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종 보 고 서         KAERI/RR-2284/2002

세계원자력 여성협회와의 협력기반구축 
및 원자력 국민이해 증진방안을 위한 여
성전문가 역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Women Experts to Enhance Public 
Confidence on Nuclear and to Establish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Strategies with the Women In Nuclear (WIN)

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과  학  기  술  부



편집순서 2

제   출   문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귀하

본 보고서를  “세계원자력 여성협회와의 협력기반구축 및 원자력 국민이해 증진방안을 위한 
여성전문가 역할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2. 10. 31.
                                           연 구 기 관 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 구 책 임 자     : 민  병  주
                                           연    구    원     : 김  계  령

김  도  양
남  영  미
노  인  영
민  경  란
박  선  희
송  순  자
정  준  극
최  선  영
최  선  주
한  봉  오



- i -

요     약     문

Ⅰ. 제  목

세계원자력 여성협회와의 협력기반구축 및 원자력 국민이해 증진방안을 위한 
여성전문가 역할방안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개발의 필요성
- 세계원자력 여성협회 (WIN-Global)와의 협력을 통한 원자력 국민이해도 증진
- 세계원자력 여성협회와의 정보교류 강화 및 협력 Network 구축 
- 국제원자력기구(IAEA) 여성문제 국제자문위원회 활동지원
- 학계, 의료계, 산업계의 여성 원자력 전문인력 활동 고취

연구목표
- 세계원자력여성협회(WIN) 및 주요 국가 WIN과의 협력기반구축

․세계 WIN 및 주요 국가 WIN 조직과의 협력 Network 구축
․국내 여성원자력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및 기술교류 인프라 구축

- 원자력 국민이해 증진을 위한 여성전문가 역할방안 수립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여성 전문인력 역할 확대 
․IAEA 여성문제 자문위원회 활동참여 및 지원
․국내 여성원자력전문인력의 정보교류 증진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최종연구 개발목표
- 세계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와의 협력으로 원자력국민이해 증진방안 조사 연구

를 통한 원자력 국민이해증진 및 여성 원자력전문가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웍 구축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세계원자력여성협회(WIN) 및 주요 국가 WIN과의 협력기반구축
- 세계 WIN 및 주요 국가 WIN 조직과의 협력 Network 구축



- ii -

- 국내 여성원자력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및 기술교류 인프라 구축
○ 원자력 국민이해 증진을 위한 여성전문가 역할방안 수립

-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여성 전문인력 역할 확대 
- IAEA 여성문제 자문위원회 활동참여 및 지원
- 국내 여성원자력전문인력의 정보교류 증진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Ⅳ. 연구개발 결과 
○ 세계 WIN 및 주요 국가 WIN 조직과의 협력 Network 구축

- 주요국 WIN 조직의 WEB 구축실태 조사하였음.
- 세계 WIN의 Web-site를 통한 우리나라 여성 원자력 전문인의 활동 

소개하였음.
- 세계 WIN 활동(제10차 세계 WIN 연차 대회 참석)에 적극 참여를 통

한 국제 정보 자료 입수 및 국제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하였음.
○ 국내 여성원자력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및 기술교류 인프라 구축

- 국내 여성원자력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여성전문 자원 정보 
Pool을 확보하였음.(법인 설립 추진 및 조직 재편성)

- 여성원자력 전문인력간 정보 및 경험교류 인프라 조성하였음.(교육 및 홍
보 강화)

○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여성 전문인력 역할 확대
- Web-site 구축, 운영을 통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여성 전문인 시각에

서의 대외 홍보기능 강화하였음.(www.winkorea.or.kr)
- 세계 WIN과의 신속한 정보 교류를 통한 국민 이해도 증진 및 국제적인 정보

교류 강화하였음.(한불협력방안 구축)
○ IAEA 여성문제 자문위원회 활동참여 및 지원

- 국내 여성 원자력 전문인들의 실태에 근거, 여성문제 향상을 위한 방
안 도출(IAEA safety installation 국장이며 WIN-Global 회장인 
Annick Carnino 특별강연)

