학교 2 2

충남대학교 10 2 12

카톨릭대학교 1 1

포항가속기연구소 6 1 2 9

포항공과대학교 1 2 2 5

한국대학교 2 2

한국수력원자력 1 1

한국전력공사(영광) 1 1

한국전력연구원 16 1 2 4 2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 1

한전기술주식회사 10 12 8 5 1 12 48

현대모비스 1 1

현대엔지니어링㈜ 4 1 5

현대중공업㈜ 1 1

KAIST 3

KIST 1 1

LG전자 1 1

 합     계 107 24 23 30 24 29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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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원자력연구소에서 입수하여 배포한 전산코드

기     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한국원자력연구소 183 33 25 42 31 13 327

한국전력연구원 7 1 3 1 12

원전연료주식회사 5 1 1 5 1 13

한전기술주식회사 8 3 12 1 62 86

국립암센터 2 2

아주대학교 12 1 1 14

전북대학교 2 2

원자력안전기술원 1 1

원자력환경기술원 2 2

충남대학교 10 10

원자력병원 1 1 2

포항가속기연구소 3 3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 1

서울대학교 1 9 6 1 1 18

고등기술연구원 6 3 9

영남대학교 1 1

현대중공업 1 1

KIST 1 1

성균관대학교 1 1

방재시험연구소 1 1

벤처기업(최영환씨개인회사) 1 1

충북대학교 1 1 2

경북대학교 1 1

카톨릭대학교 1 1

포항공과대학교 2 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 1

한국전기연구원 1 1

현대엔지니어링㈜ 3 5 8

합    계 240 43 51 54 45 91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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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된 전산코드의 분야별 분류

  우리 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는 전산코드의 응용 분야별 분류는 아래 

<표5>와 같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

의 분류법에 따른 것이다. 또한 2003년도에 도입한 코드를 분야별 분류는 

<표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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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2003년도 등록된 전산코드의 응용 분야별 분류 

***** The Classification of KAERI Computer Code *****

----------------------------------------------------------- 

A 6 Cross Section and Resonance Integral Calculations

B 1 Spectrum Calculations, Generation of Group Constants,    

Lattice and Cell Problems

C 4 Static Design Studies

D 3 Depletion, Fuel Management, Cost Analysis, and Power 

Plant Economics

E 0 Space-Independent Kinetics

F 0 Space-Time Kinetics, Coupled Neutronics-Hydrodynamics-

Thermodynamics and Excursion Simulation

G 49 Radiological Safety, Hazard and Accident Analysis
H 3 Heat Transfer and Fluid Flow

I 0 Deformation and Stress Distributions Computations,        

Structural Analysis and Engineering Design Studies

J 17 Gamma Heating and Shield Design

K 0 Reactor System Analysis

L 0 Data Preparation

M 0 Data Management

N 1 Subsidiary Calculations

O 1 Experimental Data Processing

P 1 General Mathematical and Computing System Routines

Q 2 Materials

R 2 Environmental and Earth Sciencies

S 0 Space Sciences

T 0 Electronics, Engineering Equipment, and Energy Systems 

Studies

U 0 Chemistry

V 0 Particle Accelerators and High-Voltage Machines

W 1 Physics

X 0 Magnetic Fusion Research

Y 0 Biology and Medicine

Z 0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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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2003년도 Class 별 입수현황

CLASS 도입코드수

A 6

B 1

C 4

D 3

E 0

F 0

G 49

H 3

I 0

J 17

K 0

L 0

M 0

N 1

O 1

P 1

Q 2

R 2

S 0

T 0

U 0

V 0

W 1

X 0

Y 0

Z 0

총계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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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OECD/NEA Data Bank에서 오는  Monthly Bulletin을 접수하고

연구소 BBS를 통하여  연구소내 공고하고 있으며  2003년도 1월부터 12

월까지의 NEA Data Bank 보고서도  연구소 BBS에 게시한다.

OECD/NEA Data Bank에서 주기적으로 오는 전산코드 교육 프로그램을 

접수하고 연구소 내 BBS에 공고하고 있으며  E-Mail을 통하여 관련 담

당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또한 국내 타기관이 OECD/NEA Data Bank에 문의한 사항을 이첩받았

을 때 이를 문의한 기관에 E-Mail을 통하여 업무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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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보고서에서는 2003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수행한 “원자력 전산코드 

개발관리” 과제의 결과를 기술하 다.

