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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한․IAEA 공동협력 전시 및 미래 지식기반 체제 구축

II. 연구배경 및 필요성

   1953년 미국 대통령이 유엔에서의 연설 ‘Atoms for Peace’를 주제로 

한 지난 50년간 인류는 원자력으로부터 전기 에너지, 의료, 물, 식량, 환경 

보호 등 많은 이익을 얻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원자력은 고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한국은 자력으로 한국형 표준원전의 건설 운 과 APR 

1400을 설계하 으며 미래 원자력기술 개발에 노력 하고 있다. 그 예는 

SMART, KALIMER, 수소 생산 원자로, 핵비확산성 핵연료 개발 사업이

다. 나아가, 첨단 방사선이용 연구센터와 양성자 가속기 센터 설립시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로서 INPRO, 

GEN-IV(GIF), ITER 사업이 공동으로 개발 되고 있다. 또한 방사선 이용

기술이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생명공학, 나노공학, 우주공학, 환경/에너지공

학과 융합되어 인류문명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그러나 IAEA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회원국들은 원자력 이용개발에 대

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제 1 세대 

원자력 전문 인력의 정년퇴직이 증가하고 있고 젊은 과학자들의 원자력 

계 종사와 전공기피 현상이 확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현상은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IAEA는 이러한 우

려에 회원국과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2002년 6월 고위 원자력 지식관리회

의를 개최하 으며 2003년 9월 제46차 IAEA 총회에서 원자력 지식보존과 

계승을 위해 결의안을 채택하 다. 한국은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고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설립(INTEC) 운 , RCA 지역사무국

유치 운  등 원자력 인력양성과 교육훈련 부분에서 우리의 협력의지 표

명과 함께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과학자, 훈련생 유치, 공동연구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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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IAEA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제사회에서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원자력 지식관

리와 미래 원자력 교육훈련에 관한 우리의 협력 의지를 표명하고 나아가 

IAEA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며, IAEA 정기총회에서 기술전시회를 개최

하는 것은 우리의 기술력을 세계 속에 홍보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원자력 이용개발계획이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 받

게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 진출에 교두보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 목적

   본 과제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자력 지식보존과 계

승, 미래 원자력 인력양성과 교육훈련에 대해 IAEA와의 협력 방안을 제

시하고 미래 원자력 지식기반 구축에 대한 IAEA 기술전시회를 개최하여 

세계 속에 한국의 원자력 기술 인지도를 제고한다.

IV.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2002년 제46차 IAEA 정기총회 결의안으로 채택된 원자력 지식관리 사

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IAEA 아시아 원자력 교육훈련네트워크(Asian 

Nuclear Network for Highe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ANENT) 구축사업에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한국이 제안한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제안과 관련 IAEA와 World Nuclear 

Association(WNA)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세계원자력대학(World 

Nuclear University, WNU) 사업에 참여한다. 또한 IAEA 원자력 지식관

리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

하여 IAEA와의 미래 지식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제시된 협력방안을 바탕으로 2003년 제 47차 IAEA 정기총회에

서 공동협력 기술전시회를 개최한다. 원자력 지식관리와 미래 원자력교육

훈련에 관한 기술전시회를 위하여 전시주제와 전시방법을 도출하여 한국

의 노력과 미래 지향적인 협력방안에 관한 상물을 제작한다. 원자력 지

식보존과 계승, 미래 원자력교육훈련 발전 방향에 대한 전시패널을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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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사이버 원자력 교육훈련 기법과 웹 기반을 활용한 Virtual 

reality Simulation 교육기법 그리고 네트워크 활용에 대한 교육모델을 기

술전시회에서 시연한다.

V. 연구개발 결과

   본 과제를 통하여 IAEA와의 미래 지향적인 원자력 인력 양성 협력방

향을 제시하 으며, 이를 2003년 9월 IAEA 제 47차 정기총회 공동협력 

기술전시회에서 성공적으로 전시하 다.

   IAEA의 주요 활동 중에 하나가 회원국의 원자력 기술능력 함양을 위

해 교육훈련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IAEA가 회원국을 위해 추진하는 

원자력 인력 양성 협력사업에 우리의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

공과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 다. 한국이 제시하여 수행한 IAEA 

원자력 지식관리와 인력양성사업 추진에 핵심적인 사업으로 그 내용은 아

래와 같다.

    ○ IAEA 아시아 원자력 교육훈련 네트워크(ANENT) 구축 사업 추진

       - IAEA ANENT 구축 자문회의 국내 유치 수행과 사업 제안서 

작성

       - ANENT 임시 Web-Site 개발 및 활용

       - 한국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향후 사업 추진 주도적 협력

    ○ WNA 주도의 세계원자력대학(WNU) 설립 사업 참가.

    ○ “IAEA 원자력 지식관리시스템 기법 및 도구” 워크숍을 국내에 유

치하여 개발도상국 지원.

   본 과제를 통하여 IAEA에 제시한 인력양성 협력방안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담은 IAEA 공동 협력 기술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IAEA 사무

총장으로부터 한국의 원자력 지식관리와 원자력 교육훈련 기법들이 IAEA

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정받았다. 특

히 IAEA 회원국이 공감하는 주제의 선정, 전시 아이템의 도출, 그리고 동 

과제에서 개발하여 시연한 사이버 및 Virtual reality 교육기법과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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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활용 방안을 현실적으로 보여 줌으로서 본 과제의 목표를 성공적으

로 달성할 수 있었다. 

VI.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첫째, IAEA 원자력 교육훈련 협력을 위해 사이버 교육훈련 자료생산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아시아 지역 원자력교육훈련 센터 기반 확보

에 활용한다.

둘째, 국내 원자력 교육훈련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지

향한다. 이를 위해 사이버 교육 스튜디오를 설치할 것이며 국내외 관련기

관과 교육자료 제작과 공유에 노력할 것이다.

셋째, 2004-2007년간 IAEA 사업으로 추진하는 ANENT 구축사업에 한국

의 역량을 제공한다. IAEA와 협력하여 ANENT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2004년 말레이사에서 개최하는 ANENT 구축 착수회의에 참가하

여 한국이 개발 지원한 ANENT Web-Site가 활용되도록 한다.

넷째, IAEA가 협력하는 WNA 주도의 WNU 사업, 그리고 IAEA가 주관

하는 원자력 지식관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다섯째, 기술전시를 위해 제작한 전시 상물을 국내외 원자력 관련 회의

에서 방 하여 한국의 국제적인 협력의지를 제고 하는 데 활용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해 과학기술부로부터 2004년 국제 

협력기반 조성사업의 과제 지원이 요구된다.



- v -

Summary

I. Project Title

   A Study on Joint Exhibi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Future 

Knowledge Infrastructure System Between the IAEA and Korea

II. Background

   Ever since President Dwight D. Eisenhower spoke on 'Atom for 

Peace' in 1953, mankind has enormously benefited worldwide from the 

use of the atoms over the last half a century: In health, in agriculture, 

in industry, and as a major source of electricity. Nuclear energy has 

been a backbone for Korea's remarkable economic growth, and will 

continue its essential role. Korea is operating its own designed nuclear 

power plants, such as KSNP, and APR 1400. Korea makes strong 

efforts to develop future nuclear technology. They are the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SMART, Korea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 KALIMER, Hydrogen Production 

reactor, and Proliferation-resistant Nuclear Fuel Cycle. In parallel, 

Korea is establishing an Advanced radiation technology R&D Center 

and a High Power Proton Accelerator Center.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nuclear power technologies are being developed through 

projects such as the IAEA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 

INPRO,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GIF, and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ITER. In the new millennium, 

Korea expects that radiation technology combined with bio, nano, and 

space technology will sustain our civilization.  .

   However, it is recognized worldwide that the first generation of 

nuclear work force is getting older and retired, less of our youth are 

studying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Expanding mutual understand 

of these issues, the Agency had a Senior Meeting on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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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at Vienna in June 2003. Also, The Agency timely adopted 

a resolution on managing nuclear knowledge at the 46th IAEA General 

Conferences in September 2003 for the IAEA Member States.

   In order to respond these issues on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to the Agency, Korea has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INTEC), and RCA Regional Office to provide 

nuclear education programs for the IAEA Member States. 

   At this moment,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suggest a proposal for 

future cooperation of nuclea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o the 

Agency and to have a joint exhibition on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and future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between Korea 

and IAEA.   

III.  Objectives of the Project

   The objectives of the project are to suggest a proposal for future 

cooperation of establishment of nuclear knowledge infrastructure system 

to the IAEA and to have a joint technical exhibition on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and future nuclear education training with the 

Agency on the occasion of the 47th General Conference of the Agency 

in 2003.

IV.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are as follows:

   In order to suggest a proposal for future cooperation of 

establishment of nuclear knowledge infrastructure system to the IAEA, 

firstly, Korea will seek to make a coordinator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Asian Network for Highe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ANENT) which is sponsored by the Agency, secondly, 

Korea will participate in the project on the establishment of World 

Nuclear University sponsored by the Agency and World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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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thirdly, Korea will host the IAEA training events on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to provide its technical capability for 

the IAEA Member State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 joint technical exhibition 

which contain the above contexts, Korea will identify the exhibition 

topics and methods and will produce a video film in English, and will 

show several new education models such as cyber education system, 

simulator training using virtual reality technology, and education using 

network methodology.

V. Results of  the Project

   Through the project, the Nuclear Training Center of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orea(NTC/KAERI) has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regarding establishment of future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infrastructure with the IAEA:

     ○ NTC/KAERI has hosted the IAEA Consultancy Meeting on the 

Establishment of ANENT in June 2003 at KAERI. 

NTC/KAERI has organized the meeting with the IAEA and 

has developed ANENT Web-Site, www.anent-tempo.org, and 

has made a proposal on ANENT project.

     ○ NTC/KAERI has participated in the meeting on initiation in 

establishment of World Nuclear University(WNU) held in 

September 2003 in London. NTC/KAERI has also contributed 

to develop an academic concept for WNU. 

     ○ NTC/KAERI has hosted the IAEA Workshop on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Techniques and Tools in November 

2003 at KAERI. Through the workshop, NTC/KAERI has 

provided its capability for the IAEA Memb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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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thermore, NTC/KAERI has conducted successfully a joint 

technical exhibition on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and future 

nuclear education training at the 47th IAEA General Conference in 

Vienna. Director General of the IAEA, Dr. Mohamed Elbaradei, 

commented that Korea's effort for preservation knowledge in the field 

of the nuclear field is a worthy endeavor which have the full support 

of the IAEA.  

VI.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results gained from the project will be utilized to the future 

activities as follows:

   Firstly, NTC/KAERI will upgrade technical capabilities in producing 

cyber education materials for the future technical cooperation of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in the IAEA project. 

   Secondly, NTC/KAERI will enhance the national network of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effectiveness in cultivating domestic 

nuclear human resources. In order to this, NTC/KAERI will install a 

cyber education studio and will share its facilities in producing video 

on demand education materials among related organizations.

   Thirdly, NTC/KAERI will provide its technical competency on cyber 

educ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the ANENT sponsored by the IAEA 

project. NTC/KAERI will also play a coordinator role in this project 

and will develop a full scope of ANENT web-site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ANENT meeting to be held in February 2004 in 

Malysia.

   Fourthly, NTC/KAERI will participate in the project on WNU and 

will also support the IAEA international activities on related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Fifthly, NTC/KAERI will utilize a Video film, which was produced 

for the IAEA technical exhibition, for the propaganda of th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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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on knowledge management at the International events to be 

held at home and abroad. 

   In order to follow above proposal of application, it is solicited to 

have a government sponsored project on ANENT i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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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개발 필요성

   1953년, 전쟁을 위한 강력한 무기로서의 원자력으로부터 벗어나 인류의 

문명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아이젠하워의 

‘ATOMS FOR PEACE' 주창 이래 반세기가 지났다. 그 동안 원자력은 

발전(發電)뿐만 아니라 농업, 의료 및 많은 산업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과 

이용을 이루었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빈국에서는 경제발전의 원동

력으로써 지대한 역할을 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대 원자력을 시작한 이래 원자력에 대한 집중

적 투자와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세계 6위권의 원자력 대국에 올라서는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1959년에 IAEA에 회

원국으로 가입하여 IAEA와 원자력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기술지원을 받아 

현재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밑바탕이 있었으며, 특히 IAEA 자금에 

의한 전문가초청 및 기술자양성은 초창기 우리나라 원자력산업 추진에 원

동력이 되었다. 

   산업 전반이 그러하듯이 원자력 산업에 있어서도 능력 있는 인력의 양

성과 확보는 발전의 원동력이며 근간이 된다. 인류가 원자력을 이용한지

(무기로서든 평화적으로든) 50년이 넘어서는 지금 기존의 원자력 선진국

들의 원자력발전산업의 침체는 기존의 기술 인력의 퇴출은 물론이고 젊고 

유능한 과학기술인력의 새로운 유입마저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원자력을 대신할만한 뚜렷한 대규모의 대체에너지 개발이 

당분간은 어렵다고 볼 때 원자력에 대한 기대는 커질 것이며 다시 활력을 

찾을 것이다. 특히,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한 대규모의 에너지원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대와 활력은 되살아 날 것으로 본다. 이

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이루고 축적한 원자력에 대한 지식의 보존과 이의 

다음 세대로의 전수는 매우 중요하며 또한 이는 기성세대로서의 책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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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1980년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원자력기술자립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원자력 전문가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러한 자원을 바

탕으로 1988년 IAEA의 연수. 훈련프로그램을 유치한 이래 지금까지 1,000

여명의 개발도상국 원자력인력 양성에 기여하 다. 우리나라가 IAEA와 

협력하여 인력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이 비록 일천하지만 우리가 짧

은 기간 동안에 원자력기술자립을 이룩한 것만큼이나 동 분야에서도 많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며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1997년에 IAEA

로부터 우수국제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1998년에는 IAEA 사무총장과 

우리나라 과학기술부 장관 간에 국제과정 유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하는 등 원자력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국제 원자력인력양성사업에 있어서 

많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기술과 시설을 이용하여 

IAEA와 협력하에 지역간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여 사이버 교육훈련 방

식을 도입하고, 국제원자력대학을 설립하는 등 지식보존체계의 구축과 이

를 통한 보다 많은 원자력인력양성에 기여함으로써 세계 원자력산업의 지

속적인 발전과 평화적 이용 확산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가

고자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IT 기술을 이용하

여 미래의 교육훈련방향과 방식으로 네트워킹, 사이버 연수, 멀티미디어 

등의 교육훈련기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지식보존과 전수의 중요성에 

대한 사전 홍보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많은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

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원자력 교육훈련에 대한 기술역량과 의

지, 그리고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전반에 대한 홍보 기회를 가짐으로써 

IAEA의 국제원자력인력양성사업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국

제원자력사회에서 원자력대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며, 앞으로 우리의 

원자력 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기여가 될 것이다.

제 2 절 연구개발 목적 및 범위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2003년 제47차 IAEA 정기총회 시에 우리나라와 



- 3 -

IAEA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원자력인력양성 프로그램의 

방향과 방법 및 비전을 담은 전시물을 제작, 전시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전시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IAEA와의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제 1 차 목적인 기술전시회 개최를 위하여 전시아이템으로써 “다음 세

대를 위한 원자력”을 주제로 하여 첫째, 미래지향적 인력양성과 지식관리

체계, 둘째, IT기술을 이용한 네트워킹, 사이버교육,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

를 활용한 교육훈련기법 등을 도출한다. 전시방법으로는 패널, 동 상 이

용 및 교육훈련기법의 시연으로 하 고, 전시물은 1차 제작하여 2003년 원

산/학회 연차 대회시에 시범 전시하고 이를 다시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

로 전시물을 제작하여 2003년 9월 IAEA 총회 시에 본 전시회를 개최한

다. 

   IAEA와는 전시아이템, 방법 및 전시장소 등 전시회 개최와 직접 관련

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와 협력을 추진하고 제시된 전시내용에 

대한 앞으로의 실시방안 등 미래지향적 인력양성체계에 대한 상호협력방

안을 도출한다.

제 3 절 사업 추진 체계 및 방법

   본 과제의 추진체계는 다음 (그림 1-1)과 같이 설정하 다.

연구참여자/국내전문가/IAEA     연구참여자/국내전문가     연구참여자/IAEA

(그림 1-1) 과제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미래지향적 원자력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  및 

지식기반구축체계 분석

    

 
 전시물 제작 및   

시연

 (문제점 보완,     

개선)

  ➡

전시회 개최

협력방안 도출

최종보고서

➡

전시아이템 및 방법 도출

➡

IAEA와의 협력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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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추진방법으로는 전시방법, 전시아이템 선정을 위하여 우선 국내 

원자력계 인사 및 IAEA에 재직 중인 한국인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하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 고, 둘째, 그동안 개최한 기술전시회 자료를 

분석하 다. 또한 기존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하여 미래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방향과 방법을 발굴, 제시하여 이를 전시내용에 포함시켰

다. 

   전시회는 2003년 4월 원산연차대회에서 시범 전시를 통하여 각계의 반

응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여 본 전시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두 번에 걸쳐 개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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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IAEA 공동협력 전시회 및 인력양성사업 현황

제 1 절 IAEA 기술전시회 개최실적

1. 기술전시회 개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역량 홍보, 국제사회에의 기여와 협력을 목적으로 

1997년 IAEA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본부에

서 제 1 차 기술전시회를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7차에 걸쳐 기술전시회

를 개최하 다. 1차∼4차, 6차 및 7차 전시회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5차 

전시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각각 주관하 으며 IAEA를 비롯한 

세계 각 국의 원자력계 인사들에게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 능력과 국

가적 관심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었다.

2. 기술전시회 개최 실적

   지금까지 기술전시회 개최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1> 한‧IAEA 기술전시회 개최실적 

회  차 기술전시회 주제 주관기관

제1차

(1997, 제41차)

IAEA 창립 40주년 기념 패널 전시회

“한국의 IAEA 기술협력사업 추진현황과 

미래 발전방향”

한국원자력연구소

제2차

(1998, 제42차)

표준형원전/다목적연구로/SMART

(패널 전시)
“

제3차

(1999, 제43차)

원자력발전소 및 핵연료기술자립

(패널/동 상 전시)
“

제4차

(2000, 제44차)

동위원소 생산 및 방사선이용분야 발전

과 미래 역할(패널/동 상전시)
“

제5차

(2001, 제45차)

IT를 이용한 원자력안전규제기술

(패널/동 상 전시)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제6차

(2002, 제46차)

한‧IAEA 기술협력 성과 및 APR1400 

개발 홍보(패널/동 상 전시)
한국원자력연구소

제7차

(2003, 제47차)

Atoms for the Next Generation

(패널/동 상 전시/교육기법 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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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IAEA 원자력 인력양성 협력을 위한 국내 

인프라의 확대

1. IAEA와의 원자력 교육훈련 협력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은 원자력 교육훈련 분야에서 1988년 

이전 까지 개발도상국의 입장으로 IAEA로부터 수혜를 받는 IAEA 전문가 

초청 연수사업을 수행하 다. 원자력 발전 기술자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전문가를 IAEA 전문가로 초빙하여 

국내 수강생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훈련을 추진하여 IAEA로부터 원

자력 기술자립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원자력발전 기술자립사업이 1980년

대 중반부터 활기를 띄면서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많은 

IAEA 회원국에서 관심을 나타내고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요청받았다. 이

에 따라 1988년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 연수원은 최초로 IAEA와 협력 

IAEA회원국 대상 기술공여 형태의 지역간 훈련과정을 개최하 다. 이 후 

매년 우리나라의 기술자립 경험을 후발 개발도상국에게 전수하기 위해 

IAEA와 협력하여 IAEA 지역간 훈련과정을 개최 하고 있다. 이 때부터 

시작한 지역간 훈련과정은 정부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한

국 국제 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IOWA)의 자

금지원을 받아 매년 개최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 발전용 원자로 및 핵연료 설계기술 확보와 함께 

성공적인 기술자립 사업의 추진으로 원자력 이용개발 분야의 R&D 능력

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함에 따라 IAEA는 기술 공여국으로의 역할 전환

과 함께 개발도상국 원자력요원 교육훈련사업을 확대하여 주길 요청하

다. 이에 따라 1995년 한국원자력연구소는 IAEA의 원자력요원 장학생 훈

련과 과학자 방문훈련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 다. 이와 발맞추어 

원자력연수원은 IAEA의 요청에 따라 IAEA 지역간 훈련과정과 워크숍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개발도상국 훈련생들에게 우리의 기술 능력을 소개

하고 전수하는 역할을 담당 하게 되었다. 이후 IAEA는 원자력연수원이 

수행한 IAEA 지역간 훈련과정 실적, 교육훈련장비/시설, 전문 강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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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제 연수관 신축계획 등 원자력 인력양성에 관한 협력의지를 높

이 평가하고 1997년 5월 ‘우수 국제연수원’ 인정서를 발급하 다. 동 인정

서 발급의 후속 조치로 1998년 11월 IAEA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과학기술부장관간에 IAEA 훈련과정 유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

다. 이 때부터 원자력연수원은 연간 1-2회의 IAEA 지역간 훈련과정 유

치 운 에서 4-5회로 확대 하게 되었으며 기관고유사업으로 원자력 국제

과정 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2002년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International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 INTEC) 설립 이

후 IAEA 지역간 훈련과정 유치가 연 10회 그리고 개발도상국 훈련생 200

명 규모로 국제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IAEA와의 원자력 교육훈련 협력이 확대되면서 1999년부터 개

도국 훈련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즉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과

정 개발’을 IAEA와 공동으로 착수하여 동 과정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훈련생에게 훈련과정을 제공하 다. 이어 2000년도에는 정부의 지원으로 

‘Nuclear Policy and Korean Experience: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문 교재를 IAEA와 공동개발이라는 형식으로 발간하 다. 