- IAG-GI 한국위원의 활동 지원(2002년 9월 IAEA 총회시 회의)
○ 국내 여성원자력전문인력의 정보교류 증진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 WIN-Korea 학술대회 및 Workshop 개최(제 2 차 WIN-Korea 세미나 개최)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해외 원자력여성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한 원자력 국제이해 활동 수행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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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교류의 장 마련 및 국제적 위상 정립
   ◦ 세미나, 워크샵 등 행사 국내 유치 확대를 통한 국내 원자력여성 전문인들간의 유대 

강화 
   ◦ 국내 및 주요국 여성 원자력전문가들의 효율적인 정보공유 체제 구축을 위한 기

반마련으로 신속한 정보 교류 도모
   ◦ 학계, 의료계, 산업계에서 원자력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지위 및 역할 강화
   ◦ 국내 원자력계의 활동에 여성 원자력 전문인 참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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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 영  문  요  약  문 )

I. Title of Project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 with ‘Women In Nuclear(WIN)  
     -Global’ and a study on role of women in nuclear for better understanding on 
     nuclear 

II. Objects and Importance of Project

Importance of Project
- Enhancement of understanding on nuclear in Korea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WIN-Global association.
- Reinforcement of information exchange and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with WIN-Global association.
- Supporting IAEA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on Gender Issues.
- Advocation of women's activities in the area of scholastics, health science, 

industry as professionals.

Objectives of Project 
-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 with WIN-Global association 

and other countries' WIN association.
      ⋅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with WIN-Global and 
         other countries' WIN association.
      ⋅ Construction of database of women in nuclear and technical exchange   

       infra.
- Establishment of activity plan of women in nuclear for better understanding on 

nuclear in Korea. 
       ⋅ Extension of activity of women in nuclear for better understanding on   

       nuclear in Korea. 
       ⋅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IAEA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on  

Gender Issues.
       ⋅ Arrangement of conference for improvement of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women in nuclear in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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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Objectives of Project
   Network construction for better understanding on nuclear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women working in the fields of nuclear energy and 
irradiation application professionally, by research and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recognition on benefit of nuclear, through international 
collaboration with WIN-Global.   

III. Scopes and Contents of Project

○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 with WIN-Global association   
   and other countries' WIN association.

  -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with WIN-Global and 
       other countries' WIN association.
     - Construction of database of women in nuclear and technical exchange     

     infra.
○ Establishment of activity plan of women in nuclear for better understanding   
   on nuclear in Korea. 
     - Extension of activity of women in nuclear for better understanding on     

     nuclear in Korea. 
     -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IAEA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on        

     Gender Issues.
     - Arrangement of conference for improvement of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women in nuclear in nation.   

IV. Research Results 

○ Construction of cooperation network with WIN-Global and other countries'    
   WIN association.
     - Research of present states of WIN web site world-widely. 
     - Introduction of activity of women in nuclear working in our country       

     through web site of WIN-Global
     - Acquisition of information materials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in         

     WIN-Global association.(10th WIN-Global Annual Meeting) 
○ Construction of database of women in nuclear and technical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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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ra in nation. 
     - Brain pool of women in nuclear through construction of database of       

     women in nuclear 
     - Information and experience exchange infra construction between women in  

     nuclear
○ Extension of activity of women in nuclear for better understanding on        
    nuclear in Korea. 
     - Reinforcement of publicity function through foundation and operation of    

     Web site(www.winkorea.or.kr)
       - Improvement of awareness of public on nuclear and enhancement of       
         information exchange

○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IAEA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on Gender    
   Issues
     - Extraction of method to improve gender issues on the basis of present    

     situation.(Special speech of Annick Carnino, IAEA director and president
       of WIN-Global)   
     - Supporting IAG-GI Korea member 
○ Arrangement of conference for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women in       
    nuclear 
     - WIN-Korea conference and workshop (The 2nd WIN-Korea seminar) 

V. Applications of Research Results 

○ Manifestation of the roles of WIN-Korea More active public information of 
the goal in WIN-Global and WIN-Korea to Korean women specialist in 
nuclear 

○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women in nuclear through seminar and 
workshop

○ Prompt information exchange through establishment of effective information 
shared network between women in nuclear in nation and out of nation 

○ Advocation of women's roles in the area of scholastics, health science, 
industry as professionals.