 이 과제 수행후 결과로는 첫째, 선진국에서 기 개발된 원자력 관련자료

및 소프트웨어 등을 신속히 입수 활용함으로써 국내 원자력 기술 수준 향

상에 기여하 다.

 둘째, NEA Data Bank 회원국에만 제공하고 있는 일부 핵심자료의 접근

이 용이해진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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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NEADB 컴퓨터 프로그램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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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Cross Section and Resonance Integral Calculations 

     computation of reaction cross sections from nuclear theory 

     such as the optical or Hauser-Feshbach models, resonance cross

     sections by Breit-Wigner or multilevel theory, determination

     of differential cross sections, cross section evaluation, and

     compilation programs.

B. - Spectrum Calculations, Generation of Group Constants,

     and Cell problems Determination of the slowing-down density or 

thermal spectrum, weighting and averaging of cross sections and 

related quantities for the production of group constants, and 

evaluation of design parameters by lattice and cell calculation

C. - Static Design Studies

     Calculation of the reactivity and flux distribution of the reactor

     system, and adjustment of the design parameters to prescribed 

     specifications.

D. - Depletion, Fuel, Management, Cost Analysis, and Power Plant Economics

     Includes burn-up programs, isotope and fission-product build-up and decay

     computations. and optimisation studies.

E. - Space - Independent Kineticd

     Studies of the time-behaviour of reactors, including delayed-neutron

     effects and feedback mechanims, and transfer-function evaluation.

F. - Space -Time kinetics, Coupled Neutronics-Hydrodynamics-

     Thermodynamics and Excursion Simulation

     Programs that consider spatial characteristics and accompanying effects 

     in studying the time behaviour of the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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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Radiological Safety, Hazard and accident Analysis

     Calculation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dose rates, determination of 

     reactor thermodynamic and hydrodynamic properties following an accident,

     e.g. release of radioactive materials, coolant system blow-down, steam

     generator rupture.

H. - Heat Transfer and Flued Flow

     Steady-state and transient heat transfer computations. fluid-flow studies

     and calculations of thermodynamic properties.

I. - Deformation and Stress Distribution Computatations, Structural Analysis

    and Engineering Design Studies

    Includes fuel-element design evaluations, core-configured studies, and 

    composite structure analysis

J. - Gamma Heating and Shield Design

     Gamma and photon transport calculations, computation of heat-generation

     rates and penetration analysis and leakage calculations for shielding.

K. - Reactor Systems Analysis

     Combinations of programs. designed systems, for solving correlated problem  

     input information.

L. - Data Management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retrieval of data files: e.g. cross section

     libraries, management systems such as payroll, personnel, and financial     

     systems, property and equipment systems, network-oriented project

     management and indexing and retrieval system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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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Subsidiary Calculations

     Plotting, editing, and display routines that process output data from 

     other programs.

O. - Experimental Data Processing

     Programs designed to process data directly acquired from an experimental 

     situation or to assist the experimenter in the design of the experiment.

P. - General Mathematical and Computing System Rortines

     Calculation of mathematical functions,

     statistical analysis, special-language routines with general

     data-processing capabilities, and software systems.

Q. - materials

     Measurements and computation of the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simulation of radiation damage processes, corrosion studies,

     and datermination of crystallographic functions

R. - Environmental and Earth Sciences

     Environmental impactstudies, geology, seismology, geophysics calculations,

     waste management, hydrology and ground water studies, bioenvironmental

     systems analyses, meteorological calculations relating to the atmosphere

     and its phenomena, studies of airborne

     particulate matter, climatology, etc...

U. - Chemistry

     Chemical analysis, mass spectroscopy, radiation chemistry,radiolysis

     stud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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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Particle Accelerators and High-Voltage Machines

     Programs relating to the design,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high-voltage machines and particle accelerators such as Van de Graaf     

     generators, linear accelerators, cyclotrons, synchrotrons, etc..

W. - Physics

     Calculations relating to the theory of atomic or molecular structure or

     properties, charged particle collision studies that involve

     phenomena such as charge exchange, excitation, ionisation,

     dissociation, etc...elementary particle theories and models, scattering

     theory, quantum field theory and quantum electrodynamics studies, general

     relativity and gravitation theory computations

X. - Magnetic Fusion Research

     Electric discharge phenomena and plasma physics computations.

     electrodynamics and magnetic hydrodynamics studies.

Z. - Data

     Data prepared in specified program formats for program testing and 

     evaluation, benchmark studies, or librar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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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보유코드 목록(2003.12.3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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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년도전산코드도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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