동 교재는 현재 IAEA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개발도상국에서 원

자력 기술개발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IAEA 지역간 훈련과정 유치 운 이 확대되면서 원자력연수원은 지역

간 훈련과정 평가 기법 개발, Electronic Outreach Network 등 RCA 

Project에 국가 Coordinator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IAEA는 원자력 연수

원과의 협력을 중요시 하고 IAEA가 추진 중인 지역간 훈련과정 운 의 

Out Sourceing 사업에 참여해 주길 요청하고 있다. IAEA 그리고 개발도

상국과의 원자력 교육훈련 협력은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자립된 원자력 기술의 해외 진출은 국내 원자력산업이 한 단계 도약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IAEA와의 원자력 분야 교육훈련 협력은 매우 중

요한 국가사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자력 R&D 능

력을 세계 속에 알리고 또한 원자력 산업 기술의 해외 진출의 교두보 확

보를 위해 IAEA 개발도상국 대상 지역간 훈련과정 유치사업은 확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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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일정 사업 수행 내용

1997년

 ○ 정부 INTEC 신축 사업 계획 예산안 확정

    - 총 70억원 규모

    - 설계 예산 2억원 1차 반

1998년
 ○ INTEC 설계 완료

 ○ IMF 향으로 INTEC 신축사업 보류

1999년
 ○ INTEC 신축 필요성 인정에 따라 36억원 규모로 

축소하여 사업 추진 재개

2000년
 ○ 건설 예산 6억 4천만원 정부 예산 반  집행

 ○ 설계 안 수정

2000년 10월 

 ○ INTEC 건설 착공

    - 연수동 : 지하 1층, 지상 2층, 총 1,980 평방미터

    - 숙소동 : 지상 2층 총 1,300 평방미터

2002년 1월

 ○ INTEC 건설 완공, 명칭 공모

    - 연수관 전체 : INTEC

    - 건물별 : 연수동(아토피아관), 숙소동(누리관)

야 한다.

      

2.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개관

   IAEA 그리고 개발도상국과의 원자력분야 교육훈련 협력사업이 확대되

면서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소를 미국 Argonne National Laboratory

(ANL), 독일 Karlsruhe 원자력연구소, 일본 원자력연구소의 연수원과 같

은 국제 수준의 지역간 원자력 연수기관으로 육성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원자력연수원은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신축사업을 착수하

다. 1997년 2억원의 정부 설계예산의 반 을 시작으로 2002년 1월 국제

원자력교육훈련센터 개관에 이르기까지의 사업 추진내용은 <표 2-2>과 

같다.

<표 2-2>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신축사업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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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강당(우남홀)   

2002년 

4월 17일

 ○ INTEC 개관 공식 행사

    - IAEA 사무차장, OECD/NEA 사무국장, 주한 필리핀 대

      사 등 외교사절 참가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는 연수동인 아토피아관과 숙소동인 누리관으

로 나누어져 있다. 연수동은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로 건평 1,880 평방미

터(약 630평)로 국제회의, 세미나 및 훈련과정을 개최할 수 있는 강당, 대, 

소회의실 및 중, 소 강의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시 통역설비, 각종 시청

각 설비, 사이버 교육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숙소동은 지상 2층 건물로 

연건평 1,300평방미터(약 417평)으로 3개방 형태의 콘도미니엄 타입으로 

총 8실로 48명의 외국인 훈련생을 수용할 수 있다. 숙소동 내부에는 취사

실, 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장이 있고 냉장고, 세탁기, 인터넷이 가능한 PC, 

TV 등의 설비를 갖추었다.

 (그림 2-1) 국제원자력 교육훈련센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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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연수동 아토피아관 전경

(그림 2-3) 숙소동 Nuri 관 전경

3. IAEA 훈련과정 유치 현황 및 실적

   원자력연수원에서 1988년부터 2002년까지 개최한 IAEA 지역간 훈련과

정 개최실적은 <표 2-3>와 같다. 1988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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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개발도상국 요원 대상 국제과정 개최 실적

연도 과 정 명
수강

대상

수강

인원 

비

고

1999

1) IAEA/RCA Nuclear Power Projec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Asia & pacific

(10 Countries)
49

2) IAEA/RCA Nuclear Power 

Pre-Project Activities and 

Manpower Develop.

Asia & pacific

(9 Countries)
17

3) IAEA/RCA Non-Destructive Testing 

and Evaluation of NPPs

Asia & pacific

(8 Countries)
10

4) IAEA/RCA Industrial Application of 

Non-Destructive Testing & 

Evaluation

Asia & pacific

(10 Countries)
31

5) IAEA Interregional Training Course

on Strengthening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All Regions

(16 Countries)
27

6) IAEA/RC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and Application

Asia & pacific

(8 Countries)
17

7) IAEA Group Training on System 

Technology of NPPs

China

( Q i n s h a n 

NPPs)

8

8) IAEA Group Training on Simulator China 8

IAEA 지역간 훈련과정을 개최하 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1998년까지 

년 3-4회 IAEA 지역간 훈련과정을 개최하 다. IAEA와 훈련과정 유치에 

관한 협력이 강화된 이후 유치회수가 점차 증가되어 2001년 INTEC을 개

관한 이후 연 10회 규모로 IAEA 훈련과정을 유치하고 있다. 

   IAEA의 요청에 따라 199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원자력 발전 사업 관

리와 비파괴 검사기술 분야 훈련과정을 운 하 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발전로설계분야로 확대되었다. 2000년대 들어 원자

로 및 핵연료 기술, 연구용 원자로 이용, 페기물관리, 방사선 방호, 방사선 

동위원소 산업적, 의학적 이용등 원자력 이용개발 전 분야에 걸쳐 지역간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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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i n s h a n 

NPPs)

9) IAEA/RCA System Technology for 

NPP

Asia & pacific

(8 Countries)
21

10) IAEA/RCA Physical Methods for 

Tracer Technology(Ⅰ)

Asia & pacific

(8 Countries)
10

11) IAEA/RCA Physical Technology 

for NPP(Ⅱ)

Asia & pacific

(8 Countries)
7

12) IAEA/RCA ISO-25, QA/QC for 

Environmental Analysis

Asia & pacific

(13 Countries)
24

13) IAEA/RCA WASP-Ⅳ
Asia & pacific

(9 Countries)
19

14) IAEA/RCA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Nuclear Power 

Project

Asia & pacific

(10 Countries)
14

15) IAEA/RCA Manintenance of NPP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Asia & pacific

(5 Countries)

16) Training Course for Thai Nuclear 

Executives
Thailand 19

17) IAEA/RCA Comparative 

Assessment of Nuclear Power & 

Other Energy Sources in Support 

of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Asia & pacific

(10 Countries)
27

18) IAEA/RCA Externalities Associated 

with Electricity Generation 

Concepts & Estimation

Asia & pacific

(10 Countries)
21

19) IAEA/RCA Disposal of Low & 

Intermediate Level Waste with 

Emphasis on Non-power Sources

Asia & pacific

(12 Countries)
23

20) IAEA/RCA Cooperation for Nuclear 

Power Planning with Emphasis on 

Strategies for Localization, 

Standardiz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Asia & pacific

(9 Countries)
15

21) IAEA/RCA Factors to be 

Considered in Choosing the Nuclear 

Power Option

Asia & pacific

(9 Countries)
16

22) IAEA/RCA QA in Production of Asia & pacific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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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pharmaceuticals (8 Countries)

23) IAEA/KOICA System Technology 

of Nuclear Power Plants

Asia & pacific

(8 Countries)
18

24) IAEA Safeguards on the 21st 

Century

Asia & pacific

(23 Countries)
25

2000

25) IAEA/RCA Workshop for National 

Coordinators in Energy & Planning
Asia & pacific 15

26) IAEA/RCA Training Course on 

Digital Industrial Radiography
Asia & pacific 15

27) Workshop on "IAEA Safeguards" Asia & pacific 12

28) IAEA/KOIC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Reactor Technology
Asia & pacific 20

29) UNDP/RCA/IAEA Training Course 

and Demonstration on Radio Tracer 

Technology for Waste Water 

Treatment Plants

Asia & pacific 20

30) IAEA/RCA Training Course on 

Thermal Hydraulic Analyses of 

Research Reactors

Asia & pacific 15

31) IAEA/RCA Workshop on Radiation 

Protection Principles Applied to 

Waste Management

Asia & pacific 15

2001

 32) Seminar on Nuclear Energy Policy 

and Nuclear Power Project 

Mangement for Vietnam Nuclear 

High-Level Decision-Makers

11

33) IAEA Regional Workshop on 

Neutron Monitoring and Dosimetry
6

34)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Use of Agency's Methodologies 

and Tools in Greenhouse Gas 

Abatement Studies

21

35) IAEA Regional Workshop on 

Neutron Beam Researches 
17

36)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of Research Reactor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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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 Small Nuclear

Facilities

39) IAEA/RCA Regional Training 

Workshop Atmospheric Chemistry and 

Transport

18

40) KOICA/IAE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lanning and Project 

Mangement for Middle-Level 

Managers

20

41) IAEA/RCA Regional Workshop for 

Project Assessment on Isotope 

Application for Improved Drinking 

Water Resources Mangement

18

42) The 3rd FNCA Workshop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Nuclear 

Field

24

2002  

43)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105

44) Workshop on IAEA Safeguards 9

45) Seminar on Nuclar Energy Policy and 

Nuclear Power Project Mangement for 

Vietnam Nuclear High-Level

Decision-Makers

5

 46) KOICA/IAE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lanning and Project 

Mangement for Middle-Level 

Managers

18

 49) IAEA Workshop on accident 

Management and Emergency Response 

for Research Reactor

32

 50) IAEA Workshop on Upgrading of 

Training Facitities/Capabilities
14

 51) IAEA Workshop on security and 

Safety
43

 52) 베트남 연수생OJT(원자력 정책, 원자력 

안전해석,열수력학 해석분야)
3

계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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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는 개관 이래 총 116회의 각종 국내외 행사를 

유치하고 행사참가 및 관련자 678명이 투숙하는 실적을 이루었다. 자세한 

운 실적은 다음 (그림 2-4)과 (그림 2-5)와 같다. 

(그림 2-4) 아토피아관 행사 회수

2002 아토피아관 행사회수

18

5

71

9

13

국제행사

IAEA RCA Workshop

외부기관

소내행사

연구소지원

총116회

(그림 2-5) 누리관 국가별 참가인원 

누리관 국가별 참가인원

54
18

32

21

354

20
11
20
11
16
16
14

91

China

India

Indonesia

Japan

Korea

Pakistan

Philippines

Russia

Thailand

U.S.A

Uzbekistan
Viet Nam

The others

           The others

 Argentina:1   Armenia:2
 Austria:4    ii Bangladesh:7
 Belarus:2      Braz il:8
 Bulgaria:1     Canada:2
 Dutch:1        Egypt:3
 England:2     Filand:2
 France:7    ii Germany:3
 Hungary:2     Iraq:1
 Israel:1      ii Italy:1
 Lithuania:1    Macedonia:1
 Malaysia:8  ii Mongolia:5
 Myanmar:2  ii Norway:2
 Poland:1      iiRumania:3
 Slovakia:7    iiSlovenia:1
 Sri Lanka:2   iiUkraine:4
 United Kingdom:4

총 6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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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는 우선적으로 원자력연구소의 국제행사(훈련

과정, 워크숍, 세미나, 각종 회의)에 활용되지만 그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

하여 원자력연구소 뿐 만 아니라 연구소 울타리 안에 있는 원자력기관(한

국 전력기술 주식회사 원자로설계단, 한수원 원자력환경기술원, 한전원자

력연료주식회사)의 행사에도 개방하고 있다. 이 센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원자력연수원 홈페이지(www.kntc.re.kr)에서는 INTEC에 관한 교

육과정 및 시설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는 기존에 실시하던 IAEA의 지역훈련과정을 

IAEA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연간 10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 할 계획이

며,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 산업체 등이 개발도상국 원자력사업 진출을 위

해 개도국의 기술요원 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출 예정

이다. 아울러 1988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매년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분야 연수과정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현재 IAEA는 기

존 과정의 운 과 더불어 행정업무의 일부를 회원국에 위탁하는 

outsourcing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의 수용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또한 동 센터의 준공을 계기로 원자력 분야의 일반 국제회의, 워크숍, 

자문위원회, 전문가회의와 국제학술회의 등의 적극적인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 및 안전성분야, 비파괴검사기술분야, 하나로를 이용한 

동위원소 응용기술 및 기타 원자력 응용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기술교육과

정을 개발하여 이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가 IAEA의 아시아·태평양지역 교육훈

련센터로써 위치를 확고히 함은 물론, 베트남, 중국 등과의 양국간 협력, 

FNCA(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 등 지역간협력, 기타 원

자력선진국과의 협력을 위한 원자력종합교육훈련센터로써의 역할과 기능

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IAEA의 국제원자력대학 설

립사업 국내유치의 기반시설로도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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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IAEA 원자력 지식관리 정규사업 협력

1. IAEA 원자력 지식보존과 계승

   2002∼2003년도 IAEA D.4(원자력 과학기술에서의 지식 보전) Project

로 추진된 “원자력 지식관리사업”의 목적은 회원국들이 원자력 기술의 이

용에 따라 축적된 지식을 다음 세대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에서는 제 1 세대 원자력 

전문 인력의 정년퇴직 증가와 젊은 이공계 과학자의 원자력 계 종사기피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새로이 부각되는 문제

점에 대한 회원국간의 이해와 토의를 위해 IAEA는 2002년 6월 비엔나 

IAEA 본부에서 회원국 산․학․연 고위 원자력 지식관리회의를 개최하

다. 

   동 회의에서 회원국 대표들은 원자력 지식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

고 안(Recommendation)을 채택하 다.

  (1) 다음 세대를 위해 원자력 지식관리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원자력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원자력 지식관리를 위해 ‘기초 원자

력 과학’, ‘원자력 기술’, 엔지니어링과 운 ‘ 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원자력 지식보존은 정부, 산업체, 대학, 국제단체가 참가하여야 하며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4) 젊은 과학자와 전문가를 원자력계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기술반전의 비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IAEA는 원자력 인력계승을 위한 필수요소는 원자력 교육훈련의 

지속성이라는 것에 확신을 하여야 한다.

  (6) IAEA는 원자력 지식보존 활동에 필요한 활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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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6개 권고안을 바탕으로 회원국 대표들은 IAEA가 수행 가능

한 18개 활동 안을 제시하 으며 상위 6개 활동에 대해 IAEA가 사업 추

진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안하 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자력 지식 Potal 형태로 기존 원자력 

데이터와 정보기지를 종합.

  (2) 기존 활동의 협력범위에서 회원국들의 원자력교육훈련을 위한 

연구, 교육 관련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 촉진.

  (3) 원자력 지식 보존에 관한 지침서 개발.

  (4) 목표를 가진 지식보존 프로젝트 수행.

  (5) 원자력 과학기술의 이익 사회의 일반 지식을 향상할 수 

있는 Outreach 활동 설계 및 수행.

  (6) 대학 네트워크 구성과 같은 국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학원 

수준의 원자력 커리큘럼 개발 촉진.

   이와 같은 IAEA 주동의 국제 원자력 지식관리회의 개최에 이어 IAEA

는 2002년 9월 정기 총회에서 원자력 지식관리 사업추진의 결의안을 채택 

(GC946)/RES/11)하 으며 특히 원자력 지식보존의 정보화 사업과 함께 

지역간 원자력 교육훈련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 다. 동 결의안을 근거로 

IAEA는 2004-2005년도 C.3 '원자력 지식관리‘ 사업을 정규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다. 

   원자력 지식관리와 관련 한국은 원자력 지식관리 고위 담당자 회의 그

리고 IAEA 정기 총회에서 원자력 지식관리에 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IAEA가 주도하는 국제 원자력대학 네트워크 설립을 제안하 으며 구체적

인 추진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

력연수원은 국제원자력대학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제안서

를 생산 IAEA등 이 주관하는 국제회의에 발표하여 회원국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IAEA는 제반 사항을 고려 국제원자력대학 네트워

크 구축의 선행 조치로 유럽의 European Nuclear Enginnering Network 

(ENEN)과 같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원자력 교육훈련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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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 다. AEA는 이 사업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

하 다. 원자력연수원은 IAEA와 협력하여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ANENT) 제안서를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위한 준

비 회의를 한국에 유치하 다. 한국이 여러 차례 제안한 국제원자력대학 

개념을 구체화하여 World Nuclear University(WNU) Network을 구축하

다.  WNA는 WNU가 주도하는 사업이며 IAEA는 이에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의 INU는 ENEN, WNU 및 미래의 국

제 네트워크들이 개념적으로 총괄된 형태의 것으로 보고 있다. 

2. IAEA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공동연구 및 제안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자력기

술의 보존과 지속적인 원자력이용개발을 위해 회원국들의 원자력 교육훈

련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국제원자력설립 타당성연구사업의 주도적인 추

진을 위해 금년도 5월 11일부터 2002년도 5월 10일까지 한․IAEA 국제원

자력대학(International Nuclear University, INU) 설립 타당성 연구 과제

를 수행하 다. 동 과제 추진에 따른 결과물을 바탕으로 IAEA의 요청에 

따라 금년 7월말 한국 측 제안서를 IAEA에 제출하 다. 이울러 IAEA의 

요청과 초청으로 원자력연수원은 IAEA를 방문하여 한국 측 제안서를 금

년 9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IAEA에서 발표하 다. 원자력연수원이 

제출한 IAEA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 과제 제안서 내용은 아래

와 같다.

가. IAEA 국제원력대학 설립 기본계획(안)

(1) INU 설립 필요성 및 배경

   IAEA 회원국들은 기존 원자력 전문 인력의 노령화와 젊은 과학기술 

인력의 원자력계로의 신규 종사자가 현격히 감소되고 있는 사실을 우려하

고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속성과 기술의 유지보존

은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와 전문지식의 질에 의존하는 것이다. 

   기술의 연속성과 유지보존은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통하여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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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범세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세계적

인 원자력 산업의 침체로 우려한 전문 인력의 유지 보존이 세계기후 협약, 

미국의 New Energy Policy 등 다시 맞이하게 될 원자력 중흥 기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여러 차례 IAEA 

과학자 포럼, 총회 등 기타 국제사회에서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 인력의 수

급 불안 현상 특히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원자력 지식과 인력의 불균형 그

리고 젊은 세대들의 원자력계로의 종사 기피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 다. 또한 IAEA는 2002-2003년도 

원자력과학기술 지식 보존 사업의 하위프로젝트로 회원국들의 원자력과학

기술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International School for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설립 타당성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국은 IAEA가 International School for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설립 타당성 연구를 착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환 하며 동 

School이 한국이 제안한 INU와 연계하여 추진되길 희망하 다. 국제적으

로 회원국들의 원자력 전문 인력양성을 혁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대안으로 국제원자력대학(INU) 가 전문인력, 교육훈련자료, 정보시스

템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IAEA가 중심이 되어 설립될 수 있도록 검토

되길 바란다.  또한 한국은 관심 있는 회원국의 많은 참여로 범세계적인 

새로운 개념의 INU 설립 타당성 연구에 IAEA와 공동 노력코자 하며 한

국이 제안하는 INU 설립 기본계획안을 제시하 다.

(2) INU 설립목적

   세계 기후 협약, 미국 새로운 에너지 정책,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신규 

원자력 발전사업 도입 추진계획 등 향후 예상되는 원자력 증흥기를 대비

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범세계적으로 원자력기술의 평화

적 이용과 회원국들의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을 촉진

코자 한다.