○ Expansion of activity of women in nuclear in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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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경제·사회·기술적 중요성

1) 세계원자력 여성협의회 (WIN-Global)와의 협력을 통한 원자력 국민이해도 
증진

◦ 우리나라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40년에 이르는 원자력 연구개발 연륜을 기록
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 분야에 있어서는 20년이 넘는 운전 경험을 쌓고 있어
서 명실공히 원자력 선진 대열에 진입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원자력에 대
한 국민의 인식과 이해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국가 원
자력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원자력의 국민이해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자력계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원자력 전문인들의 솔직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원자력여성전문인들의 
국민이해 증진 활동은 여성 특유의 입장에서 추진할 때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구미 각 국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원자력여성전문인협회(Women in Nuclear)
를 결성하여 원자력 여성 전문인으로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을 위
하여 노력하고 있음. 세계 WIN은 각 국 여성 원자력 전문인간의 정보와 경
험을 교류하는 실질적인 조직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11월 7일 세계WIN의 국내 조직으
로서 WIN-Korea를 결성하였고 2001년 5월에는 제9차 세계 WIN 연차대회
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세계 WIN과 유대 관계를 시작하였음. 

◦ 따라서 세계 WIN과의 정보교류 기반 조성 및 국내 회원간의 정보 및 경험
교류를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국민이해 증
진에 기여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능력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
음.

 
2) 세계원자력 여성협의회와의 정보교류 강화 및 협력 Network 구축

◦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 WIN에는 현재 세계 56개국에서 2천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있음. 우리나라는 2000년 11월 7일에 창립된 WIN-Korea 
회원 80여명이 세계WIN의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여 있음. 세계WIN은 매년 회
원국에서 연차대회를 개최하여 여성으로서 원자력 국민이해 증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협의하며 여성원자력전문인간의 연구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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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교류하고 있음.
◦ 이러한 세계 WIN 연차대회에 우리나라 여성 원자력 전문인들도 적극 참여

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여성 전문인의 위상을 높이고 아울러 원자력 국민이해 
증진을 위한 각 국의 경험과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
음. 

◦ 세계 WIN의 internet 정보 채널을 이용하여 원자력 국민이해 증진을 위한 
정보 및 자료를 입수함.

◦ WIN-Korea가 주창하여 2001년 5월 세계WIN의 지역조직으로서 WIN-Asia
를 구성하였으며 WIN-Korea는 이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위임되었
음. WIN-Asia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 내 각 국간의 원자력 국민이해 증진을 
위한 정보 및 경험의 교류가 요구됨.

 
3) 국제원자력기구(IAEA) 여성문제 국제자문위원회 활동지원

◦ IAEA는 2001년 7월, 사무총장 자문기구로서 여성문제 국제자문위원회
(IAG-GI)를 구성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WIN-Korea 명예회장인 신영순 
박사가 8명 위원 중 1인으로 선임되어 있음. 이 위원회는 원자력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 전문인들의 양성과 고용증대 방안, 지위향상과 직업적 
배려(예컨대 방사선 피폭 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각 회원국이 적용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도출할 계획임.

◦ 따라서 WIN-Korea가 기술적 입장에서 IAG-GI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
음.