      ○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회원국간의 원자력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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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 기술 개발의 연속성 유지 그리고 지식의 유지보존과 

지속적인 발전 촉진

      ○ 첨단 기술과 원자력 기술의 접목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국제적인 

기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원자력계로의 신규종사 창출

(3) IAEA 기술협력과 국제원자력대학의 기본개념

      ○ IAEA 회원국들의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전문인력, 교육훈련자료, 

기술협력 과제, Business Collaboration System 등의 인프라를 

범세계적인 원자력 과학 기술 지식 유지보존 및 기술증진과 회원

국들의 원자력기술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촉진

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Mechanism 도출

         - IAEA와 회원국의 연구소, 교육훈련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구

축을 통한 전문기술인력 활용의 극대화 및 인력양성 상호지원

체계 확보

      ○ 원자력과 첨단과학기술의 접목으로 젊은  과학기술자들에게  국

제적으로  R&D능력함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구심적  확보

           - IAEA 기술협력 프로그램과 연계한 국제적인 공동 R&D 연구촉

진과 교육훈련 기회 제공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훈련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터넷과 위성을 활용한 다양한  원자력  과학기술의  교

육훈련  기회  제공  및  원자력  과학기술의  국제적인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가상공간  제공

          - 원활한 원자력 과학기술의 학습능력 함양과 다양한 정보 및 

교육훈련 기회공유로 IAEA 기술협력 추진

(4) 국제 원자력 대학과 Cyber 원자력 교육 훈련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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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훈련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기법의 도입

         - 기존의 대학교육, 산학연 연계교육에 Cyber 교육시스템 도입

으로 효율적인 교육훈련 환경 구축

(그림 2-6) 교육훈련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기법의 도입

(5) 국제원자력대학의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방안

      □ 국제 원자력 대학의 네트워크 구축방안

         ○ 기본개념

            - IAEA 기술협력과제, 전문인력, 교육자료, Business 

Collaboration  System 등의 활용 극대화

            - 회원국 연구소, 연수기관, 대학의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교육 자료의 공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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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시설, 장비 활용 및 정보통신기술 보유국(한국) 활용 

극대화

         ○ 네트워크 구축(안)

(그림 2-7) 국제 원자력 대학의 네트워크 구축방안

  

    □ 국제원자력대학의 System(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 기본개념

          - IAEA 등 국제기구와 회원국들이 보유한 전문인력, 교육프로

그램, 교육자료, 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극대화

          - 정보통신, 인터넷 방송 및 위성방송을 활용한 On-Line 

교육훈련용 멀티미디어 및 디지털 교육자료 회원국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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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

          - 기타 필요 On-Line 원격 교육 시스템과 장비(H/W)등은 

IAEA 등 국제기구 회원국들, 그리고 관심 있는 산업체와 공

공기관의 특별기여자금으로 확보

       ○ 인프라 구축(안)

(그림 2-8) 국제 원자력 대학의 인프라 구축방안

  

(6) 국제원자력대학의 운  방안 및 협력체계(안)

      □ Education Faculty의 구성원칙

         ○ 교수직 구성은 IAEA 등 국제기구와 회원국의 현직 또는 

퇴직 전문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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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기술협력사업과 Education Faculty간의 접한 관계

         ○ INU 본부에 사무국을 두며 Education Faculty의 전반적인 

운 권한부여

         ○ 회원국 연구소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전문 인력보유 유무와 

교육 및 과제 수행 능력을 감안하여 전공분야별 Education 

Faculty 지부 다수 설치  INU 본부와 교육훈련 및 과제 등 

공동수행

      □ INU 운 체계

 (그림 2-9) INU 운영체계

  

      ① A World Council of Nuclear Education: IAEA가 중심이 되고 

회원국들과 특별기여금을 제공한 단체로 구성된 대학의 주요활동

을 결정하는 이사회

      ② IAEA 사무총장: IAEA 기술협력사업과 INU 대학교육의 접한 

관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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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INU 총장: 이사회에서 선임된 대학운 ․관리 책임자

      ④ INU 운 위원회: INU 총장의 대학운 ․재정․교무․학사관리 

등의 의사 결정 협의체 및 자문기구

      ⑤ INU 사무국: 대학 일반 행정, 교무, 학사, 재정 등의 행정 및 

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총장 보좌기구

      ⑥ 교수부(Faculty): 총장과 대학운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공분야별 

대학학과 또는 학과 교수부 

(전임 교수요원과 방문교수요원으로 구성)

      ⑦ 회원국 Faculty 지부: 전 세계적으로 회원국의 우수 연구소 및 

훈련기관을 Faculty 지부로 지정하여 INU Faculty와 대학 교육

프로그램 공동운

      ⑧ 국제 교류 협력국: 회원국간의 원자력기술의 정보공유, 기술교류, 

인력교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학생, faculty, 교수요원들이 수

행하는 과제 관리, 특별 국제회의, 세미나 등 기술․인력 교류 촉

진 업무 수행(IAEA과제 및  IYNC 활동 연계사업 포함)

      ⑨ Distance Learning Center(원력사이버교육센터): 교수부에서 운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원격사이버교육과정

으로 인터넷 또는 위성방송 교육을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구축 

운 하는 사이버교육센터

      □ INU 설립 추진 

         ○ IAEA가 중심이 되어 INU 설립 타당성 연구 및 커리큘럼 개

발을 위한 2002∼2003년 IAEA 프로젝트로 기술자문위원회 

발족

         ○ 한국 등 관심 있는 회원국들의 전문가로 구성된 

IAEA 기술자문위원회 멤버로 활용 INU 설립 마스터플랜 생

산

         ○ 2004년 원자력 연구개발 활동정도와 수준, 교육시설, 장비 등

을 고려한 INU 설립 최적 국가(한국 등)와 INU Faculty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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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선정 INU 운  세부 실천계획안 생산

            - A World Council of Nuclear Education(이사회) 구성

            - INU 총장 선임 및 조직 구성

            - Faculty 교수진 확보, 학사프로그램

            - Distance Learning 시스템 및 디지털 교육자료 확보

            - 회원국 Faculty 지부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 2005년 INU 발족

(7) 국제원자력대학의 과정 및 커리큘럼 개요

      □ 국제원자력 대학의 학위/교육․훈련프로그램

         ○ 학위과정(Master Degree, Ph. D Degree)

            - 석사학위과정(2년)

            - 박사학위과정(3년)

            - 박사논문학위과정(3년)

         ○ 전문석사학위과정

            - Graduate Diploma 과정(1년)

            - 산업체 Diploma 과정(6개월∼1년)

         ○ 특별 단기 교육․훈련프로그램

            - 단기 Certificate 수여(IAEA 단기 교육과정과 연계)

            - 특별단기기술교육과정

            - 과제 수행과 연계한 단기교육

            - 단기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 전문가들을 위한 특별 단기 워크숍, 세미나

            - 동․하계 학생 단기 교육과정 등

         ○ 연구과제 프로그램

            - 학생, Faculty, 교수요원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 국제원자력대학의 학생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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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회원국, 특별기여 단체의 장학금 수혜자(전체의 3/5)

         ○ 산업체 연계 장학금 수혜자(전체의 1/5)

         ○ 일반 학생(전체의 1/5)

      □ 국제원자력대학의 학부 및 커리큘럼 개요

         ○ School of Nuclear Policy and Energy planning

            - National Development and Energy Policy

            - Energy Planning

            - Economics of Nuclear Power

            - Nuclear International Policy and Safeguards

         ○ School of Nuclear Power Engineering

            - Nuclear Power Technology

            - Nuclear Power Engineering 

            - Reactor Design

            -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

         ○ School of Nuclear Safety

            - Nuclear Engineering Safety

            - Nuclear Operational Safety

            - Nuclear Safety Assessment

            - Nuclear Regulation and Codes to Standards

         ○ School of Safeguards

            - Strengthened Safeguards

            -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facilities

         ○ School of Radiation Profection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 Radiation Protection

            - Utilization of Radioisotope

            -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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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hool of Advanced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 Advanced Nuclear Physical and Chemical Science

            - Radiological Biology and Advanced Biology Technology

            - Nuclear Medicine and Human Health

            - Nuclear Data and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 Nuclear Techniques in Food and Agriculture

            - Utilization of Research Reactor for the Advanced 

Technology

            - Advanced Environment Technology

         ○ Center for Cyber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 Distance Learning Programs

            - Web(Internet) Bas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 Satellite Education Programs

   이상과 같이 한국이 IAEA에 제안한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추진사업은 

2002년 6월 IAEA 공위 원자력 지식관리 회의에서 참가자들의 호응과 제

안으로 9월 IAEA정기 총회에서 원자력 지식관리 결의안 채택으로 이어졌

다. 동 결의안에 주요 활동의 하나로 아시아 지역 원자력교육훈련 기간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착수되었으며 동 사업 준비회의를 2003년 7월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이 유치하여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 다. 

또한 우리가 제시안 INU 설립 제안서는 IAEA와 World Nuclear 

Association 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세계원자력대학(World Nuclear 

University, WNU) 설립 추진사업으로 성사되어 2003년 9월 WNA 정기총

회에서 WNU 사업 발족식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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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과 에너지 Forward

원자력기초이론 Planning of Nuclear Power Program

핵연료개론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방사선안전관리 Special Aspects and Consideration

에너지와 환경 Abbreviation

원자력과 경제 Special Lectures

원자력품질보증 Nuclear Power Reactor Technology

RI 핸드북

신핵연료기술

제 3 장 미래 원자력인력양성을 위한 지식관리체제 구축

제 1 절 사이버 교육훈련 기법

1. 사이버 교육훈련 시스템

   원자력연수원에서는 2000년도부터 웹 기반의 사이버연수관리시스템을 운

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멀티미디어 코스웨어 시스템

   텍스트와 그래픽이 혼용되어 제작되는 멀티미디어 교재는 기존의 오프라

인 교재와는 달리 오디오, 비디오 및 그래픽 상태의 내용을 학습자에게 전달

함으로써 학습자는 교수자의 도움 없이 학습자 중심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

며, 또한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연수

원에서는 그림 5와 같이 “Nuclear Power Project : Policy and Korean 

Experience" 문교재 1본과 ”원자력과 에너지“ 등 국문 13본을 개발하여 학

습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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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멀티미디어 코스웨어 시스템

핵연료물질취급기술 

용어사전 

한국형 표준원전 계통 실무 

PSA와 위험도 정보 활용 개론 

:: 공개 연수 과정 ::

::  NO.1 MS-Office, Internet 활용 교육 (Internet Explorer에서 실행)

:: NO.2
문기술보고서 작성기법 (RealPlayer (ScreenWatch) 에서 실행)

 The Grammar of Emphasis   The Grammar of Concision

:: NO.3 원자력의 신비 (RealPlayer (ScreenWatch)에서 실행)

:: NO.4 인간, 에너지, 원자력 (초 중학생 대상) (RealPlayer (ScreenWatch) 에서 실행)

:: NO.5
원자력장비 품질보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미국의 동향)
(RealPlayer (ScreenWatch) 에서 실행)

:: NO.6 EXCEL 중급 활용 교육 (RealPlayer (ScreenWatch) 에서 실행)

:: NO.7 Windows2000 활용 교육 (RealPlayer (ScreenWatch) 에서 실행)

:: NO.8
Agenda GASFLOW Workshop Overview 
(RealPlayer (ScreenWatch) 에서 실행)

:: NO.9 방사선개론 (RealPlayer (ScreenWatch) 에서 실행)

나. 사이버연수시스템

   사이버연수시스템은 교수자의 강의화면과 강의노트로 구성 및 제작하

여 웹을 기반으로 하여 원자력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운 되고 있으며 제작 

시스템은 강의실 고정 시스템과 이동식 제작시스템 2종을 구비하여 제작하

고 있다. 한편 제작된 컨텐츠는 강의 내용에 따라 (그림 3-2)와 같은 공개연

수과정과 (그림 3-3)와 같은 방사선안전관리 등 수강신청이 필요한 7개 과정

이 제작되어 운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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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공개연수과정 메뉴

::  NO.10 방사선과 방사능방재 (RealPlayer (ScreenWatch) 에서 실행)

:: NO.11
원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와 위험도 관리 기초
(RealPlayer (ScreenWatch) 에서 실행)

:: NO.12
Communication with Media and the Public
(RealPlayer (ScreenWatch) 에서 실행)

:: NO.13
Radiological Emergencies
(RealPlayer (ScreenWatch) 에서 실행)

:: NO.14
JANUS Reactor Decommissioning Case Study
(RealPlayer (ScreenWatch) 에서 실행)

:: NO.15
Safety Guidance on Waste Management and Health and Safety Aspects
(RealPlayer (ScreenWatch) 에서 실행)

:: NO.16
IAEA-KAERI Workshop on Improvement of Safety and Economics of NPP Operation and 
Maintenance (Key Risk Concepts)
(RealPlayer (ScreenWatch) 에서 실행)

:: NO.17
Safety & Economy
(RealPlayer (ScreenWatch) 에서 실행)

:: NO.18 IAEA KM 동 상자료

 

(그림 3-3) 수강신청이 필요한 사이버연수과정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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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현실 교육 훈련 기법

 

가. 가상현실 시스템 개요

   가상현실은 현실에 구애 받지 않고 상상의 세계를 현실과 같이 만들어

내며 인체의 모든 감각기관(눈, 코, 입, 귀, 피부)이 가상으로 창조된 세계에 

몰입됨 으로써 시연자 자신이 바로 Cyber Space의 공간이며 직접적인 체험

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의 모든 것은 서로 상호작용적인 관계에 있다. 즉 실

제 환경과 유사 하게 만들어진 컴퓨터 모델 속에 들어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같은 감각 들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을 체험하고 대화식 으로 정보

를 주고받는 것이 가상현실 이다.  가상현실의 특성으로는 첫째, 3차원 데이

터를 입체의 가상공간으로 만들어 설계자가 직접 그 공간상에 들어가 Real 

Time Walk-Through하면서 잘못된 점을 바로 수정하여 정확한 설계를 할 

수 있다. 둘째, 현실 상황에서 두 눈을 갖고 사물을 보듯이 입체의 상을 

전달함과 동시에 물체의 특성을 대화식 으로 바로 변경하거나 물체를 잡아

서 다른 위치로 움직일 수 있고 3차원 입체 음향을 공간상의 위치에 따라서 

구현할 수 있으므로 현실 상황에서 느끼는 것 같은 사실감을 줄 수 있다. 셋

째, 실제의 공간 또는 물품을 만들어야 경험해 볼 수 있는 분야, 위험성이 

있어 실제 공간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 없는 분야(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에서 

로봇 제어 작업), 실제로 연습해 보기 어려운 분야(병원, 항공기 및 전차훈

련),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야를 가시화하는 분야, 예를 들면 분자 및 DNA 

구조를 시각화하는 분야나 자현현상, 우주탐험, 해저탐험 로봇의 제어 등 가

상현실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제어를 하거나 훈련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비행 시뮬레이션 분야에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값

비싼 전투기를 조종하기 이전에 연습비행을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할 수 

있으며 위험상황인 공중전까지도 실제상황과 같이 연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분야는 비용의 제약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퍼 컴퓨터를 사용하

여 이미 실용화가 된 분야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가상현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VRML(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이라는 가상현실 모델언어를 사용하여 만들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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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입체를 표현한다. VRML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물체를 화면에 표시

하는 일은 이러한 모델을 구성한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의 PC에서 담당한다. 따라서 VRML을 사용할 경우 매우 복잡한 구조물에 

관한 정보도 인터넷과 같이 비교적 대역폭이 좁은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나.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가상공간의 3차원 물체를 생성, 편집하는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와 가

상시스템의 구성요소(입출력장치,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등)를 통합, 제어, 관

리하는 가상응용개발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다.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

는 가상세계를 구성하는 3차원 물체를 생성, 편집할 수 있다. 가상응용 개발 

소프트웨어는 가상현실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수행 한다.

3. 국내 원자력교육훈련 네트워크(KN-Net) 모형 구축

가. 원자력교육 네트워크 개요

   원자력연수원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교

육훈련 방식을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과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구축 운  중에 

있다.  

   특히 국내 인터넷 망의 인프라는 세계 수준으로 국내 원자력 관련 기관

의 경우 홈페이지 구축은 물론 다양한 사이버교육시스템을 운 하고 있다. 

원자력교육네트워크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각 원자력기관에서 보유하

고 있는 원자력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원자력 관련 전문가 양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원자력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기반을 제

공해 줄 수 있다.



- 36 -

나. 국내 원자력교육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안)

(1) KN-Net 대표 홈페이지 개설

   국내 원자력 관련 기관에서는 개발될 KN-Net 대표 홈페이지 서버와 

연결하여 기 보유 원자력 지식정보 및 교육훈련 정보를 자동으로 대표 홈페

이지 서버에 공유함으로써, 가입된 모든 원자력 관련기관에서는 쉽게 교육을 

포함한 원자력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아시아원자력교육네트워크

(ANENT)와 공유되어 아시아 각국에서 제공하는 원자력 교육 관련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림 3-4)에 KN-Net 대표 홈페이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3-4) KN-Net 대표 홈페이지 예시 

(2) 원자력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내 각 원자력 관련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교육훈련 정보 및 

기타 지식정보는 (그림 3-5)와 같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며, 각 

기관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된 각종 자료를 신속히 서비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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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NT
정부기관

산

업

체

KN-Net
단

체실시간

원격

교육

시스템

지식관리

데이터베이스

VOD

서비스

대학 병원 연구소

 

(그림 3-5) 원자력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3) VOD 서비스

   원자력 관련교육, 세미나, 워크숍 및 화상회의 등을 디지털카메라에 

녹화하여 사이버교육시스템에 게시한 후 사용자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한다.

다. 국내 원자력 관련기관 조사 내용

   국내에서 활동 중인 원자력 관련 기관으로는 정부, 연구기관, 대학교, 

산업체, 병원 및 단체로 분류 할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기관

   - 과학기술부(www.most.go.kr) 원자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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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www.mocie.go.kr) 자원정책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www.pacst.go.kr)

(2) 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소(www.kaeri.re.kr)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www.kins.re.kr)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www.kistep.re.kr)

   - 에너지경제연구원(www.keei.re.kr)

   - 신형원자로연구센터(www.nuclear.kaist.ac.kr/carr)

   - 고등기술연구원(www.iae.re.kr)

   - 한국전력연구원(www.kepri.re.kr)

(3) 산업체

   - 한국전력공사(www.kepco.co.kr)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www.khnp.co.kr)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www.kopec.co.kr)

   - 한전기공주식회사(www.kps.co.kr)

   -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www.knfc.co.kr)

   - 가나물상(www.ganaco.co.kr)

   - 건화 E & I (www.kunhwaei.co.kr)

   - 대림산업(www.dic.co.kr)

   - 대아건설(www.daeaconst.co.kr)

   - 대우건설(www.dwconst.co.kr)

   - 두산중공업(www.dhic.co.kr)

   - 삼성물산(www.secc.co.kr)

   - 삼 검사엔지니어링(www.samyoung.co.kr)

   - 삼창기업(www.samchang.com)

   - 상지상사(www.sangjie.co.kr)

   - 신한과학(www.shin-han.com)

   - LG건설(www.lge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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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카이텍(www.kaitec.co.kr)

   - (주)한국공업엔지니어링(www.hiendt.co.kr)

   - 한빛파워서비스주식회사(www.hanvitpower.co.kr)

   - 현대중공업(www.hhi.co.kr) 

   - 효성중공업(www.hyosung.co.kr)

 

(4) 대학교

   - 경희대학교(www.kyunghee.ac.kr) 원자력공학과

   - 서울대학교(www.snu.ac.kr) 원자핵공학과

   - 제주대학교(www.cheju.ac.kr) 에너지공학과

   - 조선대학교(www.chosun.ac.kr) 원자력공학과

   - 한국과학기술원(www.kaist.ac.kr)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 한양대학교(www.hanyang.ac.kr) 원자력공학 전공

(5) 병원

   - 원자력의학원(www.kcch.re.kr)

   - 국립암센터(www.ncc.re.kr)

(6) 학회/협회/단체

   - 한국원자력학회(www.nuclear.or.kr)

   - 한국원자력산업회의(www.kaif.or.kr)

   - 한국원자력문화재단(www.knef.or.kr)

   -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www.ri.or.kr)

   - 대한핵의학회(www.ksnm.or.kr)

   - 대한전기학회(www.kepic.or.kr)

   - 한국에너지협의회(www.ko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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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아시아 원자력교육훈련 네트워크(ANENT) 구축

1. ANENT 구축 배경 

   어떤 고도의 기술적 노력처럼 원자력 기술의 이용은 지식 축적에 강하

게 의존하며, 원자력 지식의 축적은 과학적인 연구, 공학적 분석, 설계 자료, 

운  자료, 유지 기록, 규제 검토 자료 등의 형태로 구성된 기술적 정보와 

사람들(과학자, 기술자 그리고 기능인)이 보유하고 있는 구체화된 또 다른 

서류 및 자료 그리고 지식을 포함한다. 그래서 원자력 지식의 효과적인 관리

는, 기술 정보와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지는 본질적인 축적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인류의 건강, 음식과 농업, 

수자원 관리, 산업적 이용과 전기 생산과 같은 분야에서 원자력 기술의 이익

에 대한 미래 유용성을 확신하고, 안전과 보장을 확보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데 있어 결정적이 될 것이다. 

   몇몇 국가들에서, 원자력인력이 노령화되고 있으며, 많은 인력이 퇴직나

이에 가까이 가고 있으나 이들을 대체할 자격을 갖춘 젊은 인력이 적절하게 

보충되지 않고 있다. 대학 수준의 원자력과학, 원자력공학 및 관련분야를 공

부하고 있는 젊은 사람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대학의 많은 수가 원

자력 교육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하부구조나 원자력 프로그램을 점차로 확장하거나 원전을 

건설할 국가들에서는 원자력지식과 원자력전문가의 젊은 세대로의 계승과 

선진국과의 지식공유가 더욱 필수적이 되었다. 원자력 지식관리 이슈는 최근

에 원자력 공동체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이슈의 가장 중요한 문

제는 원자력기술의 교육훈련과 계승 계획이다.

   2002-2003년의 IAEA의 프로그램에서 “원자력 과학기술의 지식관리” 

(부프로그램 D4)가 전용프로그램으로 수립되었다. 2002년 6월에 IAEA는 

원자력지식관리에 관한 고위 임원회의를 개최하 다. 회의에서는 “지식 보

존” 그리고 “계승 계획을 위한 교육훈련”이 중요한 논점으로 제기되었으

며, 세부 제안서가 작성되었다.(회의와 관련하여 우선적 활동을 위한 추천

순서로 2번과 6번 그리고 추가적인 활동을 위한 추천순서 7번). 논문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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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요약보고서는 IAEA 지식관리 웹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어서 원

자력지식관리 문제는 제 46차 IAEA 정기총회 기간 동안 개최된 과학포럼에

서 토론되었다. 이 과학포럼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는 아시아 원자

력기술의 고등 교육훈련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설립하자는 특별 제안서를 

제출하 다. 

   원자력 지식관리문제를 평가하고 이 문제에 역점을 두는 접근법을 규정

하기 위해 46차 IAEA정기총회에서 IAEA 사무총장 이름으로 “원자력 과학, 

기술 및 이용에 있어서 IAEA 활동의 강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2. ANENT 구축 준비회의 개최

가. 준비회의 개요

(1) 회의명

Consultancy on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Asian Network for 

Highe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2) 일시 및 장소

2003년 6월 30 ∼ 7월 4일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3)  회의 목적 

 - 아시아의 원자력 기술 고등교육 현황에 관한 정보 수집 [참가자 발표}

 - 원자력 기술 고등교육 네트워크 장점과 필요성을 명확히 함 [토론]

 - 제안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운 을 기술하는 공동문서 준비

[주된 성과: IAEA/KAERI에 의해 제공된 초안문서]

 - 각각의 잠재적인 회원국들의 연락지점을 정하고 네트워크의 설립을 이

끌어갈 활동계획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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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ANENT 회의 일정

Mon.30 June Opening and Presentations 

09:30-10:00
Welcome address 

Congratulatory address 

Opening address 

Opening Remarks by the Scientific 

Secretary 

I. S. Chang

C. W. Kim

P. E. Juhn

P. J. Gowin

10:00-10:30 Self-introduction of participants All

10:30-10:40

10:40-10:50

Picture Session

Coffee Break
All

10:50-11:00 Adoption of the agenda All

11:00-11:30

11:30-12:30

Introductory presentations on ANENT

General discussion

P. J. Gowin

/ K. W. Han

All

12:30-14:00 Luncheon hosted by KAERI

14:00-14:30 Country report: India R. B. Grover

14:30-15:00 Country report: Indonesia Karsono

15:00-15:30 Country report: Japan S. Machi

15:30-16:00 Country report: Malaysia F. M. Amin

16:00-16:30 Coffee Break

16:30-17:00
RCA Regional Office and Information Flow 

Activities

J. K. Kim (Director, 

RCA Regional 

Office)

17:00-17:30 RCA-KAIST Master Degree Program J. H. Kim (KAIST)

17:30 Adjourn

Tue. 1 July Presentations (cont'd) and Discussion

09:00-09:30 Country report: Pakistan A. Sadiq

09:30-10:30 Country report: Republic of Korea

나. 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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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s on Manpower Supply and 

Demand in Nuclear Field

-Status of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in Korea

B. J. Chung 

(Cheju Univ.)

E. J. Lee

10:30-11:00 Coffee Break

11:00-11:30
Presentation on the European Nuclear 

Engineering Network(ENEN)

E N E N 

Representative

11:30-112:00

Presentation on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 of the 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FNCA)

S. Machi

12:30-14:00 Lunch All

14:00-15:00
Presentation the World Nuclear University 

(WNU)
P. E. Juhn

15:00-15:30 Coffee break All

15:30-17:30 Discussion of ANENT terms of reference All

17:30 Adjourn

Wed. 2 July ANENT Discussion and KAERI Visit

09:00-12:30

Discussion of the terms of reference and 

identification of milestones for its 

establishment

All

12:30-13:20 Lunch All

13:20-14:20 Presentation of KAERI Slide All

14:20-16:00 Visit to KAERI facilities All

16:00-18:00 Visit to Dong-hak Temple All

Wed. 2 July ANENT Discussion and KAERI Visit

09:00-12:30

Discussion of the terms of reference and 

identification of milestones for its 

establishment

All

12:30-13:20 Lunch All

13:20-14:20 Presentation of KAERI Slide All

14:20-16:00 Visit to KAERI facilities All

16:00-18:00 Visit to Dong-hak Temple All

 



- 44 -

Thu. 3 July ANENT Discussion and WNU

09:00-12:30
Work on an action plan leading to it's 

establishment of ANENT
All

12:30-14:00 Lunch

14:00-16:00
Discussion of the World Nuclear University 

(WNU)
All

16:00-17:30 Drafting of recommendations on WNU

17:30 Adjourn

18:00 Farewell party 

Fri.  4 July Wrap-up

09:00-12:30

Finalization of documents:

a) Terms of reference

b) Action Plan

c) Recommendations on WNU

All

12:30-14:00 Lunch 

14:00 Adjourn

 <표 3-2> ANENT 참가자 명단

India:

Mr. Ravi B. Grover

Director

Strategic Planning Group

Department of Atomic Energy and Associate Director

Technical Coordination & International Relations Group, 

BARC, 

Trombay, Mumbai-400085 

India

In DAE: 91 22 2204 3041, 91 22 2204 8476 (fax)

In BARC: 91 22 2550 5333, 91 22 2550 5151 (fax)

 

다. 참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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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rbgrover@dae.gov.in

Indonesia:

Mr. Karsono

Head of the Centre for Education and Training - BATAN

Jl. Cinere Raya

Pasar Jumat  Kotak Pos 1810 JKS

Jakarta 12018

Indonesia  

Tel.  +62 21 76 594 09

Fax:  +62 21 76 594 08

E-mail: kars@batan.go.id

Japan:

Dr. Sueo Machi

Managing Director

Japan Atomic Industrial Forum, Inc.

1-7-6 Toranomon, Minato-ku

Tokyo 105-0001

Japan

Tel: 0081 3 3508 7932 , Fax: 0081 3 3508 9021

E-mail: machi@jaif.or.jp

(private:  500-10 Nakatoyooka, Takasaki 370, Japan)

Malaysia:

Dr. Fatimah Mohd 

Amin

Manager

Research Management Centre

Malaysian Institute for Nuclear Technology Research (MINT)

Bangi 43000 Kajang

Kuala Lumpur

Malaysia

Tel: 006 03 8925 0510

Fax: 006 03 8925 3827 or 8262

Email: fatimah@mint.gov.my

Pakistan:

Dr. Abdullah Sadiq

Rector

Pakistan Institute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s 

(PIEAS)

P.O. Nil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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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amabad

Pakistan

Tel:     +92-51-929 0273-4,+92-51-220 7381-2

Fax:   +92-51-922 3727

E-mail: asadiq@pieas.edu.pk

IAEA

Dr. Poong-Eil Juhn

Director

Division of Nuclear Power, IAEA

P.O. Box 100, Wagramer strasse 5

A 1400 Vienna

Austria

Tel: + 43-1-2600-22750, Fax: + 43-1-2600-26007

E-mail: P.E.Juhn@iaea.org

IAEA

Mr. Peter J. Gowin

Department of Nuclear Energy, IAEA

P.o. Box 100, Wagramer strasse 5

A 1400 Vienna

Austria

Tel: +43-1-2600-22811, Fax: +43-1-2600-29598

E-mail: P.Gowin@iaea.org

1. Dr. Byung-soon 

Kim

Manager, Technical training Dept.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INS)

19 Kuseong-dong Yuseong-gu Daejeon, 305-338, 

Republic of Korea

Tel: +82-42-868-0137

E-mail: K076kbs@kins.re.kr

2. Mr. Soon-kyu So

Manager, 

External Cooperation Training Management Section, 

KHNP Nuclear Power Education Institute (KNPEI),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KHNP)

216 Gori Changan-eub Gichang-gun Busan, 

Korea (Republic of):



- 47 -

619-711 Republic of Korea

Tel: +82-51-726-6331

E-mail: surfer@khnp.co.kr

3. Mr. Jin-kyoung 

Kim

Director, RCA Regional Offic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150 Dukjin-dong Yuseong-gu Daejeon, 

305-353, Republic of Korea

Tel: +82-42-868-2776

E-mail: jkkimrca@kaeri.re.kr

4. Dr. Soon-heung 

Chang

Professor, Dept. of Nuclear and Quantum Engineering,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373-1 Guseong-dong Yuseong-gu Daejeon, 

305-701, Republic of Korea

Tel: +82-42-869-2007

E-mail: shchang@mail.kaist.ac.kr

5. Dr. Jong H. Kim

Professor, Dept. of Nuclear and Quantum Engineering,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373-1 Guseong-dong Yuseong-gu Daejeon, 305-701,

 Republic of Korea

Tel: +82-42-869-3834

E-mail: jkim@epri.com

6. Dr. Gyu-seong Cho

Professor, Dept. of Nuclear and Quantum Engineering,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373-1 Guseong-dong Yuseong-gu Daejeon, 

305-701, Republic of Korea

Tel: +82-42-869-3821 

Mobile:

E-mail: gscho@kaist.ac.kr

7. Dr. Bum-jin Chung
Professor, Dept. of Nuclear & Energy Engineering,

Cheju National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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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 1(il)-dong Cheju Cheju-do, 690-756, Republic of Korea

Tel: +82-64-754-3644

E-mail: bjchung@cheju.ac.kr

8. Dr. Kyong-won 

Han

Director

Nuclear Training Center (NTC),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150 Dukjin-dong Yuseong-gu Daejeon, 305-353, Republic of 

Korea

Tel: +82-42-861-2092

E-mail: kwhan@kaeri.re.kr

9. Mr. Eui-jin Lee

Manager of Nuclear Training Development

Nuclear Training Center (NTC),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150 Dukjin-dong Yuseong-gu Daejeon, 305-353, Republic of 

Korea

Tel: +82-42-868-2678

E-mail: ejlee1@kaeri.re.kr

10. Mr. Young-tak 

Kim

Principal Engineer

Nuclear Training Center (NTC),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150 Dukjin-dong Yuseong-gu Daejeon, 305-353, Republic of 

Korea

Tel: +82-42-868-2090

E-mail: ytkim@kaeri.re.kr

11. Dr. Young-mi 

Nam

Senior Researcher

Nuclear Training Center (NTC),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150 Dukjin-dong Yuseong-gu Daejeon, 305-353, Republic of 

Korea

Tel: +82-42-868-2679

E-mail: ymnam@ka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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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시아 국가들의 원자력 교육훈련 현황 발표 요약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및 인도 등의 참가

자들이 다음과 같은 주제로 각국 현황을 발표하 다. 

  - 원자력 교육 훈련의 국가적인 접근

  - 원자력 기술의 고등 교육훈련 현황 

(등록 학생 수, 기관, 국가 네트워크, 미래 예상 인력수요 등)

  - 원자력 교육훈련의 지역적 협력의 필요성

   다음은 각국 현황 발표에 대한 요약이다.

(1) 인도

(가) BARC 연수학교(Training School)

   원자력 과학기술은 고도로 전문화된 과목으로 매우 수준 높은 지식적 내

용을 가지고 있다. 인도는 원자력 프로그램 초창기에, 인력의 전문성에 초점

에 맞추었기 때문에 고등교육 프로그램에는 보장된 일자리가 수반되어야 한

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사용자와 교육프로그램 간의 - 즉 과정 내용과 학

생 수의 관점에서 둘 다 -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원자력 

에너지국(Department of Atomic Energy: DAE)에서 신입직원 채용을 위해 '

고용 그리고 훈련' 이라는 원칙에 의거한 방법론이 고안되었고 지금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젊은 졸업생들은 고용된 후 BARC 연수학교에서 원자력 과

학 및 공학에 관한 입문과정을 밟게 된다. 그것은 비용 면에서 매우 효과적

인 프로그램으로 교육받은 연수생들은 고용되고 과정 내용은 부서의 요구사

항과 잘 맞다. 이 프로그램은 1957년부터 시작하여 6,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연수학교를 졸업하 고, 현재 다음과 같은 교과목에서 프로그램을 운 하

고 있다. 

  ․ 화학공학, 컴퓨터, 전기, 전자, 야금학, 기계공학

  ․ 물리학, 화학, 생물학 

  ․ 방사선방호, 환경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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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은 실험실습을 포함한 450시간의 강의 시간으로 구성된다. 과정 

내용은 핵물리, 원자로물리, 보건물리와 같은 주제를 포함하며, 학생의 기본

적인 자격을 맞추기 위한 원자력 과학과 특별 과목들에 관한 입문과정의 제

공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이 학교의 입학생 수는 매년 약 120명 정도이다.

   원자력 프로그램의 확장을 위한 인력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BARC 

연수학교의 부설로서 부가적인 학교들이 문을 열었다. 이러한 학교 중 하나

는 레이저와 가속기 분야의 학생들에 대한 훈련을 중점적으로 하는 Indore의 

선진기술센터(Center for Advanced Technology)에 있다.  이미 두 그룹의 

연수생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 으며 연간 입학생 수는 약 20명이다. 

   또 다른 한 학교는 Hyderabad에 있는 핵연료단지(Nuclear Fuel 

Complex)에 있으며 중수로 발전소, 핵연료 제조 설비, 핵연료 재처리 설비 

그리고 폐기물관리 시설 등을 위한 인력 훈련에 중심을 두고 있다. 한 그룹

이 이미 이 학교를 졸업하 으며 연간 입학생은 약 25명이다.

   NPCIL은 원자력 발전소의 운  및 유지를 위한 많은 수의 기술자를 필

요로 하며, NPCIL은 발전소 현장의 몇 군데에 자체 훈련센터를 운 하고 있

다. 약 1000명의 학생들이 NPCIL 훈련 학교를 포함하는 센터를 졸업하고 있

다.

   2002년부터 DAE 졸업장학금기구(DAE Graduate Fellowship Scheme: 

DGFS)를 시작하고 있다. 선택된 기관에서 공학석사 학위과정에 입학 허가를 

받은 선발된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의 시작단계에서 이 장학금기구에 장

학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선택될 경우, DAE에서 본인의 

관심과 흥미 분야의 선택과목을 택해서 과제 일을 착수해야 한다.  석사 

프로그램을 마친 후 이들은 원자력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한 학기 동안 

BARC 연수학교에 입학한다. 이 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인적자원 개발과 DAE의 프로그램에서 선택된 가관에서 직원채용과 관련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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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ARC의 다른 프로그램

   연수학교 외에 BARC는 또한 다른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에는 보장된 일자리가 뒤따르지 않으며 다음과 같다. 

  ․ 방사선 물리 학위증서(DipRP)   연간 입학생은 25명. 

  ․ 방사선의학 학위증서(DRM)    연간 입학생은 10명. 

  ․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기술 학위증서(DMRIT)  

연간 입학생은 10명.

   BARC는 또한 원자력발전소들과 핵연료단지 시설들에서 보건물리 전문가

로 일할 과학 졸업생을 준비하기 위한 1년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BARC에서 또한 방사성동위원소 표지면역검정법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치료적 

응용, 산업적 라디오그래피, 동위원소 수문학과 같은 몇 가지 단기과정을 운

하고 있다. BARC는 또한 IAEA의 장학 프로그램으로 후원되는 훈련생들

에게 다양한 분야의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다) R&D센터 및 자치기관의 박사과정 프로그램

   원자력국의 연구센터 및 자치기관은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운 하여 R&D

센터 및 부설기관에서 연간 약 100명의 학생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인도는 원자력 과학기술에서 성공적으로 인적자원 개발을 관리하는데 있

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그램 시작 이후 매년 젊은 전문가들을 

선발해 오고 있다. 과거에 BARC 연수학교는 한 나라의 국민들만을 교육 시

켜왔지만, 앞으로 아시아 원자력교육훈련 네트워크(ANENT) 산하에서 충분

히 큰 규모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도네시아

   원자력 기술은 1954년 Dewan Tenaga Atom Nasional(National 

Atomic Energy Board)의 설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그 후 

BATAN(국가 원자력에너지 정부 기관)은 3개의 연구용 원자로를 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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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원자력 기술의 응용 연구는 1963년부터 시작하여 산업적 이용,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치료와 진단에 활용으로 이어졌다. 현재 

1,674개의 의료기관, 425개의 산업기관 그리고 9개의 연구기관이 원자력 기

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2,999명이 면허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원자

력 인력의 수요를 반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인력 수요는 여전히 주의 깊게 

평가되어야 한다.

   인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BATAN은 ETC(BATAN Education 

Training Center)를 통해, 인도네시아대학교, Gadjah Mada 대학교, 

Pajajaran 대학교, 의료장비학교, STTN(원자력기술종합기술연구소)과 같은 

몇 개 대학을 포함한 국가 원자력교육훈련 네트워크를 설립하 다. 이 네트

워크는 911명의 S1-졸업생, 24명의 석사, 21명의 박사 그리고 D-3 또는 D-4 

학위 증서를 갖는 400여명의 기술자를 양성하는데 기여하 다. 한편 정부가 

제정을 지원하는 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양국간, 지역간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 등을 통해 46명의 학사와 291명의 석사 그리고 98명의 박사를 배출하

다. 이 네트워크의 기여는 고등교육 수급을 위해 공급 부족을 피하기 위한 

원자력 과학기술에 재능 있는 젊은이를 끌어들이는 발판이 되어온 것이다. 

   인도네시아 원자력 과학기술의 인적자원 개발은 최근 수년간 몇 가지 문

제들, 즉 경제 위기, 두뇌 유출, 정부의 제로성장 정책 등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ANENT(아시아 원자력 교육훈련 네트워크)가 각 회원국의 원자력 교육

훈련기관 및 대학에 정보와 지식을 전파하고 그들 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3) 일본

(가) 일본의 원자력 교육훈련

 ① 대학교육과 원자력인적자원의 수요 공급 간의 평형

   일본에는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을 가진 원자력 및 원자력관련 교육

을 제공하는 대학이 14개가 있다. 2000년도 총 졸업생 수는 학사가 370명, 

석사 280명 그리고 박사 70여명이다. 총 졸업생 수는 다소 증가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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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자력관련 직업을 갖는 졸업생의 비율은 다소 낮아서 2000년도에 보

면, 박사 28%, 석사 25% 그리고 학사는 10%에 불과하다. 수요와 공급에는 

큰 격차가 있다.

 ② 원자력연구기관의 훈련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는 원자력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위해 여러 가지 

토픽들에서 20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국제 훈련과정은 

몇 개에 불과하다.

 ③ 대학생의 경향

   원자력 과학과 기술을 공부하는 학생 수는 평준화 수준이며 감소되지는 

않고 있지만, 원자력 과학기술이 더 이상 학생들에게 인기과목이 아니다. 따

라서 원자력 과학기술을 전공하는 학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우려된다.

 ④ 회사에서의 훈련

   원자력발전소 조종사를 위한 업체에서의 훈련은 정기적 훈련 프로그램 

및 OJT에 의해 수행된다. 원자력발전소 제조업자들과 건설자들은 OJT에 의

해 직원을 훈련시킨다. 회사가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NPP 건설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정부 계획에 의하면 10년 안으로 추가적인 

10-12개의 NPP를 건설할 예정이다.

 ⑤ 원자력의 대중 수용성

   원자력의 대중 수용성은 숙제로 부과된다. 정부는 원자력에너지의 안전성 

및 환경보호에 대한 원자력발전소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할 것이다.

 ⑥ 원자력 과학기술 분야에서 진보적이며 혁신적인 연구

   첨단 원자로, 첨단 방사선의학, 첨단 가속기 활용과 첨단 바이오 기술/

농업 등의 연구들로 원자력 과학에 젊은 세대를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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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에 대한 ANENT의 기여와 중요성

1.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경제 개발은 아시아지역에서의 더 나은 조화

를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 ANENT는 지역의 발달과 지역의 평화 안

전에 대해 기여한다. 

2. ANENT는 원자력 과학기술을 젊은 학생들이 전공하는 것을 장려하는

데 기여한다. 

3. ANENT는 원자력관련 분야에서 일본 학생들과 과학자들의 국제적인 

훈련을 향상시킨다. 

4. ANENT는 학생들과 과학자 그리고 전문가들의 국제적인 이동성과 국

제적인 네트워크를 향상시킨다. 

5. ANENT는 R&D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향상시킨다. 

6. ANENT는 일본 국가 HRD 프로그램을 향상시킨다. 

7. ANENT는 국제적인 원자력 공동체에 일본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의 기

여를 향상시킨다.

(4) 말레이시아

(가) 교육과 훈련에 있어 정부의 정책

   말레이시아의 생산기반 경제로부터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은 2020년까지 

선진국 상태를 이루고자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지식기반 경제의 바탕은 

혁신적인 제품들, 과정 그리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지식을 획득하고 창출하

는 능력을 가진 인적자본이다. 숙련된 노동력의 방대한 풀이 말레이시아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결정적 요소 다.

   말레이시아의 교육훈련 관련 정책은 인적자원,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력의 부족함을 역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과학기술 교과과정의 등록생 수를 확장할 필

요성이 있으며 2차 학교의 과학 대 예술의 학생 목표 비율을 60:40으로 

설정하여 왔다. 대학교의 대학원 등록 학생 수는 2010년쯤에 전체적인 등

록의 25 퍼센트 정도 증가시킬 것이다. 제 3 레벨 교육, 특히 대학원 학생 

수준의 인적자원은 연구개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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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력 교육훈련 현황

   말레이시아 정부는 원자력 과학기술 개발과 이용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1972년에 Tun Ismail 원자력연구센터(PUSPATI)를 설립하 고 

현재 말레이시아 원자력기술연구소(MINT)로 명칭을 변경하 다. MINT 설

립 당시에 원자력에너지는 잠재적인 에너지원 중의 하나 다. 많은 양의 석

유와 가스 자원의 발견으로 원자력에너지는 에너지의 마지막 선택이 되었다. 

따라서 MINT의 프로그램은 의학, 농업, 산업 그리고 환경에서의 원자력 과

학기술의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MINT는 1 MW TRIGA MK II 연구로

와 몇 개의 방사선 시설을 운 하고 있다.

   MINT의 설립 때부터 학사과정에서 원자력 과학의 전 과정을 운 하는 

유일한 대학교가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과정은 과학 전공의 학생들을 위

한 선택 과정이 아닌 매년 등록생 수가 40명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2

개의 대학이 대학원 수준의 의학물리 과정을 제공하고 한 대학이 학부과정

에서 보건물리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들이 정규 교육을 제공하는 반면, MINT는 원자력 과학기술에서 훈

련 제공에 중점을 둔다. 방사선방호 과정은 1982년에 MINT에 의하여 처음

으로 제공되었고 비파괴 시험(NDT)에서 첫 번째 훈련과정이 1986년에 개최

되었다. 이 분야들의 훈련과정은 Atomic Energy Licensing Board (AELB)

의 규정에 의해 면허 요구를 지원한다. 또한 MINT는 원자력 과학기술의 이

용으로 의학, 농업, 산업 그리고 환경 분야의 전문화된 과정을 제공한다.

(다) 원자력 교육훈련의 지역간 협력 필요성

   현재 말레이시아의 원자력 과학기술의 정규 교육은 몇 개의 고등교육

기관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대학원 학생 레벨의 원자력 과학기술 정규 교

육은 고등교육기관 어느 곳에서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R&D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생산해 내는데 그들의 노력을 집중

할 수 있는 대학원 수준의 자격을 갖춘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의 보다 큰 

풀을 요구하고 있다. ANENT을 통하여 말레이시아 학생들은 말레이시아

에 자체적인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는 필요한 행동을 취할 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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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NT 회원 조직에서 대학원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위의 상호인정이나 기준 커리큘럼의 제정은 학생들이 모국에서 과정의 

일부분을 수강하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학위를 받는 다른 나라에서 전과정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특히 이미 원자력 또

는 관련 기관에 취직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일 것이다.