4) 학계, 의료계, 산업계의 여성 원자력 전문인력 활동 고취
◦ 여성 원자력 전문인은 원자력 기관뿐만 아니라 학계, 의료계, 산업계에서도 

폭 넓게 활동하고 있음. 이들의 결속을 통하여 원자력의 사회적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무분별한 반핵활동에 합리적인 논리를 제시하여 대응할 수 있음. 
이는 사회의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발판이 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 원자력 전문인간의 정보교류 채널을 수립하
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WIN-Korea Web-site를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방
안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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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가.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1) 세계원자력여성협회(WIN) 및 주요 국가 WIN과의 협력기반구축

가) 세계 WIN 및 주요 국가 WIN 조직과의 협력 Network 구축
◦ 주요국(미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 대만, 스웨덴, 체크 공화국, 슬로바키아 

공화국, 헝가리 등) WIN 조직의 WEB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국내 조직인 
WIN-Korea의 internet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가늠함.

◦ 세계 WIN의 Web-site를 통하여 우리나라 여성 원자력 전문인의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국제적인 위상을 높임.

◦ 세계 WIN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원자력 국민이해 증진을 위한 
세계 주요국 여성전문인들의 역할 등 국제적 수준의 정보 자료를 입수하며, 
국내 원자력 여성 전문가들로 하여금 국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
을 조성함.

나) 국내 여성원자력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및 기술교류 인프라 구축
◦ 국내 여성원자력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여성전문 자원 정보 

Pool 확보
◦ 여성원자력 전문인력간 정보 및 경험교류 인프라 조성

  2) 원자력 국민이해 증진을 위한 여성전문가 역할방안 수립

가)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여성 전문인력 역할 확대 
◦ Web-site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에 대한 여성 원자력 전문인 

시각에서의 대 국민 홍보기능 강화.
◦ 세계 WIN의 Web-site와의 신속한 정보 교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국내․외 여성원자력 전문인들간의 국제적인 정보 교류강화.

나) IAEA 여성문제 자문위원회 활동참여 및 지원
◦ 국내 여성 원자력 전문인들의 실태에 근거하여 여성문제 향상을 위한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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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G-GI 한국위원의 IAEA 자문활동 지원강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다) 국내 여성원자력전문인력의 정보교류 증진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 WIN-Korea 학술대회 및 Workshop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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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개발의 연차별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과제평가시 평가기준
추정 

연구비
(천원)

제1차
년도 
(‘01-’02)

 세계원자력
 여성협의회
 (WIN) 및 
 주요 국가 
 WIN과의 
 협력기반
 구축

 세계 WIN 및 
 주요 국가 WIN 
 조직과의 협력 
 Network 구축

- 주요국 WIN 조직의 
WEB구축실태 조사

- 세계 WIN의 Web-site를 
통한 우리나라 여성 
원자력 전문인의 활동 
소개

- 세계 WIN 활동에 적극 
참여를 통한 국제 정보 
자료 입수 및 국제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 주요국 WIN 조직의 
WEB 운영현황 
보고서 

- 세계 WIN 
Web-site에 소개된 
우리나라 여성 
원자력 전문인의 
활동 실적

- 입수한 세계 주요국 
여성전문인들의 활동 
정보량

20,000

 국내 여성
 원자력전문
 인력 데이터
 베이스 및 
 기술교류 
 인프라 구축

- 국내 여성원자력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여성전문 자원 정보 Pool 
확보

- 여성원자력 전문인력간 정
보 및 경험교류 인프라 조성

- 파악된 국내 
여성원자력 
전문인들의 현황 
정보량

- 정보 및 경험 교류를 
위해 조성된 인프라 
내용

 원자력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한 여성
 전문가 역할
 방안 수립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여성 전문
 인력 역할 
 확대 

- Web-site 구축, 운영을 
통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여성 전문인 시각에서의 
대외 홍보기능 강화

- 세계 WIN과의 신속한 정보 
교류를 통한 국민 이해도 
증진 및 국제적인 정보교류 
강화

- Web-site 홍보체제 
및 내용 (Contents)

 IAEA 여성
 문제 자문
 위원회 활동
 참여 및 지원

- 국내 여성 원자력 
전문인들의 실태에 근거, 
여성문제 향상을 위한 
방안 도출

- IAG-GI 한국위원의 활동 
지원

- 도출된 여성문제 
향상 방안

- 지원한 IAG-GI 
한국위원의 
활동실적

 국내 여성
 원자력전문
 인력의 정보
 교류 증진을 
 위한 학술
 대회 개최

- WIN-Korea 학술대회 및 
Workshop 개최

- 학술대회 및 
Workshop 개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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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가.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실적