   ANENT 회원 조직 사이에서 교수진의 상호교환은 또한 원자력 교육에 

제한된 경험을 가진 국가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원자력 과학기술이 확립된 

회원 조직의 교수진은 제한된 경험을 가진 조직들의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가르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ANENT 회원 조직간 교수진과 학생의 교

환은 또한 R&D와 기술 발달을 증진시킬 것이다.

(5)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원자력 프로그램은 파키스탄 원자력위원회(PAEC) 설립과 함

께 1959년에 정식으로 출범하 다. 첫 번째 연구로인 파키스탄 연구용 원자

로(PARR1)는 1965년에 시작된 후, PAEC는 현재 2개의 원자력발전소와 2개

의 연구용원자로를 소유하고 운 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원자력 기술의 교육훈련은 원자로 조정사 면허, 증명서, 졸업

장 그리고 석사과정부터 박사학위에 이르는 폭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

다. 

   다음에서는 원자력 프로그램을 위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PAEC에 의해 

설립된 센터들을 기술한 것이다. 현재 파키스탄 공학 및 응용과학 연구소

(Pakistan Institute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 PIEAS)는 컴퓨터 

및 정보과학에서 4년 동안의 학사과정을 제공하고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2

년간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제공한다.

 a) 핵공학,  b) 시스템공학, c)공정공학, d) 재료공학,

 e) 의학물리, f) 정보기술, g) 핵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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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과정 지원자의 총 수는 200명을 넘으며, 35명이 박사학위를 추구하

고 있다. 이들 정규 프로그램에 부가해서 많은 수의 단기 인정과정과 1주에

서 8주까지의 기간을 갖는 산업체 단위과정 등이 PAEC 뿐만 아니라 공기업 

및 민간업체들의 과학자, 기술자 그리고 기능인들을 위해 수행되고 있다. 장

기간의 인정과정은 지금은 흔치 않지만 특정한 필요에 응하여 제공된다. 보

건물리, 의학물리, Air Conditioning 및 원자력 입문과정들은 6개월에서 12개

월 기간 과정으로 PIEAS에서 수행되었다. 산업체 단위과정의 몇 가지 예로 

진공기술, 방사선방호, 원소분석, 컴퓨터 그래픽스, 유체역학, 실험적 응력해

석, 그리고 수학적 모델링 등이 있다. 총 3,000명 이상이 이런 과정을 이수하

여 자격을 부여받았다.

   Karachi에 있는 원자력공학(KINPOE) 연구소인 KANUPP는 2년간의 원

자력공학 석사학위 프로그램과 원자로운전 및 발전소 유지의 많은 단기과정

을 제공한다. 현재 83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공부하고 있고 39개의 상

위교실과 44개의 하위교실이 있다.

   원자력훈련(CHASCENT)을 위한 CHASNUPP 센터는 Chashma 원자력

발전소(CHASNUPP)의 운 과 유지를 위하여 훈련된 인력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7년 11월에 문을 열었다. 이 훈련센터는 Full Scope 교

육훈련용 시뮬레이터(FSTS)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훈련과정에 폭넓게 사용

되었으며, 지금까지 359명의 기능인과 39명의 기술자가 훈련을 받았다. 72명

의 운  기술자들이 훈련을 받아서 31명이 교대 기술자면허를 받았다.

   컴퓨터훈련센터(CTC)는 정보기술이 파키스탄에서 새롭게 소개되었던 

1982년에 IT 전문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32명의 학생이 

이 과정에 있다. 또한 졸업 후 오리엔테이션 과정(Post-Graduate Computer 

Orientation Course; PGCOC)과 같은 몇 개의 주문자과정들이 정보기술 분야

에서 2년간의 학위과정으로 시작되었다. 과거 20년간 2,400명 이상의 사람들

이 이 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받았다.

   KANUPP와 PINSTECH는 또한 규칙적으로 발전소 내부 관리와, 연구

로 및 상업로의 운  및 유지에 책임이 있는 기술자들, 과학자들 그리고 

기능인들을 위한 재충전(refresher) 교육과정을 수행한다. PAEC의 핵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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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파키스탄 내과 및 외과(Physician and Surgeon) 대학의 장학금을 받는 

핵의학 및 방사선치료학에서 치료훈련과정을 제공하며, 또한 PAEC의 농업

센터는 농업과 생물학에서의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을 위한 훈련 시

설을 가지고 있다.

   파키스탄은 과학자, 기술자, 의사들에게 위에서 언급한 역뿐만 아니라 

NDT 기술과 동위원소 수문학과 같은 분야에서도 교육과정 및 훈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원자력기술과 기술응용의 어떤 특정한 전문화된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훈련을 위해 회원국들로부터 도움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가르

치는 것과 연구 감독을 위하여 특정한 회원국들로부터의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것이다.

(6) 한국

(가) 정부의 정책 및 전략

   원자력에너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의 중추 역할을 해

왔으며 다음 세대의 번 을 위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한국표준형원자력발

전소(Korea Standard-Nuclear Power Plant: KSNP), 차세대원자로

(Advanced Power Reactor-1400: APR 1400), 바닷물의 담수화를 위한 일체

형원자로(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SMART) 액체금

속로(Korea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 KALIMER) 그리고 CANDU형 

원자로에 사용후 PWR 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첨단방사선센터 및 고출력양성자가속기센터를 설립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양적 및 질적 관점에서 원자력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국가 원자력개

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 정부는 

2010년까지의 원자력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행 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추진전략으로 하고 있다.

- 대학의 원자력교육프로그램 지원

- 원자력산업체의 우수 원자력인력 유지

- 원자력인력에 대한 세계적인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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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01년도에 대학의 원자력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진흥계획을 

국가 원자력 R&D 프로그램으로 수행하 고 2002년에 대학 차원으로 확대하

다. 이 사업의 목적은 원자력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원자력 

인적자원개발의 하부조직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Ntuss(Nuclear 

Technology Undergraduate Student Society)라고 부르며 국제적인 공동연구 

지원, 전문가 교환 프로그램, 학부학생 연구 기금 그리고 학생 학회활동 지

원 등을 포함한다.

(나) 원자력교육훈련의 Korean-Network

   국가 원자력 교육훈련 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원자력교육훈련

네트워크(KN-NET)를 개발 중에 있다. 네트워크는 정부, 원자력공학과를 가

지고 있는 대학, 원자력 R&D 연구소,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산업체, 그리고 

원자력관련 단체 및 학회들로 구성될 것이다. KN-NET의 목적은 원자력 교

육 자료와 전문가를 포함한 원자력 교육훈련의 정보교환을 북돋우고, 교육훈

련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교육 시스템과 교수 기법 등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이다.

(다) 대학 교육

   한국에는 원자력공학의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 학위과정을 가지고 있는 

6개 대학이 있다. 2002년 졸업생 수는 학사과정 179명, 석사과정 56명 그리

고 박사과정이 36명이다. 1998년으로부터 학부, 석사, 박사 과정들의 졸업생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서 대학들은 90년대보다 더 작은 등록 학생 수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라) R&D 기관과 전력업체의 훈련

   KAERI의 원자력연수원(NTC/KAERI)은 연구소 직원뿐만 아니라 정부, 

전력업체, 산업체 대상으로 다양한 전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통합된 

원자력훈련센터로서 1967년에 설립되었다. NTC/KAERI는 국제적인 원자

력 교육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rnational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 INTEC)를 새로운 훈련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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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하 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INS)은 규제 및 검사관련 직원을 양성하기 위한 기술훈련센터를 2002년에 

설립하 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Korea Hydro & Nuclear Power 

Company: KHNP)의 원자력교육원(Nuclear Power Education Institute)은 원

자력발전소의 운  인력의 사내 훈련을 위하여 1978년에 설립되었다.

(마) 첨단 융합기술과 연계한 원자력기술의 첨단 고등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의 젊은이들이 원자력 연구 및 직업선택에 있어 더욱 흥미를 가지도

록 하기 위하여, KAERI는 첨단 융합기술들인 IT, BT, NT, ET 그리고 ST

의 첨단융합기술들과 연계한 원자력 과학기술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내년

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 22개의 출연연구소가 연합하여 설립되는 

것으로 한국과학기술대학교의 틀 안에서 수행될 것이다. 

(바) ANENT에 기여

   한국은 ANENT 웹 사이트 제작에 기여할 수 있다. RCA 박사후장학생 

프로그램, RCA/KAIST 원자력 석사학위 과정, RCA/KOICA 핵의학 인턴쉽 

프로그램, 그리고 KAERI, KINS, KHNP 등에서 수행하는 발전 및 비발전 

분야의 국제 교육훈련과정 등은 ANENT 의학생 및 교수 그리고 연구원들의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유용할 것이다. 젊은 세대를 위해 개발될 첨단 융합기

술 분야의 커리큘럼과 훈련자료들은 또한 원자력 교육훈련의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데 있어서 ANENT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사) ANENT로부터 얻는 이익

   인적자원 개발 문제는 세계적으로 원자력 공동체의 관심사이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서의 지역 및 지역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이러한 협력을 위

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다음과 같은 ANENT로부터 이익들을 기

대한다.

A. ANENT는 원자력 과학기술을 공부하고자 하는 한국의 젊은 학생들

의 마음을 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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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NENT는 한국의 젊은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교육과 연구경력을 쌓

는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C. ANENT는 한국의 젊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진보된 교육과정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D. ANENT는 교육훈련의 국내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에 있어서 KN-NET

의 활동을 증진시킬 것이다.

E. ANENT는 한국의 국가 HRD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것이다.

F. ANENT는 한국과 회원국 사이의 원자력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G, ANENT는 회원국들 사이에 공유되는 정보를 증진시킬 원자력지식 데

이터베이스의 역할을 기대한다.

마. 준비회의 결과

(1) 종합 의견

- 아시아 지역 내에 많은 원자력 교육훈련 자원을 사용 가능하다. 원자력 

기술의 국가 수준과 원자력 사용에 따른 지역 내외 지식수준과 자원들

의 차이가 존재한다. 

- 혁신적인 원자력 기술의 개발은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중요하다. 지역 내 많은 국가에서 원자력 기술은 과학기술 문화를 선도

하는 촉매일 수 있다. 이런 요구들은 시기적절하게 고도의 자격을 갖춘 

인력의 공급을 요구한다.

- 아시아 지역 밖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원자력인력 부족현상이 전파되

는 것을 고려할 때, 아시아 지역에서의 두뇌 유출을 일으킬 수 있다.

- 원자력 기술과 원자력 이용에 대한 긍정적인 일반적인 대중 인식(잠재

적인 학생들)이 향상되어야 한다. 원자력 기술과 원자력 기술 이용에서

의 문제점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재능 있는 청년들이 도전해 볼만

한 일이다.

- 원자력 교육훈련을 위하여 가능한 자원의 체계적인 통합이 강력히 

요구된다.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와 자원 공유 계획은 원자력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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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 장점을 신속히 전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지역 내 국가들

에서 진행 중에 있는 많은 활동들은 잠재적으로 ANENT 산하에서 할 

수 있다. 

- 아시아 지역 내부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표 3-3>과 같은 많은 네트워

크들이 존재한다. 이들 네트워크 간 연결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위해 

유용할 수 있으므로 ANENT와 협력 하고자 하는 ENEN의 제의 신청

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세계원자력대학(World Nuclear University: WNU)과 ANENT 사이의 

잠재적인 네트워크 협력 또한 예견할 수 있다. 

<표 3-3> 원자력 교육훈련 관련 활동 요약

조직 대상 지역 범위 주최

ANENT 아시아 원자력 기술 IAEA

ANSN 아시아 원자력 안전 IAEA

HRD/FNC

A
아시아 원자력 일본

ENEN 유럽 원자력 공학 유럽연합

WNU 지역간 원자력 WNA, IAEA, 기타

   위원회는 한국이 ANENT 위원회를 주관하여 처음 발기하고 정보교환을 

위한 웹 사이트를 개발한 것에 대하여 매우 감사함을 표하 다.

(2) 결론 및 권고

(가) 결론

   ANENT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여 회원국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원자력 지식의 보존과 관리 및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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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직업 중에서, 직업으로 원자력 과학기술을 추구하도록 관심을 

끄는 것

 ․ 교육훈련과 정보 공유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 원자력 에너지의 

장점을 확산시킴

   ANENT는 지역적 및 국제적 네트워크와의 상호전달을 위한 촉진자로서

의 역할을 할 것이다.

(나) 권고

   ANENT의 설립과 몇 년간의 초기 운 을 위해, IAEA는 IAEA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무국을 제공해야 한다. ANENT 운 위원회는 운

상의 메커니즘을 결정할 것이고, 사무국은 ANENT 참가 회원국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IAEA는 ANENT의 운 과 사무국 사무실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

다. ANENT 회원국은 이 목적을 위하여 IAEA에 추가 예산안 기여를 하도

록 장려된다. 학생 교육훈련을 주최하는 것과 같은 ANENT의 현지 활동비

용은 회원국과 IAEA가 서로 나누어 분담해야 한다. 회원국에 의해 사용된 

비용은 in-kind 기여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IAEA는 가능한 빨리 NA, EXPO 그리고 TC 뿐만 아니라 NE에서 받아

들인 회원들로부터 ANENT의 설립을 위한 작업팀을 구성할 것이다.

   IAEA는 가능한 빨리 ANENT와 제안된 WNU 간의 관계 또는 시너지를 

연구할 것이다.

3. ANENT 모델

가. 목적 

   ANENT는 원자력 지식을 보존 및 관리를 촉진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원

자력 분야의 재능 있고 자격을 갖춘 인력의 지속적 유지 능력을 확실히 

하고, 원자력기술의 지속성을 위해 인적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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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었다. 

   ANENT의 중요한 목적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

의 원자력 기술에서연구 및 훈련과 관련된 고등 교육에서의 협력을 촉진하

는 것이다.

 

 ․ 원자력 교육훈련을 위한 정보와 자료의 공유

 ․ 학생, 교수 그리고 연구원들의 상호교환 

 ․ 기준 교과과정의 설립과 학점 상호 인정의 촉진

 ․ ANENT 회원 조직과 다른 지역 및 국제적 네트워크 간의 

상호 연락을 위한 편리 제공 

나. 전략

  ․ IAEA와 다른 관련기관들과의 협력에 의한 시너지 효과 면에서 

교육훈련을 위한 이용 가능한 자원들의 통합

  ․ 원자력 기술과 이용의 장점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 여러 가지 경쟁하는 직업 선택의 관점에서 재능 있는 젊은이를 

유인하고 북돋우는 것 

  ․ 중견 원자력 전문가들이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도록 격려하는 것

  ․ 교육 훈련에 바탕을 둔 정보기술의 사용

  ․ 순차적 접근 방법

다. 범위 

(1) 제도적 관점

   ANENT는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원자력 교육훈련 기관들의 네트

워크이다. ANENT의 회원은 국가 정부(ANENT 회원국가에만 해당됨)의 

승인을 받은 각 대학, 연구기관, 정부당국 및 기타 기관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지역 밖이나 다른 국제적인 조직으로부터의 다른 조직들은 협력회원

의 자격으로 ANENT에 기여할 수 있다. 



- 65 -

(2) 지리적 관점

   ANENT의 목적을 위해 지역은 다음과 같은 나라를 포함하지만 제한

을 두지는 않는다.: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인도, 

파키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3) 기술적 관점

 과학 및 기술적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연구 및 훈련과 관련된 고등 교육

 ․ 원자력 과학기술 

라. 활동

(1) 교육훈련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환

 ․ 현존하는 정보 및 자료의 확인

 ․ 웹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의 설립과 네트워크 가동 및 운

(2) 학생, 교수, 연구원들의 상호교환

  ․ 학생, 교수 그리고 연구원들의 상호교환을 지원하는 

작업기구의 설립

  

(3) 원격 교육

 ․ 현존 학습 자료 수집

 ․ ANENT-web과 다른 멀티미디어를 통한 가능한 학습자료 제작

 ․ 새로운 ANENT 원격 학습 과정 개발

 

(4) 기준 교과과정의 설립과 학위의 상호인정 촉진

 ․ 현존하는 교과과정들의 분석 및 상호교환

 ․ 기준 교과과정의 설립

 ․ 회원 기관의 중점 경쟁능력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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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위의 상호인정과 학점 전임(transfer)을 촉진

 

(5) 다른 네트워크들과의 연락체계

 ․  RCA, ANSN, ENEN, FNCA, WNU 등과 같은 다른 네트워크들과 

ANENT의 연결을 위한 공동협정을 포함한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개발하

는 것

 ․ ANENT 회원 조직과 다른 지역적, 국제적 네트워크들 사이의 상호전달

을 위한 촉진자로의 역할 제공 

마. 조직

(1) 운 위원회

   ANENT는 모든 참가 회원국이 회원으로 대표되는 운 위원회의 지도를 

받을 것이며, 협력 조직들은 참관자로 초청될 수 있다. 운 위원회 의장은 

다음 운 위원회 개최 때까지 전 기간 동안 ANENT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 위원회는 1년에 한번 개최된다. 

(2) ANENT 사무국

   ANENT 과학사무관(Scientific Secretary)을 선두로 한 ANENT 사무국은 

모든 활동과 작업패키지들을 조정 관리하는 중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과학사무관은 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ANENT의 전반적인 수행에 관

한 보고를 한다. 

(3) 회원국간 협력 - 업무패키지

   운  차원에서 ANENT 활동은 운 위원회에 의해 업무패키지들로 나누

어진다. 업무패키지는 한 협력회원국의 리더쉽 하에서 참여하고 있는 기관

(관점에서)들에 의해 수행될 것이며 사무국을 통해 운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이다. 

바. 자금 옵션

 ․ IAEA는 사무국 사무실과 ANENT의 운 을 위하여 자금을 확보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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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목적을 위해 ANENT의 회원국들이 IAEA에 추가예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장려된다.

 ․ 학생의 교육훈련을 주최하는 것과 같은 ANENT 활동의 현지 비용은 회

원국과 IAEA가 같이 분담해야한다. 회원국이 부담한 비용은 in-kind 기

여로 인정될 것이다. 

사. 수행 단계 및 활동 계획

(1) 수행 단계

 ․ 2003년 중반까지 웹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 운  시작

 ․ 2003년 말까지 사업 착수회의

 ․ 2004년 전반기 중에 ANENT 운 위원회 회의

 ․ 2004년 말까지 전체적으로 운 되는 웹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 설립 

 ․ 2004년 말까지 학생과 직원의 상호교환을 위한 체계 설립  

 ․ 2005년 말까지 기준 교과과정, 상호 학위 인정, 학점 전달 등의 설립

 ․ 2006년 초부터 전체 운

 ․ 공동협정의 필요성 시험

 (2) 활동 계획

 ․ KAERI는 ANENT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위한 웹 사이트의 제작 일을 

계속해 주길 요청받았다.

 ․ IAEA는 2003년 말까지 ANENT 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예를 들어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하는 것과 같은 단계를 시작할 것을 요청 받았다. 

 ․ 운 위원회는 활동을 자원하는 협력회원국이 수행할 작업패키지들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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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IAEA와의 미래 원자력인력양성과 교육훈련 협력방안

1. 원자력 지식보존과 원자력지식 정보화 협력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원자력 지식보존과 지식정보

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IAEA와 INIS(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 업무를 1969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이는 원자력 지식정보를 평화

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는 원자력 관련 기술정보를 

국가간 협력에 의해 자료를 수집, 분석, 처리하여 그 정보가 필요한 전문

가에게 적시에 공급하기 위하여 IAEA가 중심이 되어 세계 108개 국가와 

CERN(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ISO, JINR, NEA 

및 WEC등 19개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INIS2.COM의 운 은 회원국가에서 발생하는 원자력관련 정보를 회원국의 

INIS National Center에서 INIS에서 제정한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 입력하

는 분산방식을 도입하 으며, 사무국에서는 전 세계 회원국가로부터 입력

된 서지 정보를 전산처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한 자

료제공 및 출력물을 제작하여 회원국에게 공급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하는 사용자들이 정보의 질적 향상 및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지역별 INIS DB Site 설치, 전자출판물 입수, 레코드 포맷의 최소

화, 자동색인, 디소러스의 다국어 지원 등 보다 효율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2년 INIS DB 레코드 건수는 총 230 만 건 중 우리나라의 총 입

력건수는 11,384건으로 0.5%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21.4%), 국

(8%), 일본, 독일, 러시아(7%)순으로 자료가 입력되고 있다. 이러한 입력 

량은 회원국의 과학기술, 특히 원자력분야의 발전 척도 및 연구 활동의 활

발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INIS의 정보서비스 활동으로는  CD-ROM 제작 배포, 온라인 검색 서비

스, SDI 서비스  및 Full-text 제공 서비스 등이 있다. 정보서비스 요구자

의 급증으로 인한 Mirror Site 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INIS 사무국과 협

의 중에 있으며, 호스팅 방식에 의한 INIS DB시스템을 설치하여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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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으며, 특히 

지식정보 컨텐츠의 확보 및 이용은 국가의 생존경쟁의 핵심요소로 떠오르

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자력 지식의 보존과 계승

은 필요하며, 특히 INIS DB이용 활성화는 원자력 관련연구에 생산성 향상

에 기여할 것이다.      

2.  지역간 원자력 기술지도 작성 협력

가. 기술지도(Technology Road Map: 기술지도) 기법

   과학기술발전이 미래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세계 각국은 정부 또는 민간주도로 21세기 미래사회를 선도하거나 미래사

회의 수요가 증폭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확보·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원자력을 포함해서 많은 기술 분야의 기관들

은 급변하는 미래기술의 방향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 미

래기술을 예측하고 그 중 가장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기술 과제를 

도출해서 연구와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혁신과정 및 혁신결과의 사회 적용과정에서 이루어 졌던 

시행착오에 의해서 발생하는 과학기술투자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면서 기

술혁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술혁신 의사결정 과정에서 또한 

중요하게 인식되어 가고 있다. 즉 기술혁신의 성공요인으로서 기술경쟁력

을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의 미래 사회수요의 정도 및 크기

를 가능한 한 정확히 전망하는 것이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사회활동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고 미래 국가 사회 발전에 대한 기술혁신의 대규모 투자 

타당성을 증진시키는 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기술지도는 이러한 기술혁신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

발된 기술혁신 관리 기법이다. 즉 기술지도는 대규모 연구개발을 통한 기

술혁신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수요지향 관점에서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래에는 기술수목

(Technology Tree)을 만들고 각 기술들을 분석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

다. 그러나 기술수목을 이용한 방법에는 의사결정의 다양성이 없고 환경변



- 70 -

화에 따른 계획의 수정과 임계경로에 대한 점검과 사고 시 수정할 수 있

는 여분이 매우 제한적인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기술수목기법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기술지도 기법이다.

나. 한국의 국가원자력기술지도 작성 현황

   국가기술지도는 미래 수요를 만족하는 핵심 기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계획 문서로서, 국가 차원에서 해당 기술의 기술·경제적 

또는 전략적 가치를 장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미래 가치 창출을 제고

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투자 평가 및 관리에 매우 효율적인 수단

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시행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에 이어서 

1997년 6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차원의 원자력 기술혁신

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 진흥종합계획에서는 관·산·연·학이 협력하여 국

내외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가 원자력 기술개발의 장기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매 5년 단위의 부문별 실천과제와 추진계획

이 수립되어 있다.

   현재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하에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과 원

전기술 고도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기술개발 

계획이 공급측면의 기술주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여 원자력

진흥종합계획의 미래 가치 실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 하기 위해 미래수

요지향 관점의 원자력 기술 지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 다. 따라서 원

자력 기술과 관련된 미래 경제·사회 발전과 기술변화를 예측 전망하고, 국

가 원자력 연구개발의 장기 비전의 전략적 달성 경로를 관리하기 위해 국

가 원자력 기술 지도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국가원자력기술지도 1단계는 2002년에 완료되었으며 1단계에서는 국가 

원자력기술 활용의 비전 설정, 목표 및 시나리오 결정, 전략제품 및 첨단

기술 결정, 주요 핵심기술이 선정되었다. 2003년에는 1단계의 미비점을 보

완하고 전략제품의 포트폴리오와 전략 환경 분석이 포함된 국가원자력기

술지도 2단계 작성을 완성 중에 있다. 2단계 다음 단계에서는 주력 핵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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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정의, 역, 수요자 조사, 세부 핵심기술의 기술지도 작성, 기술개발 

전략, 실천계획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2004년 원자력 중장기 연구과

제에서는 2단계 국가 원자력기술지도의 결과를 반 한 과제기획을 추진 

중에 있다.

다. 아시아지역 원자력기술지도 작성 협력 방안

   기술지도는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기

술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총체적 문서를 의미

하고, 경 자나 연구자, 그리고 기술자들로 하여금 미래의 기술상황에 대

해서 현재보다 좋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

다. 기술지도는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규명, 평가, 그리

고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시간대에 어떠한 

기술들을 연구개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기술지도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특정 연구 분야에 비효율적으로 과도

하게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 주고 관련 핵심기술을 공동으로 개

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조직구성원 혹은 관련 

집단의 전문가들이 목표, 전략, 수요, 기술발전방향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가 있다. 또한 기술지도는 분야의 

연구개발 규모, 기한과는 상관없이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즉 국가원자력

기술지도나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아시아원자력기술지도의 기법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국가원자력기술지도 작성의 경험

을 바탕으로, 아시아지역 원자력 과학기술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IAEA와 협력한 아시아 원자력기술지도 작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지도는 대규모 기술혁신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수요지향 관점

에서 증진시키는 데 유용한 기술혁신 관리 기법이다. 아시아 원자력 기술 

지도를 직성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각국의 원자력 계획들을 수요 지향적으

로 통합하고 주요 정책 목표 측정인자를 개발하며 기술지도상에서 기술적, 

조직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화 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아시아 원자력기술지도 작성을 위해서는 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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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들의 니즈 분석을 토대로 하여 각 나라가 어떤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각 나라의 원자력계획에서 도출

된 주요 부문 또는 기술 계획들을 수요 지향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원자력 기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원자력 기술의 수요를 원자력발전 분야, 방사선기술(RT)분야, 

원자력기반 미래 융합 기술 분야 등으로 대별함으로써 미래 기술 및 제품 

수요에 대한 특성을 보다 정확히 규명할 수 있다. 

   셋째, 수요 중심적으로 통합·계획된 기술지도상에서 기술적, 조직적 활

동을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계획의 추진 실적이 동태적으로 관

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아 지역에서 추진 중인 분산된 

계획들을 통합할 때, 기술지도상의 제품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조직적 그리고 및 정책상의 중복 및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지 검

토해야 한다. 또한 네트워킹에는 IAEA와 협력하여 예를 들어 ANENT와 

같은 지역간 원자력네트워크 조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젊은 세대를 위한 원자력 기술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젊은 세대들에게 원자력분야 전공 선택 그리고 젊은 이공계 인력에게 

원자력분야 종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기존의 원자력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정

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우주항공기술(ST) 등 새로이 부각되는 

첨단 기술은 젊은 세대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반면 원자력 공학 등 이

전의 첨단 기술은 젊은 세대들에게 전공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원자력 지식보존과 계승에 부정적인 향을 주

고 있다. 이미 IAEA를 비롯한 국제기구 그리고 국내에서 조차도 우려의 

관점에서 공감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IAEA는 회원국들

의 공통현상에 대해 젊은 세대들이 전공 선택과 연구 기회 선택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첨단 원자력 융합기술에 대한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젊은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원자력 기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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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젊은 세대를 위한 원자력 기술융합 교육프로그램

전공과정 명 기술융합 학제구분 비고

 1. 방사선 생명공학  RT+BT
석박사 및 

통합

현장 

중심교육

 2. 레이저 및  RT+ET+IT " "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회원국 스스로 그리고 

지역간 및 범 지역간 협력사업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

다. 젊은 이공계 전공자들은 특히 단기 교육훈련 보다는 새로이 부각되는 

기술의 석박사 과정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산업계와 연

구계의 수요 또한 신생 융합기술에 취급에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선호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원자력 교육훈련은 핵물리와 같은 

기초이론과 원자력공학 등 공학적 실무 중심에서 원자력 공학이나 방사선

공학은 IT, NT, BT, ST와 같이 새로이 부각되는 첨단 기술과 융합되어 

원자력 융합기술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학과 차별화된 

다학제적 교육 중심으로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이 결합된 현장 전공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대덕 연구 단지를 중심

으로 기존대학과 차별화되는 신생융합기술에 대한 다학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의 설립이 구체화되었으며 2003년 12월 

과학기술대학원대학이 대덕연구단지내 설립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동 

대학원대학에서 첨단 에너지기술(Energy Technology)분야에 중심역할을 

맡으면서 기존 이공계 대학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원자력 융합기술 분야

에 <표 3-4>과 같이 즉 방사선 생명공학, 레이져 및 플라즈마 응용학, 가

속기 및 나노 빔 공학, 신형 원자로 및 핵연료공학, 양자화학에너지 공학 

등 5개 원자력 융합기술 석박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동 석박사교육

프로그램은 미래 원자력융합 기술의 활성화를 목표로 국내 이공계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동 교육시스템을 향후 아시아 지역 이공

계 대학 졸업자로서 원자력 융합 기술의 전공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확대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동 교육프로그램은 IAEA 회원국들과의 원자력교육

훈련을 위한 정보 및 인력교류와 협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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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응용학
 3. 가속기 및 

나노 빔 공학
 RT+NT+ET+IT " "

 4. 신형 원자로 및 

핵연료 공학
 RT+ET " "

 5. 양자 에너지 

화학공학
 RT+ET+NT " "

기  관  명 전  공  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인 원

석사 박사

한국원자력연구소 T-24-가속기 및 나노공학 주관기관 0 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참여기관 0 1

한국원자력연구소
T-34-레이저 및 

플라즈마공학
주관기관 1 3

한국기계연구원 〃 참여기관 0 1

한국원자력연구소
T-35-신형원자력시스템공

학
주관기관 0 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참여기관 0 0

한국원자력연구소 T-36-양자에너지화학공학 주관기관 4 8

계 5 16

4. 미래 원자력 인력양성 협력방안 제시

 

   IAEA와의 미래지향적인 원자력 인력양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협력방안

은 아래와 같이 3개 항목으로 정리하 으며 이를 IAEA와 회원국들에게 

제시하 다.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 등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육기법의 개발과 활용 촉진.

    ○ 사이버관련 교육기법을 바탕으로 인력양성과 교육훈련 정보/자료/

인력 교류활동을 지역간 또는 범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실현.

    ○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자원의 통합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서는 국내 네트워크인 KN-NET을 시발점으로, 지역 네트워크인 

ANENT, 범 지역 네트워크인 WNU를 국제 협력체제로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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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3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제시

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은 기 개발된 리얼타임 사이버 

교육훈련 시스템과 향후 예견되는 Virtual Reality를 활용한 Simulation 교

육기법을 Pilot 형태로 IAEA에 제시하 다. 또한 지역간 그리고 범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전술한 바와 같이 IAEA ANENT 구축 자

문회의를 한국이 유치하고 사업 제안서를 IAEA와 함께 개발하 다. 동 

ANENt 사업 제안서를 기초로 IAEA ANENT 구축 착수회의가 2004년 2

월 23-27일간에 말레이사아 쿠알라 룸프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그림 3-6) IAEA와의 원자력 인력양성 협력 방안

   지역간 네트워크인 ANENT는 아시아 원자력 협력포럼 (FNCA), 아시

아 원자력안전네트워크 (ANSN), 유럽 원자력공학 네트워크 (ENEN)와 상

호 긴 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정 분야에서는 통합 작

업이 예상된다. 이러한 지역간 네트워크는 보다 발전하여 범 지역간 네트

워크인 WNU와 접한 협력관계를 도모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시적인 

협력과 공유를 바탕으로 미래 원자력 인력양성과 교육훈련의 국제 협력 

개념의 틀로 제시하는 것은 (그림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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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제7차 한 IAEA 공동협력 기술전시회 개최

제 1 절 기술전시회 추진전략과 전시물 제작

1. 추진 전략 및 수행체계

 

   IAEA와의 공동 협력 기술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시 

주제는 IAEA와 회원국들이 공감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the Next generation)'으로 선정하고 부제로는 ’원자력지식관리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그리고 '미래 원자력 교육훈련 기법

(Future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으로 채택하 다. 이와 같은 개

념적인 주제를 IAEA 회원국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형상화하기 위

해 전시물 제작에 (그림 4-1)과 같이 기술전시회 제작과 전시회 개최 체

계를 작성하 다. 

(그림 4-1) 전시물 제작 및 전시회 개최 흐름

미래원자력인력양성

프로그램및

지식기반체계분석

미래원자력인력양성

프로그램및

지식기반체계분석

전시아이템및

방법도출

전시아이템및

방법도출

전시물제작
- 영상물

- 전시패널

- 교육훈련기법

IAEA와

원자력인력양성

협력방안제시

IAEA와

원자력인력양성

협력방안제시

전시회개최
(제47차

IAEA 정기총회)

전시회개최
(제47차

IAEA 정기총회)

예비시연
(한일원산

연차대회)

ANENT 준비회의

유치등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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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물 시나리오 구성 및 제작

   기술전시회의 내용을 IAEA 회원국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은 상물로서 상물 내용에 얼마나 공감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므

로 상물 시나리오 전개에 가장 많은 노력을 투자하 다. 먼저 원자력 이

용개발이 지금까지 인류 복지, 경제, 산업에 얼마나 기여하 는가를 출발

점으로 하여 미래에도 지속적인 이용개발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논리적

으로 잘 표현하여야 한다. (그림 4-2)는 시나리오 구성과 전개를 제시한 

도표이다.

(그림 4-2) 시나리오 구성과 전개 

Atoms
for

Peace

Atoms for the 
Next Generation

Knowledge
Preservation &
Succession

한국의
원자력
기술
자립

원자력을
통한
미래

로드맵

데이터
베이스

인력
양성
노력

첨단기술과접목

Future 
Education &

Training

통합네트워크*

IT 활용*

세계와함께
한국과함께

   (그림 4-2)와 같은 시나리오 전개방안에 따라 전체 시나리오를 도입부, 

전개부(주제 및 부제), 결론부로 정하고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구성하

다.

   ○ 도입부: Prologue

      - 한줄기 햇살이 세상을 밝히듯 21세기 원자력의 힘이 새로운 미래

의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손에서 손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다

음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지며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숭고

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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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부 : Atoms for the Next Generation

      - 1953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연설 ‘Atoms for  Peace’이래, 지난 

50년간 인류는 원자력으로부터 전기 에너지, 의료, 물, 식량, 환경 

보호 등 많은 이익을 얻었다.

      - 한국의 경우에도 원자력은 고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 한국은 자력으로 한국형 표준원전의 운 과 APR 1400을 설계하

으며 미래 원자력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그 에는 

SMART, KALIMER, 수소 생산 원자로, 핵비확산성 핵연료 개발 

사업이다. 나아가, 첨단 방사선 이용 연구센터와 양성자 가속기 

센터 설립시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국제적으로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로서 INPRO, GEN-IV 

(GIF), ITER 사업이 공동으로 개발 되고 있다. 또한 방사선 기술

이 닦아오는 새천년 에는 생명공학, 나노공학, 우주공학, 환경/에

너지공학과 융합 되어 인류문명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 부제 1부 :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원자력 지식보존과 계승)

      - 원자력 기술은 미래의 번 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한 원자력 

지식의 보존과 계승은 지속적인 원자력 이용 개발의 핵심이다.

      - 지속적인 원자력 이용개발은 자격을 갖춘 인적 자원개발을 요구

한다.

      - 반면에 원자력 전문 인력은 감소하고 젊은 과학자의 원자력 계  

종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때 2003년 제46차 IAEA 정기총회에서 원자력 지식관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한 것이었다. 

      - 이제 향후 50년간의 새로운 원자력 시대를 위해 ‘Atoms for 

peace'는 ’Atoms for the Next Generation'에 국제적인 노력을 경

주하여야 한다. 

      - 한국은 이러한 때 IAEA와 협력하여 원자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

해 기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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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적인 원자력 지식관리 활동에 다양한 업무들이 있다.

      - 원자력 기술지도는 원자력 기술관리의 나침판이 될 것이다. 

원자력 기술지도 작성에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 한국은 이미 원자력 기술지도 작성사업을 자체적으로 

착수하 다.

      - IAEA INIS DB는 매우 성공적이다.

      - INIS DB는 국제 원자력 정보의 관문으로 모든 지역에서 접속 

가능하여야 한다.

      - 이러한 목적을 가시화하기 위해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INIS 

Host site를 개발하여 운 하고 있다.

   ○ 부제 2부 : Future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미래 원자력 교육훈련 협력)

      - 원자력 교육훈련은 원자력 지식관리의 핵심적이며 종합적인 역할

을 수행한다.

      - 한국은 대학, 연구소, 산업체가 함께 협력하여 원자력 교육훈련 

네트워크(KN-NET)를 구축하 다.

      - 또한 2002년 국제원자력 교육훈련센터(INTEC)를 설립하 다.

      - 한국에 유치한 RCA 사무국은 회원국들에게 박사후 연수과정, 

원자력 정책 석사과정, 그리고 방사선 의료 인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원자력 전공 선택과 경력개발에 흥미를 일

으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야 한며 국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고급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 웹 기반을 이용한 정보 통신기술은 원자력 교육훈련을 한층 강화

하는 도구이다.

      - 한국은 이미 자체 사이버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나아가 

Virtual  Reality를 활용한 Simulation 첨단 교육기법을 개발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우수한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국제적인 원자력 지식 네트워크는 향후 원자력 교육훈련의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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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이를 위해 한국은 ANENT 구축 자문회의를 2003년 6월에 유치하

다. 아시아 원자력 교육훈련 네트워크는 향후 유럽 원자력 교육

훈련네트워크, 세계 원자력 대학 네트워크 등과 연계될 것이다.

      - 이러한 세계 원자력 교육훈련 네트워크는 국제 원자력 대학 개념

을 완성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결론부 : Epilogue

      - 국제원자력 대학네트워크는 ‘Atoms for the Next Generation'을 

실현시키는 씨앗이 될 것이다.

      - 우리의 임무는 이러한 씨앗을 가꾸고 육성하는 것이다.

      - 한국은 IAEA 회원국들과 함께 미래 원자력 이용개발에 상호 협

력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노력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시나리오 내용에 적합한 상물 제작을 위해 국내 원자력 

시설의 촬 과 더불어 상물 그래픽으로 제작되었으며 제작된 CD-rom의 

표지는 (그림 4-3)과 같다. 상기 상물의 문 시나리오는 부록 1에 첨부

하 다.

(그림 4-3) 전시영상물 CD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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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 지식보존과 계승을 위한 IAEA와의 협력 패널 제작

   전시 패널(Panel)의 메인타이틀은 “다음 세대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the Next Generation)으로서 이를 좀더 구체적인 내용전달을 위해서 

두 개의 서브(Sub) 타이틀로 나누었다. 좌측 패널의 주제는 “지식보존과 

계승”(Nuclear Knowledge Management, Preservation and Succession)으

로, 우측 패널은 주제는 “미래 원자력 교육훈련”(Future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의 컨셉(Concept)을 가지고 각각의 주제와 컨셉

에 맞는 내용과 시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

록 구성하 다. 

가. 전시 패널 내용

(1) 좌측 패널

(가) 전시내용

   다음세대를 위한 지식보존과 계승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

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이룩한 원전건설 및 운 , 방사선의 산업

적 이용사업 그리고 지식보존과 교육훈련 등을 통해 한국은 차세대의 원

자력발전기술인 IAEA 주도의 INPRO사업, 미국 주도의 GEN-IV 사업 참

여, SMART사업, 첨단방사선 R&D 센터 등을 보여줌으로써 원자력으로부

터 얻은 지식을 다음 세대로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하여 전개

하 다.

(그림 4-4)는 좌측 패널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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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전시패널(좌측)

(나) 표현내용 및 방법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간의 대비, 지식보존과 계승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메인 비주얼, 이러한 표현 컨셉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세대를 상징할 수 있는 사람(과학자)과 다음세대를 상징할 수 

있는 젊은 사람(학생)을 중앙에 배치하고 자연스러운 대화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키(Key) 비주얼(Visual)의 의미를 표현한다. 패널 좌측 상단에는 

한국의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도록 팔만대장경의 전경이미지를 은은한 톤

으로 표현하고, 패널 우측 하단에는 한국의 IT기술의 우수성을 상징할 수 

있는 반도체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처리하여 전개한다. 메인 비주얼을 중심

으로 패널 좌측 하단에는 그동안 기존세대가 축적한 원자력발전사업인 원

자력발전소 전경, 방사선사업의 주축인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전경 사

진, APR1400 등을 배치하고, 우측 상단에는 국제협력을 통해 INPRO, 

GIF, SMART,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의 사진을 배치하므로 써 21세기의 

새로운 혁신기술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표현하여 전개한다.

   표현방법으로는 메인 비주얼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의 이미지가 균형

을 이룰 수 있도록 각각의 이미지를 분산하여 배치하므로 써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레이아웃하며, 타이포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고딕계

열의 헬베테니카체를 사용한다. 패널의 전체적인 배경의 칼라는 강한 코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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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블루를 사용함으로써 역동성, 상징성, 안전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다) 패널(Panel)의 내용

• 제 목 : Atoms for the Next Generation

• 부 제 :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Preservation and 

Succession

• 내 용 : Nuclear energy has been a backbone for Korea's remarkable

           economic growth

Ever since USA President Dwight D. Eisenhower spoke on 

"Atoms for Peace" in 1953, mankind has enormously 

benefited worldwide from the use of the atoms over the last 

half a century: In health, in agriculture, in industry, and as 

a major source of electricity.

Nuclear Technologies for the 21st Century

Next generation nuclear power technologies are being 

developed through projects such as IAEA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INPRO,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GIF, and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ITER. In the  new millennium 

Radiation technology, RT, combined with bio, nano, and 

space technology will sustain our civilization.

(2) 우측 패널

(가) 전시내용

   미래 원자력 교육훈련을 위하여 한국의 IT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기술

과 생명공학, 나노공학, 우주공학 등과의 접목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훈

련기법인 Web-based 교육훈련, 사이버 교육훈련, VRCATS 등이 미래의 

원자력 교육훈련 도구로서 활용되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원자력 회원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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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별로 협력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국하고 이들 네트워크를 하나

로 통합할 수 있는 국제원자력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래 원자력 이

용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표현하여 전개하 다. (그림 4-5)는 우측패널

의 모습이다.

(그림 4-5) 전시패널(우측)  

 

(나) 표현내용 및 방법

   IT 기술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콤팩트디스크의 이미지를 메

인 비주얼의 컨셉으로 잡고 콤팩트디스크의 작은 공간에는 IAEA의 로고

를 표현함으로써 미래의 교육훈련도 IAEA와 협력을 통해 한다는 내용과, 

콤팩트디스크의 둥근 원에는 각 대륙의 웃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표현하

여 전개함으로써 다음세대를 상징할 수 있도록 하 다. 좌측 패널 상단에

는 한국의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훈민정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전

개하고, 패널 우측 하단에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로를 부드럽게 처리하여 

전개한다. 메인 비주얼을 중심으로 패널 좌측 상단에는 미래 원자력교육훈

련을 위해 원자력 기술과 생명공학, 나노공학, 우주공학 등과 접목된 혁신

적인 원자력교육 커리큘럼의 개발을 통해, 이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교육훈련기법인 각각의 KN-Net, Cyder Training, VRCATS,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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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네트워크의 동 상 및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패널 하단에 배치하고, 패

널 우측 상단에는 국제원자력대학(INU)를 배치하므로 써 미래 원자력 교

육훈련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정보(IT)기술을 바탕으로 IAEA와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현한다.