◦ 제9차 세계여성원자력전문기구 연차대회 국내개최.
◦ Regional Workshop on Case Studies in Nuclear Public Information에서 

WIN-Korea 활동 및 홍보 프로그램에 관한 발표.
◦ 세계여성원자력전문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여성의 원자력 전문직 진출 방안 연

구 보고서.
나. 연구 개발하려는 기술 또는 내용의 기술발전주기(Technology Life Cycle)를 

세계 수준과 비교할 때 현재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 표시함.

      ■ 개념정립 단계    □ 기업화 단계      □ 기술의 안정화 단계

다. 현 기술상태의 취약성
◦ 국내 원자력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여성의 수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현

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전문인들 간의 정보교환 등을 위한 국내 조직이 2000
년 11월에 결성되었으며, 2001년 5월에 세계 WIN 연차대회를 개최함으로서 세
계 WIN과의 유대관계를 겨우 시작한 실정임.

◦ 국내 여성전문인들간의 정보교류, 세계 WIN과의 국제 협력 및 세계 원자력 사
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이 구축되지 
않은 실정임.

라. 앞으로의 전망
◦ WIN-Korea Web-site 구축,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성 원자력전문인과 세

계 원자력 여성 전문인들과의 정보교환 활성화 등 협력 증진 
◦ 학계, 의료계 및 산업계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원자력 여성전문인들의 결

속을 강화함으로서 원자력의 사회적 위상 제고
◦ 여성의 원자력 분야 고용증대 방안 및 직업적 여건에 대한 권고사항 강구
◦ 원자력 여성전문인들간의 네트웍 구축으로 여성 원자력전문직 활동에 대한 정

보 교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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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연구 수행 내용

1) 세계원자력여성협회(WIN) 및 주요 국가 WIN과의 협력기반구축

가) 세계 WIN 및 주요 국가 WIN 조직과의 협력 Network 구축
◦ 주요국(미국, 일본, 프랑스, 핀랜드, 대만, 스웨덴, 체크 공화국, 슬로박 공화

국, 헝가리 등) WIN 조직의 WEB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국내 조직인 
WIN-Korea의 internet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가늠함.

◦ 세계 WIN의 Web-site를 통하여 우리나라 여성 원자력 전문인의 활동을 소
개함으로써 국제적인 위상을 높임.

◦ 세계 WIN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원자력 국민이해 증진을 위한 
세계 주요국 여성전문인들의 역할 등 국제적 수준의 정보 자료를 입수하며, 
국내 원자력 여성 전문가들로 하여금 국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나) 국내 여성원자력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및 기술교류 인프라 구축
◦ 국내 여성원자력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여성전문 자원 정보 

Pool 확보
◦ 여성원자력 전문인력간 정보 및 경험교류 인프라 조성

2) 원자력 국민이해 증진을 위한 여성전문가 역할방안 수립

가)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여성 전문인력 역할 확대 
◦ Web-site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에 대한 여성 원자력 전문인 시

각에서의 대 국민 홍보기능 강화.
◦ 세계 WIN의 Web-site와의 신속한 정보 교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국내․외 여성원자력 전문인들간의 국제적인 정보 교류강화.

나) IAEA 여성문제 자문위원회 활동참여 및 지원
◦ 국내 여성 원자력 전문인들의 실태에 근거하여 여성문제 향상을 위한 방안 

도출.
◦ IAG-GI 한국위원의 IAEA 자문활동 지원강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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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여성원자력전문인력의 정보교류 증진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 WIN-Korea 학술대회 및 Workshop 개최

 
 제 2 절 연구 개발 실적

1) 세계원자력여성협회(WIN) 및 주요 국가 WIN과의 협력기반구축

가) 세계 WIN 및 주요 국가 WIN 조직과의 협력 Network 구축
◦ 주요국 (미국, 일본, 프랑스, 핀랜드, 대만, 스웨덴, 체크 공화국, 슬로박 공화

국, 헝가리 등) WIN 조직의 WEB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국내 조직인 
WIN-Korea의 internet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가늠함.