   표현방법으로는 메인 비주얼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각의 이미지를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작게 하거나 크게 하여 레

이아웃하고, 네트워크의 구축체계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패스(Path) 

형태의 원근법을 적용하여 역동적으로 좁게 시작하여 넓게 나아가도록 표

현하여 전개한다.

(다) 패널(Panel)의 내용

• 제 목 : Future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 부 제 : Better Cooperation and Networking

• 내 용 : Web-based Learning and Cyber Education

   Information technologies, especially web-based technologies, are 

strengthening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For example, in Korea, 

homegrown cyber-education based on Virtual reality computer assisted 

technology is widely used as a superior education and education tools.

           International Nuclear University Network

As Asian Network for Highe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is 

under establishment, and will be linked with the European Nuclear 

Engineering Networks, World Nuclear University, and training network 

will eventually accomplish the concept of an international Nuclear 

University, INU.

나. 리플렛 제작

   리플렛의 제작은 표지포함 총 8페이지에 걸쳐 제작하 으며, 리플렛의 

규격은 가로 10cm x 세로 21cm 의 접는 형태의 방식으로 제작하 다. 전

체적인 편집디자인의 방향은 내용과 사진이 포함된 혼합형식의 1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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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하 으며, 리플렛의 각 페이지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Page 1 : Atoms for the Next Generation(제목)

(앞표지) Nuclear Knowledge Management/Future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부제)

진한 코발트의 배경에 아시아 네트워크(ANENT)의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제목, MOST, 대한민국 표시)

Page 2 : 미래를 위한 한국의 원자력 연구개발

         - SMART

         - KALIMER

         - H2 Production Reactor

         - Proliferation-Resistant Nuclear Fuel Cycle

         - Advanced Radiation Technology R&D Center

         - High Power Proton Accelerator Center

Page 3 : 한국은 다음 세대를 위한 원자력발전기술을 IAEA의 주도의 국

제협력에 의한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

          - INPRO Meeting

          -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m(GIF)

          -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ITER)

          - Radiation Technology combined with Bio, Nano and Space  

                Technology

Page 4 ∼ Page 5 : 원자력지식관리

2002년 제46차 IAEA 정기총회에서 원자력지식관리 증진을 위

한 결의안 채택, 이제는 “Atoms for peace"에서 새로운 원자력

시대를 대비한 "Atoms for Next Generation" 에 국제적인 노력

이 필요.

          원자력지식관리는 국제적인 세부 지식관리 프로젝트를 요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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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 기술지도 작성을 위한 지역간 협력, 지식보존을 위한 

IAEA INIS DB의 한국지역 사이트 유치 등에 한국이 노력.

          - IAEA KM Hompage

          - IAEA Consultant Meeting on ANENT

          - Nuclear Technology Roadmap

          - IAEA INIS DB

Page 6 ∼ Page 7 : 미래의 원자력 교육훈련

한국은 이미 정부‧연구기관‧대학‧산업체간에 국가 원자력 교육

훈련 네트워크(KN-NET)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INTEC은 

미래를 대비한 국제원자력교육훈련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RCA 지역사무소는 회원국에게 RCA 석사과정, 석사후 연

수생과정, 원자력 의료인턴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미래의 교육훈련은 IT기술을 접목된 Web-based 교육훈련, 사

이버교육훈련으로 발전, 여기에 한국이 자력으로 개발한 

VRCAT 등 사이버교육이 국제적으로 우수한 도구로 활용. 미래

의 원자력 교육훈련을 위한 범세계적인 교육훈련자원의 통합 활

용을 위해 한국은 IAEA 주도의 아시아 교육훈련 네트워크

(ANENT)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유럽 교육훈련 네트워크와 연

계하여 국제 원자력교육훈련(INU) 네크워크로 발전한다는 내용

을 기술하고 있다.

         - Korean Network of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KN-NET

         - INTEC

         - RCA Regional Office

         - Cyber Education at KAERI

         - Virtual Reality Computer Assisted Technology, VRCATS

         - KN-Net

         - ANENT

         - INU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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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8 : 우리나라의 광 원자력발전소의 전경의 이미지를 배치하고, (뒷

표지) MOST와 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의 주소를 수록하 다.

4. 미래 원자력교육훈련 기법 시연

   원자력연수원에서 개발한 사이버교육시스템으로 제작된 Video on 

Demand 컨텐츠를 인터넷을 이용한 사용법과 국내 원자력교육네트워크

(KN-Net)를 포함한 프로토 타입의 아시아 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

(ANENT)시스템 및 전력연구원에서 강의실용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개발

한 시뮬레이터인 VR-CATS2를 3대의 노트북 컴퓨터를 대형 모니터를 이

용하여 그림 (4-6)과 같은 배치로 시연하 다.

  

제 47차 IAEA 정기총회 전시회 과제 추진일정

 가. 사이버 교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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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연수원에서 사이버교육시스템으로 제작한 VOD로서 원자력연수

원 홈 페이지(www.kntc.re.kr) 공개연수과정에 게시된 “JANUS Reactor 

Decommission ing Case Study"을 포함하여 문으로 제작한 IAEA 워크

숍과정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연하 다. 리얼 플레이 도구를 이용한 

네트워크의 처리속도는 수강자들 이 수강하기에 적합 하 다.

나. VR-CATS2 시스템

   전력연구원에서 개발한 강의실용 교육훈련 시스템 VR-CATS2는 4 종

류의 서브시스템, 즉, VRPLANT(가상발전소), VRMCR(가상주제어실), 

CBT(Computer Based Training), WBT(Web Based Training)로 구성되어 

있다. VRPLANT는 WEB3D 기술을 적용하여 3차원 공간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발전소 건물, 건물 내의 주요기기 등을 가상공간에서 Navigation 

할 수 있으며, 주요기기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DB가 연동되어 있어서 이

동 중에 특정기기를 클릭하면 P&ID, Logic 도면, Spec 등을 참조해 볼 수 

있다.

   또한 기기들은 분해/조립 등을 할 수 있어서 기기의 형태, 내부구조, 동

작원리 등을 습득할 수 있다. VRMCR도 3차원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공간

을 이동하면서 버튼, 계기판, 경보판 등의 형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주요 

계기들은 시뮬레이터와 연동되어 있어서 특정 스위치를 조작하면 경보판 

의 울림, 계기판의 변화 등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교육생들이 하나의 팀

을 구성 하여 네트워크상의 자신의 컴퓨터에서 각종계기의 조작 및 문제 

상황 대처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Cyber Glove, HMD 등의 가상현실 장비를 이용하여 한층 

더 몰입감을 느낄 수도 있다. CBT는 강사가 강의실에서 시뮬레이터를 직

접 기동하여 운전 중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볼 수 있다. 시뮬레이터와 연동하여 노심내부의 동작과정, 중대사고 현상 

및 증기발생기 열 변환 과정 등도 표현하 다. WBT는 자체 서버를 이용

하여 Web Site를 구축 하 으며 강사의 자료와 각종 교안 등의 관리, 강

사/운전원간의 의견교환 등이 가능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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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시아원자력교육네트워크(ANENT)시스템

   아시아원자력교육네트워크(www.anent-temp.org) 시스템은 아시아지역 

IAEA/RCA 회원국의 원자력 관련 교육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하여 제작

된 시스템으로 기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각 회원국의 국가내 원자력기관별 분류 후 링크 기능(그림 4-7)

(그림 4-7) ANENT 각국 링크 기능

- 메뉴기능(현 개발상태)(그림 4-8)

  . Introduction : 비활성

  . Activities : 활성

  . Knowledge : 비활성

  . Institutions : 활성

  . Human Resources : 비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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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ANENT 메뉴 기능 

- Closed User Group(CUG) 기능

   상기 사이트를 이용하는 원자력전문가들 중에 회원가입이 승인된 회원

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주로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 공유 및 교

환이 가능한 기능이며 (그림 4-9) 및 (그림 4-10)과 같다.

(그림 4-9) ANENT CUG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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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ANENT CUG 세부 기능

제 2 절 원산/학회 연차대회 시범 전시회 개최

  본 전시회의 보다 완벽한 개최를 위하여 제18회 한국원산/원자력학회 

연차대회와 병행하여 개최한 ‘2003 서울 원자력산업전시회’에 참가하여 

전시물을 시연하 다. 전시기간은 2003년 4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이었으며 전시장소는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었다. 전시물은 “다음

세대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the Next Generation)"을 주제로 하여 

예비 제작된 패널, 동 상 및 미래 교육기법 시연 등이며 전시현황 모습

은 (그림 4-11)과 같다. 연차대회 시범전시는 많은 국내외 원자력계 주

요 인사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부록 4에 참석인사들의 방명록을 첨부하

다. 이들의 전시물에 대한 많은 지적과 조언은 본 전시회 준비에 커다

란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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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11) 2003 서울 원자력산업 전시회 참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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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IAEA 기술전시회 개최

1. 전시내용

가. 일시 및 장소

    ○ 2003. 9. 15(월) - 17(수)

    ○ Austria Center Vienna(ACV), IAEA 총회장

나. 전시 주제

    ○ Atoms for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위한 원자력 이용개발)

- Nuclear Knowledge Management(원자력 지식관리)

- Future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미래 원자력 교육훈련)

다. 전시회 내용

(1) 상물 

   한국의 원자력 이용개발과 원자력 지식관리를 위한 노력 그리고 정보

통신기술을 이용한 미래 원자력 교육훈련 기법에 관한 내용을 IAEA와 협

력하고 있는 내용과 향후 협력할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6분 35초)하 다.

(부록 1. 상물 시나리오(국‧ 문)

(2) 전시패널

 (가) 좌측패널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원자력 지식의 보존과 계승에 

관한 이미지와 이벤트,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의 원자력 이용개

발 현재와 미래를 표현하여 전개하 다.

(나) 우측패널에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미래 원자력 교육훈련, 

회원국간의 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특히 IAEA 아시아 원자

력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ANENT)과 ENEN 및 WNU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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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범세계적인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으로 확대, 이를 국제원자력대학(INU)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발

전시킬 수 있도록 전개하 다.

(그림 4-12) 영상물 방영 사진

(다) 교육모델 전시 

회원국 교육훈련생이 KAERI와 IAEA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ANENT 홈페이지를 통하여 KN-NET(Korea Network of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에서 KAERI 사이버연수원으

로 접속하여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를 검색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교육시스템과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시연하 다. 또

한, 전력연구원 (KEPRI)이 가상현실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한

국표준형원전 (KSNP)의 건물, 주요시스템, 주요기기 및 주제어

실의 모든 기기들을 사이버 공간과 강의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시스템(Virtual Reality Computer Assisted Technology 

System) 시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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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ENT 시연

(그림 4-13) ANENT 시연

 

(2) 사이버 교육훈련 시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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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그림 4-14) 사이버 교육훈련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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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R-CAT 시연 

(그림 4-15) 교육모델 시연 

라. 전시 상 협조 

    상물 전시에 삼성전자 비엔나 사무소에서 제공한 63" PDP TV(전

시 전용 신제품)의 사용으로 상물을 효과적으로 방 하여 방문자들로부

터 많은 호응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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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삼성전자 비엔나 사무소 제공 PDP TV 63" 사진

마. 참고 사항

   제47차 IAEA 정기총회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회원국은 아르헨티나와 

한국 2개국이었으며 IAEA는 Department 및 주요 업무별로 부스를 만들

어 담당업무를 소개하는 포스터와 팸플릿 중심으로 전시하 다. 아르헨티

나는 포스터 전시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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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IAEA 총회장 전시장 부스 배치도

2. 전시회 행사

가. 과기부 장관 전시장 방문

   2003년 9월 14일(일) 16:00-16:30분 사이에 과기부 장관이 전시장을 방

문하여 상물 관람 및 교육모델 시연 참가하 다. 원자력 지식관리와 미

래 원자력교육훈련에 관한 상물의 내용과 질에 대단히 만족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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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특히 ANENT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교육에 까지 연결되는 교육기

법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 다. 또한 연구소의 전시회 준비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 으며 '세계 원자력계를 선도 하십시오' 라고 방명록에 기록하

다.

(그림 4-18) 과기부 장관 전시장 방문 

(그림 4-19) 과기부 장관 방명록 서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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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과기부 장관 전시장 및 방문 사진 

  나.  전시회 Briefing Session(IAEA 사무총장 초청 행사)

   2003년 9월 16일(화), 13:00-13:30분에 실시한 전시회 Briefing Session

에 과기부 장관이 IAEA 사무총장 Dr. Mohamed Elbaredei를 초청한 가운

데 상시연과 사이버 교육모델을 시연을 하 다. IAEA 사무총장은 '한국

의 원자력 지식보존 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한국의 이러한 노력이 IAEA로

부터 전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 이라고 방명록에 기

록하 다. 전시회 Briefing 행사에 IAEA DDG, Director, 각국 대표 등 

1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부록 2. 전시회 방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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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IAEA DG 전시회 방문 사진

(그림 4-22) IAEA 고위직 전시장 방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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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23) IAEA 총회 모니터의 전시회 홍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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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IAEA 총회 저널의 IAEA DG 참가 홍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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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25) IAEA 홈페이지 DG 전시회 참가 내용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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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시회 방문자

   100여 개 총회 참가국으로부터 300여명이 한국 전시장을 방문하여 한

국의 원자력지식관리 활동과 원자력교육훈련활동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

다.(방명록 기재 자 및 명함 제공자). 특히 IAEA 직원들로부터 전시 내용

의 우수성에 찬사를 받았다.

 부록 3 IAEA DG 전시 방명록 기재 내용

  라. 자료 및 기념품 배포

   전시기간 중 한국에서 준비한 다음의 자료와 기념품을 배포하여 관람

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 과기부 장관 명의 전시회 초청장(그림 4-26) 

- 전시회 주제 Leaflet (Atoms for the Next Generation) 500부

- 상물 PC CD Rom 300매

- 기념품 Magnetic sticker 500 세트(그림 4-27)

- Screen Saver(VRCATS) 300매

- RCA 지도(RCA RO 제공) 10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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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앞면

(b) 뒷면

(그림 4-26) 전시회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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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기념품 자석 스티커

3. 전시회 성과  및  특기 사항 

   한국의 전시회가 내용과 질에서 가장 돋보 으며 전시 관람자들로부터 

찬사와 다음세대를 위한 한국의 원자력 이용개발 활동에 관해 많은 질문

과 호응을 얻었다.(총 300여명 방문). 전시회 준비와 전시회 개최로부터 얻

은 주요성과는 아래와 같다. 

     (1) 원자력 지식관리 분야와 미래 원자력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한국

의 실질적인 노력과 IAEA와의 협력하고 있는 실적(RCA RO, 

INTEC, INIS 2, TRM, ANENT, INU 등)을 총회 참가 대표와 

IAEA 관련자들에게 홍보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시켰다. 특히 네

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교육기법의 시연은 IAEA 사무총장으로

부터 찬사와 함께 IAEA 로부터 전면적인 지원을 받을 만한 가

치 있는 활동으로 인정받았다.

     (2) 원자력연수원은 IAEA와 협력 ANENT 준비회의를  유치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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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또한 ANENT Web-site를 제작 지원하여 IAEA가 지향하는 

지역간 원자력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사업 수행의 협력계기를 

마련하 다.

      (3) 미래 원자력 교육훈련을 지향하는 범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즉 

WNA가 주도하는 IAEA가 협조하는 WNU사업 추진 파트너로

서의 기반을 확보하 다.

      (4) IAEA의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Network 구축사업에 한국의 

발전된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이버 교육과 Computer 

assisted 교육훈련 기법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IAEA와 회원국들

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 확보하 다.

 IAEA Nuclear Safety Dep't 등으로부터 inter- center 

networking에 관한 협의 등

     (5) 삼성전자가 제공한 최신 전시용 상 제품인 63" PDP TV 그리

고 교육모델 시연에 사용한 삼성전자제품의 박막 노트북 PC는 

전시장 관람자들에게 한국의 IT기술 발전상과 IT제품을 홍보하

는 부수적 성과를 거두었다.

     (6) 특기사항으로 우리 전시장을 방문한 회원국 고위층으로부터 다음

사항을 요청 받고 적의 조치를 하 다.

 아랍 에미레이트 연방 과기부 부차관 으로부터 MOST 고위

층과 면담요청 전달

 남아공 원자력국장으로부터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증진방안

(협정 체결) 의견 전달

 프랑스 유수 저널인 'International Journal of Low 

Radiation' 편집장(Dr. Andre Maisseu)으로부터 low 

radiation과 nuclear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 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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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대한 한국의 Representative 지정에 관한 협력 요청 

전달.

4. 소감  및  건의사항

가.  IAEA 정기 총회에서 IAEA와 회원국으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내 원자력 기술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된다. 또한 기술전시회를 통하여 IAEA와 

협력을 증진하고 회원국들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활용

하여 국내 원자력 기술의 인지도 향상과 더불어 원자력 기술수출의 

기반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차기 전시회에서는 보다 발전된 전시기법이 활용되길 바라며 이를 위

해서는 전시회 준비 인원과 과제의 예산이 현재 1억원에서 2-3억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 특히 전시 장비를 국내 산업 제품으로 활용하여 국내 제품의 인지도

를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예: 삼성전자 PDP 신제품

활용 등). 이를 위해서는 국내 산업체의 협조에 유의하여야 한다. 전

시 상물 제작업체(한국 상) 그리고 PDP 장비를 제공한 삼성전자 

마컴 그룹과 비엔나 사무소에 기관장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 하고자 

한다.

 라. 전시기간을 현재의 3일간에서 4일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된다. IAEA 총회가 금요일에 종료되므로 적어도 전시회는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로 조정하여 전시회 효과를 제고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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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시회 후속조치(IAEA와의 협력사업 등)

가. 2002년 제46차 IAEA 정기총회 결의안으로 채택된 ‘원자력 지식관리’

는 2004-2005년 IAEA C 3. 정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나. 동 사업의 일환으로 KAERI 원자력연수원은 IAEA의 요청에 따라 

ANENT (아시아 원자력 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사업 준비회를 2003

년 6월 유치하여 국제 원자력 연수관에서 개최하 으며 동 사업을 위

해 원자력연수원은 ANENT web-site를 제작하여 IAEA에 지원하

다.

   ○ IAEA는 ANENT 사업 추진에 한국이 Lead country역할을 담당하

여 주길 요청하 다. 이에 따라 원자력연수원은 준비회의에서 논의 

된 바에 따라 IAEA ANENT 구축을 위해 Coordinator역할을 담당

할 것이다.

다. ANENT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1)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으로 ‘한/IAEA ANENT 구축 공동연구’

과제 수행

      (2) IAEA 기술 협력국에 ANENT구축 지역간 사업 

(Regional TC Project) 신청에 과학기술부의 지원

      (3) IAEA가 지식관리 사업수행을 위해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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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수행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 과제를 통하여 IAEA와의 미래 지향적인 원자력 인력 양성 협력방

향을 제시하 으며, 이를 2003년 9월 IAEA 제47차 정기총회 공동협력 기

술전시회에서 성공적으로 전시하 다.

   IAEA의 주요 활동 중에 하나가 회원국의 원자력 기술능력 함양을 위

해 교육훈련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IAEA가 회원국을 위해 추진하는 원

자력 인력 양성 협력사업에 우리의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공

과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 다. 본 과제 수행을 통해 한국이 

IAEA와의 원자력 인력양성 협력사업으로 수행한 내용은 IAEA 원자력 지

식관리와 인력양성사업 추진에 핵심적인 사업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IAEA 아시아 원자력 교육훈련 네트워크(ANENT) 구축 사업 추진

       - IAEA ANENT 구축 자문회의 국내 유치 수행과 사업 제안서   

         작성

       - ANENT 임시 Web-Site 개발 및 활용

       - 한국의 Coorodinator 역할 수행과 향후 사업 추진 주도적 협력

    ○ 국제원자력대학(INU) 설립 사업 제안을 바탕으로 IAEA와 WNU 

주도의 세계원자력대학(WNU) 설립 사업 참가.

    ○ IAEA 원자력 지식관리시스템 기법 및 도구 워크숍 국내 유치를 

통해 개발도상국 지원.

   IAEA 정기 총회 기술전시회에서 또한 한국이 IAEA에 협력하고 있는 

사업 INIS DB Host-Site 개발운 , RCA 지역사무국 유치 운 과 인력양

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그리고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INTEC) 개소 운  등의 사업을 그리고 IAEA 지식관리사업과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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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를 위한 원자력 이용개발에 관한 한국의 협력의지를 IAEA와 회

원국들에게 전달하 다. 특히 IAEA를 비롯한 세계 각 국에 우리나라의 원

자력 교육훈련 능력과 지식관리에 관한 국가적 관심을 널리 소개하고 홍

보하여 국가 원자력 기술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 다. 원자력 지식관리, 미

래 원자력 교육훈련은 매우 개념적인 내용의 성격이었으나 이를 유형화하

여 회원국들의 이해를 넓힘으로서 정부가 표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원자력 

기술 역량을 만족스럽게 보여주었다.

  

   본 과제를 통하여 IAEA에 제시한 인력양성 협력방안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담은 IAEA 공동 협력 기술전시회 개최를 성공적인 개최로 IAEA 

사무총장으로부터 한국의 원자력 지식관리와 원자력 교육훈련 기법들이 

IAEA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정받았

다. 특히 IAEA 회원국이 공감하는 주제의 선정, 전시 아이템의 도출, 그리

고 동 과제에서 개발하여 시연한 사이버 및 Virtual reality 교육기법과 네

트워크 구축 활용 방안을 현실적으로 보여 줌으로서 본 과제의 목표를 성

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제 2  절 연구개발 대외 기여도

 

   본 과제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원자력 지식의 보존과 계승, 그리

고 미래 원자력교육훈련을 위한 활동계획으로 사이버 교육기법 활용 확대

와 교육자원 통합 활용을 위한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제안은 IAEA 아시

아 원자력 교육훈련네트워크(ANENT) 구축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사업 실현을 통해 한국이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우

수성을 IAEA와 회원국들에 널리 인식시켰으며 한국이 IAEA 협력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기여하 다. 또한 미래 지향적인 방향 제시에 

있어서도 유럽 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ENEN) 및 세계원자력대학(WNU)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방향을 IAEA에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제고

하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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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본 과제에서 개발하여 IAEA에 지원한 ANENT Web-site는 한국

의 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KN-NET)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사이버

연수원으로 접속하여 사이버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기법으로 기술전시회에

서 IAEA 사무총장으로부터 ‘한국의 미래 원자력 교육훈련 기법이 IAEA

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정받아 기록

으로 남게 되어 한국의 원자력교육훈련 기법활용 우수성을 세계 속에 제

고하는 데 기여하 다. 동 과제 추진으로 인한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o 경제적 측면 : 

  - IAEA 기술전시회에 삼성전자가 개발한 최신 전시용 63“ PDP TV 그

리고 교육모델 시연에 사용한 삼성전자의 박막 노트북 PC는 전시장 

관람자들에게 한국의 IT 기술 발전성과 IT 제품을 직접적으로 홍보하

는 기회가 되었다.

  - 사이버 디지털 교육 자료와 Virtual Reality를 활용한 첨단 IT 

Simulation 모델(한국형 표준원자력발전소) S/W를 개발도상국과의 

기술협력 그리고 원자력  시장 진출에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 ANENT 구축 등 IAEA와의 협력이 강화됨으로서 IAEA 훈련과정 

유치가 증대되어 국내 달러유입이 증가될 것이다.

o 사회적 측면 :

   - IAEA 기술전시회를 위해 제작한 문 상물, 사이버 교육모델을 국

내에서 개최하는 원자력 국제 워크숍과 세미나에도 방 하고 시연하

여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의 인지도 향상에 활용하 다. 이미 국내

에서 개최한 IAEA 원자력 지식관리 기법 및 도구 워크숍(11월 10

일), 일본에서 개최한 아시아 원자력 협력포럼(FNCA, 12월 3일)에 

활용 사례를 보여 주었다.

o 기술적 측면 :

    - 기술전시회를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의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개발, 사이버 교육 DB 구축, Real Time 교육시행, VOD 

생산, Web-site 제작 등 사이버 교육훈련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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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계 높 다. 

    - Vitual Reality 기술을 활용한 첨단 Simulation 기법을 향후 교육용

으로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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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활용 계획

   원자력 지식관리와 미래 원자력 교육훈련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을 

H/W와 S/W를 통해 IAEA와 IAEA회원국들이 공감하는 유형적인 내용으

로 원자력인력양성 협력 방안을 제시하 다. 원자력 지식보존과 계승은 원

자력의 지속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이를 한국이 

수행한 IAEA INIS2.com의 Host-Site 개발, Nuclear Technology 

Roadmap 사업 착수, 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사례를 실현 방법을 가시적으

로 보여 주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Cyber 원자력 교육기법 즉 멀티

미디어 자료 개발, DB 구축, Real Time교육시스템 설계, VOD 제작 기법

을 실제적으로 구현하 으며 향후 Virtual Reality 기술을 활용한 첨단 

Simulation 교육기법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상

기 내용을 제47차 IAEA 기술전시회에서 상물, 전시 패널, 교육훈련 모

델 시연을 통해 IAEA와 회원국들에게 제시하여 성공적인 한국의 원자력 

기술전시회가 되었다.

   본 과제로 수행한 IAEA 기술전시회는 우리의 사이버 교육훈련 기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Virtual Reality 기법을 활용한 첨단 

Simulation 교육기법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이러

한 미래 지향적인 원자력 교육훈련 방향의 제시로 IAEA 주도사업인 

ANENT 구축사업에 회원국 Coordinator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IAEA와 개발도상국 원자력 요원 양성 협력사업이 확대 될 것이다. 나아가 

IAEA와 World Nuclear Association이 주도하는 세계원자력대학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한국의 역량을 제공할 것이다. 본 과제 결과로 얻은 성과에 대

한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  IAEA 사업으로 2004년부터 추진하는 ANENT 구축사업에 한국이 

회원국 Coordinator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한국의 장점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ANENT Web-site를 ANENT 사업 추진의 

기반으로 활용할 것이다. 



- 120 -

  ○ 2004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는 ANENT 구축 운 위원회에서 우

리가 개발한 ANENT Web-site와 2003년 12월 한국과 IAEA가 공동

으로 만든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교육기법들이 IAEA 개도국 원자력 지식관리

사업 추진의 기법과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IAEA 지역간 워크숍

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가 제시한 미래지향적인 

교육훈련 협력사업이 IAEA 사업의 주요 사업으로 활용 될 수 있도

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본 과제를 통해 생산한 상물 Video은 국내

외에서 개최 되는 FNCA, IAEA 등 국제 원자력 관련회의에 방 하

여 한국의 원자력인력양성 협력 의지를 홍보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언급한 활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과학기술부로부

터 다음과 같은 지원이 요청된다.

  ○ IAEA와의 ANENT 사업협력을 위해 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으로 

‘한․IAEA ANENT 추진 공동연구과제’ 추진.

  ○ IAEA 협력국에 ANENT TC 프로젝트 수행 지원.

  ○ 사이버 교육기법 활용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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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과제 추진 일정표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과제 기본 계획 확정

  ㅇ협약서 체결

2. 과제 추진 계획
 
  ㅇ 과기부 협의

  ㅇ 마스터 플랜 계획보고

  ㅇ 자문위원회 개최  

  ㅇ 마스터 플랜 확정 보고

3. 영상 시나리오, 패널, 교육기법시연모델 작성

  ㅇ 시안 작성 (1차안, 수정안)

  ㅇ 국 ㆍ영문 시나리오 작성

  ㅇ 패널 기본안 작성, 문안 확정

  ㅇ 교육 기법 모델 시연(안)

4. 전시관련 영상 자료 수집 확보
 
  ㅇ 국내 관련 자료 수집

     (두산, 한수원, KINS, KEPRI, 소내 등)

  ㅇ 국외 관련자료 수집(IAEA 등)

  ㅇ 수정 보완 자료 입력
 
 

5. 전시품 제작
 
  ㅇ 중앙동영상 업체 선정

  ㅇ 사용 장비 선정 및 확보, 제작 발주
 
  ㅇ 패널 제작 업체 선정, 표현방법 제작

     - 좌 : 지식보존과 개선
     - 우 : 미래 원자력 교육훈련

  ㅇ 교육훈련기법
(사이버교육, VRCATS, 멀티미디어, 네트워
크), 시연

 
  ㅇ 장비 업체선정 등

6. 전시장비 확보
 
  ㅇ 4월 원산연차대회

- 삼성전자 PDP 중앙영상 임대
- 패널
- 교육모델 시연(PC, 모니터 등)

  ㅇ 9월 IAEA 기술전시

- 주 비엔나 삼성전자 PDP 임대
- 수송 방안 등

Dec

사업내용

Aug Sep Oct NovApr May Jun Jul

제 47차 IAEA 정기총회 전시회 과제 추진일정
ejlee, NTC

주요일정
2002 2003

비    고
Dec Jan Feb Mar

협약체결

(12/17)

MOST 1차 계획 보고

(12/23))

자문회의 개최

(1/17)

MOST 2차 보고

(2/21))

영문 시나리오 확정

(2/28)

업체시연(2/10)

업체발주(2/21) 1차 전시품 제작완료 (3/31) 전시품 수정 제작완료(7/31)

영상 DPL, PC장비 확보

(3/20)

IAEA 출장협의(4월 중순)

장비임대 확보

(3/31)

1차안

(1/17)

패널 기본(안)확

정 (3/28)

교육 기법 모델안

(3/28)

IAEA ANENT 회의결과 반영

(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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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내, IAEA와의  협력
 
  ㅇ 4월 원산년차대외 전시계획 통보

  ㅇ IAEA와의  협력

- 3월 IAEA측에  전시 요청, 주제통보,
   서신발송(주재과학관)
 
- 4-5월 IAEA  담당자와 전시장소, 설비, 비용
  등  협의

- IAEA  전시장 기반
  (의자, 시청각기기, 카펫, 전기공사, 조명 등)

- 모니터, DVD  Player 현지 임대
  (비엔나 현지 삼성전자)

- 비엔나 운송회사 섭외

8. 1차 원산회의 IAEA  전시내용 시연

  ㅇ 일 시 : 2003.4.9 - 11

  ㅇ 장 소 :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 호텔

9. IAEA  정기총회 전시

  ㅇ 전시회 기념품 선정, 제작 발주 

  ㅇ 배포 자료 제작 

- Leaflet(안내서)

-전시초청장

-오찬 또는 만찬 초청장

-방명록 등

  ㅇ 시제품 수송 (3인)

  ㅇ 시제품 장비, 이동, 설치, 시연점검확인(3인)

  ㅇ 장관 초청 오찬 또는 만찬 초청

- 예산 확보

- VIP 영접계획 수립

- 초청 범위 확정, 장소 선정 및 예약

- 초청장, 연설문

  ㅇ 전시 행사시

- 상주 인원 배정(설명자, 보조담당자 등)

  ㅇ 전시 종료

- 소요비용 정산(IAEA)

- 전시장비 수송

10. 결산 및 보고서 작성 

사업내용

비    고
Dec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주요일정
2002 2003

Sep Oct Nov Dec

원산공문신청

(2/28)

IAEA  서신발송

(3/1)

IAEA  출장협의

(4월중순)

원산회의전시

(4/9-11)

기념품 제작완료

(7/31)

배포자료제작완료

(8/15)

전시품수송 3인출장

전시장 설치

(현지)

전시회 개최

(9/15-17)

VIP영접, 장관초대오찬,만찬

전시품 설명,

보조담당자상주

전시품 철수

보고서작성

과제심사평가

및 종료

배포자료 문안작

성(5/1) 기념품 선

정(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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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상물 문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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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문

Prologue

      (1) 한줄기 햇살이 세상을 밝히듯 21세기 원자력의 힘이 새로운 미래의 가

능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한한 에너지 자원으로의 원자력은 세대를 이어 인류

를 지속적으로 번 하도록 한다.

주제 : Atoms for the Next Generation

(2) 1953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연설 ‘Atoms for Peace'이래, 지난 50년 간 

인류는 원자력으로부터 전기 에너지, 의료, 물, 식량, 환경 보호 등 많은 

이익을 얻었다. 

(3) 한국의 경우에도 원자력은 고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4) 이제 한국은 자력으로 설계한 원자력발전소를 운 하고 있으며 일체형원

자로, 고속증식로, DUPIC 핵연료와 같은 미래 원자력기술개발에 노력하

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한국은 첨단 방사선 R&D 센터 양자 가속기 개

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5) 마찬가지로, IAEA 주도의 INPRO, 미국주도의 GEN-IV가 차세대 원자

력발전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방사선 기술이 생명공학, 나노공학, 우주공

학과 접목 21세기 새로운 혁신기로 떠오르고 있다.

부제: Management of Nuclear Knowledge (원자력 지식관리)

(6) 효과적인 원자력 지속보존과 계승이 지속적인 원자력개발의 핵심이다.

(7) 이를 위해 국제사회로부터의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요구한다.

(8) 그러나 원자력 전문 인력의 노령화와 젊은 세대들의 원자력 계 전공 선

택의 감소되고 있다.

(9) 이러한 시점에서 2002년 제46차 정기총회에서 원자력 지식관리 증진을 

위해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하 으며 고무적인 것이다.

(10) 원자력 지식관리를 위해 원자력 기술지도 작성, 원자력 정보 관문국 구

축, 원자력 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의 사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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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것이며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원자력으로 원자력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것이다. 

(12) 한국 정부는 IAEA와 협력하여 새로운 원자력 시대의 주요 파트너로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 다.

(13) 원자력 기술지도 작성사업을 지역간 그리고 범 지역간 협력사업으로 추

진하자. 한국은 국가사업으로 원자력 기술지도 작성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14) IAEA INIS Database를 범세계적인 원자력 정보 관문국으로 발전시키

자. 한국은 IAEA INIS Database Host site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타 

지역으로도 확대하자.

부제 : The Future of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미래 원자력교육 훈련)

(15) 원자력 교육훈련은 원자력 지식관리를 위한 종합부분이다.

(16) 한국은 대학, 연구소, 산업체가 협력하여 원자력 교육훈련 네트워크를 

구축하 다. 특히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는 국제교육훈련과정을 제공

하는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17) RCA 지역사무소는 한국의 박사후 연수생 과정, RCA 석사과정, 의료 

인턴쉽 과정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훈련생들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확

대하고 있다.

(18) 우리는 젊은 세대들이 원자력연구에 보다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야한다. 이를 위해서 미래 원자력 교육훈련을 위해 생명공학. 나노

공학, 우주공학 등 첨단과학기술이 접목된 혁신적인 원자력 고등 교육

커리큘럼이 개발되어야 한다.

(19) 사이버 원자력 교육훈련, 대학의 web-based 원격교육, 한국에서 개발한 

새로운 원자력 시뮬레이션 교육기법인 Virtual Reality Computer 

Assistant System(VRCATS)들이 미래 원자력교육훈련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 세계 원자력 교육훈련자원을 통합으로 네트워크는 미래 원자력교육훈련

의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다. 한국은 2003년 5월 아시아 원자력교육훈

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IAEA 회의를 유치하 다.

(21) 나아가, 아시아 네트워크는 유럽 원자력 교육훈련 네트워크 등 지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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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와 연결되어 미래 원자력 교육훈련을 위한 범지역적인 국제원

자력대학 네트워크(International Nuclear University Network)로 발전

시키자.

Epilogue

(22) 국제원자력대학 네트워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원자력을 부흥하는 데 분

명히 씨앗이 될 것이다. 이 씨앗을 싹 띄우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과업이다.

(23) 한국은 우리 생활과 다음 세대를 위한 원자력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전 

세계 IAEA 회원국과 함께 원자력의 미래를 밝힐 것이다.

Ending Music

나. 문

PROLOGUE

(1) Sunrays bring light and life to the earth. Atoms brighten mankinds 

prosperity in the 21st century. Atoms, a tremendous source of 

energy, will continue to enrich the human rac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ITLE: Atoms for the Next Generation

(2) Ever since President Dwight D. Eisenhower spoke on 　Atoms for 

Peace　  in 1953, mankind has enormously benefited worldwide from 

the use of the atoms over the last half a century: In health, in 

agriculture, in industry, and as a major source of electricity.

(3) Nuclear energy has been a backbone for Koreas remarkable economic 

growth, and will continue its essential role. 

(4) Korea is operating its own designed nuclear power plant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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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NP, and APR-1400.  Korea makes strong efforts to develop future 

nuclear technologies. They are the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SMART, Korea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 

KALIMER, Hydrogen Production Reactor, and Proliferation-Resistant 

Nuclear Fuel Cycle.  In parallel, Korea is establishing an Advanced 

Radiation Technology R&D Center and a High Power Proton 

Accelerator Center.

(5) Internationally, next generation nuclear power technologies are being 

developed through the projects such as the IAEA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INPRO,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GIF, and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ITER. In the new millennium, Korea expects that Radiation 

Technology, RT, combined with bio, nano, and space technology will 

sustain our civilization.

SUB-TITLE: The Management of Nuclear Knowledge

(6) Nuclear technologies hold great promise for the future.  The 

preservation and succession of nuclear knowledge are essential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7) It calls for qualified human resources.

(8) While the current nuclear workforce is getting older, less of our 

youth are studying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9) It was timely and encouraging indeed that the 46th IAEA General 

Conference adopted a resolution on managing nuclear knowledge as 

GC(46)/RES/11.

(10) Concerted international effort will sustain 　Atoms for Peace　  and 

bring to bear 　Atoms for the Next Generation:  The new era of 

nuclear energy in the coming 50 years.

(11)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veyed her desire to become an 

active contributor in the new era of nuclear energy, in co-operation 

with the IAEA.

(12) The global management of nuclear knowledge entails a varie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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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s.

(13) A nuclear technology road map is a compass for managing nuclear 

technology. Worldwide co-operation to design a nuclear technology 

road map would be highly desirable.  Korea has launched a 

domestic nuclear technology road map.

(14) The IAEA INIS DB is successful. INIS DB needs to be more 

accessible to all the regions as an international portal site.  

Envisioning this objective, Korea is working on becoming an Asian 

regional INIS DB host site.

SUBTITLE:  The Future of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15)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is an integral part of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16) Korea has brought together all available resources in universities, 

R&D institutes, and industries to build a national network of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The International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Centre, INTEC, has been established since April 

2002.

(17) The RCA Regional Office in Korea is providing post-doctoral 

programs, nuclear engineering master courses, and nuclear medicine 

internships.

(18) We ought to encourage our youth to become more interested in 

nuclear studies and careers. The young generations interests should 

be raised by developing internationally accepted high university 

degrees along with a career in the nuclear fields at home and 

abroad. 

(19) Web-based information technologies are strengthening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Cyber-education based on virtual reality 

computer assisted technology is widely used as a superior learning 

tool.

(20) Global nuclear knowledge networking can serve as a vehicle that 

drives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forward. Korea hosted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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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meeting to establish an Asian Network for Highe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ANENT, in June 2003. 

(21) The Asian network will be linked with the European Nuclear 

Engineering Network, World Nuclear University, and other future 

networks. Global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Network will 

eventually accomplish the concept of an International Nuclear 

University, INU.

EPILOGUE

(22) The International Nuclear University Network will be a seed to help 

cultivate Atoms for the Next Generation. Planting and nurturing 

this seed is our vision and our duty.

(23) Korea and her fellow IAEA Member States will help each other to 

bring new life to the future of atoms. 

END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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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IAEA DG 전시회 방명록 기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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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dea DG 전시회 방명록 기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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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기부 장관 전시 방명록 기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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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장 방문장 서명 및 명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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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전시회 Leaf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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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리플렛 앞‧뒷면 

(b)  리플렛 내지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

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2409/2003  

    제목 / 부제 한․IAEA 공동협력 전시 및 미래 지식기반 체제 구축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한경원,   원자력연수원

연 구 자 및 부 서 명 이의진, 이한 , 박남규, 서경원, 김 택, 유병훈, 강우조, 원종열, 

주용창, 최일기, 남 미, 현하욱(원자력연수원), 최평훈, 

서민원(국제협력담당), 이정공(기획과), 한봉오(홍보협력과)

 출 판 지 대 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4. 3

 페 이 지   137p.     도  표  있음( ○ ), 없음(   )   크 기       cm.

 참고사항  `02. 12. 17 ∼ `03. 12. 16,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비 여부  공개(○ ), 대외비(  ), __ 급비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연구위탁기관   계약  번호

 초록 (15-20줄내외)

     본 과제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자력 지식보존과 계승, 미래 원자력 

인력양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IAEA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미래 원자력교육훈련에 

관한 IAEA 기술전시회를 개최하여 세계 속에 한국의 원자력 기술 인지도를 제고하고

자 하 다.

   2002년 제46차 IAEA 정기총회 결의안으로 채택된 원자력 지식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IAEA 아시아 원자력 교육훈련네트워크(ANENT) 구축사업에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을 강구하 다. 또한 한국이 제안한 국제원자력대학 설립과 관련한 

세계원자력대학(World Nuclear University, WNU) 사업 참여 및 IAEA 원자력 지식관리

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 으며,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IAEA와의 미래 지식기반 구축

을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하 다.

   이를 바탕으로 2003년 제 47차 IAEA 정기총회에서 원자력 지식관리와 미래 원자력교

육훈련에 관한 공동협력 기술전시회를 개최하 다. 한국의 원자력 지식관리를 위한 노력, 

미래 원자력 교육훈련 기법 등을 중심으로 7여분간의 문 상물을 제작하고 원자력 지

식보존과 계승, 미래 원자력교육훈련 발전 방향에 대한 전시패널을 제작하 다. 한국의 

사이버 원자력 교육훈련 기법과 웹 기반을 활용한 Virtual reality Simulation 교육기법 

그리고 네트워크 활용에 대한 교육모델을 기술전시회에서 시연하 다. 

  전시회를 통하여 IAEA 회원국이 공감하는 주제의 선정, 전시 아이템의 도출, 그리고 

동 과제에서 개발하여 시연한 사이버 및 Virtual reality 교육기법과 네트워크 구축 활용 

방안을 현실적으로 보여줌으로써, IAEA 사무총장으로부터 한국의 원자력 지식관리와 원

자력 교육훈련 기법들이 IAEA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

정받았다.

 주제명키워드 IAEA, 원자력 지식관리, 인력양성, 교육훈련 기법, 네트워크,

기술전시회, 국제협력, ANENT, W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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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s of the project are to suggest a proposal for future cooperation of 

establishment of nuclear knowledge infrastructure system to the IAEA and to have 

a joint technical exhibition on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and future nuclear 

education training with the Agency on the occasion of the 47th General Conference 

of the Agency in 2003.

  In order to suggest a proposal for future cooperation of establishment of nuclear 

knowledge infrastructure system to the IAEA, firstly, Korea will seek to make a 

coordinator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Asian Network for Highe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ANENT) which is sponsored by the Agency, secondly, Korea 

will participate in the project on the establishment of World Nuclear University 

sponsored by the Agency and World Nuclear Association, thirdly, Korea will host the 

IAEA training events on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to provide its technical 

capability for the IAEA Member States.

  For the implementation of a joint technical exhibition which contain the above 

contexts, Korea will identify the exhibition topics and methods and will produce a 

video film in English, and will show several new education models such as cyber 

education system, simulator training using virtual reality technology, and education 

using network methodology.

  Futhermore, NTC/KAERI has conducted successfully a joint technical exhibition on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and future nuclear education training at the 47th 

IAEA General Conference in Vienna. Director General of the IAEA, Dr. Mohamed 

Elbaradei, commented that Korea's effort for preservation knowledge in the field of 

the nuclear field is a worthy endeavor which have the full support of the 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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