◦ 세계 WIN의 Web-site를 통하여 우리나라 여성 원자력 전문인의 활동을 소
개함으로써 국제적인 위상을 높임.

◦ 세계 WIN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원자력 국민이해 증진을 위한 
세계 주요국 여성전문인들의 역할 등 국제적 수준의 정보 자료를 입수하며, 
국내 원자력 여성 전문가들로 하여금 국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1) 제10회 WIN-Global 연차대회 참가
      

1. 기  간 : 2002년 6월 26-28일
2. 장  소 : 프랑스 파리 Convention Center
3. 참  석 : 25개국 약 130명

(주요외국인사 : IAEA Nuclear Safety Installation Director: 
Annick Carnino, Uranium Institute 회장 Agneta Rising 등)

4. 회의 결과
1) 이사회
○ WIN 집행위원으로 WIN-Korea 홍성운 회장이 유임되고, 신영순 명

예회장의 부재로 홍성운 회장을 이사로 교체하였음.
○ WIN-Korea 협력창구 (contact point)로 민병주 부회장을 선임하였음.

2) 총 회
○ WIN-Global 차기회장 선임에 미국과 브라질 대표가 추천, 대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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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하지 못하고, 현 회장인 Annick를 유임하였음.
○ 내년도 개최지 선정에서도 브라질과 미국이 대립되어 개최지 선정

을 유보하고, 불참한 국가의 의견을 반영한 후 결정토록 유보함.
- 2004년도 회의는 일본에서 개최키로 하였음.

○ WIN-Global의 Web과 각 국의 Web을 네트워크하여 정보교류를 활성
화하기로 결정.
-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Web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우리나라는 Win-Korea Web을 10월말 개통, WIN-Global에 네트

워크 할 예정이며, 아시아권에선 처음으로 추진중임
○ 지역 간 WIN (Regional WIN)협의체를 구성, 지역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
- WIN-Asia, WIN-Europe 등 지역 WIN 협의체 구성하여 지역 간 

WIN활동을 활성화하며, WIN-Global 연차대회는 격년으로 개최하
는 방안 제기.

- 지역 WIN 회장을 WIN-Global의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기 위한  
WIN-Global 정관개정을 위해 불참한 이사국들의 의견을 수렴, 결
정하기로 하였음.

5. 특기사항
○ 금번 대회에 아시아 국가의 참석이 많았으며 (일본 9명, 한국 6명, 대

만 2명, 중국 1명) 우리나라도 다수 참석하여 이사회 및 기술세션에 
적극 참여 등 전년도 개최국가로서 역할을 담당하였음 
- 3분야의 기술세션 중 2분야에서 패널리스트로 참석, 한국의 위상

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음.
○ 2001년 한국에서 개최한 연차대회 결과물을 CD-Rom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음.
- 회원국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WIN-Global Web에 올려 전 

세계에 홍보키로 결정.
- 한국의 활동을 Good Practice로, 금번 파리회의 결과도 CD-Rom으로 

제작해 달라는 회원국의 요구가 있었음

나) 국내 여성원자력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및 기술교류 인프라 구축
◦ 국내 여성원자력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여성전문 자원 정보 

Pool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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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회원수
연구계 산업계 학계 비영리

/정부기관 총
인원수 29 49 5 2 85  

◦ 여성원자력 전문인력간 정보 및 경험교류 인프라 조성을 위해 “한국원자력여
성전문인” 법인 설립 추진.

- 법인 설립 추진 방안

(1) 법인설립의 배경
(가) ‘00년 11월 7일 “한국 원자력 여성 전문인 모임 (WIN-KOREA)” 

결성,  넓은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고, 세계 여성 원자력 전문인 협
회 (WIN-Global)의 한국 지부로 가입, 활동하여 왔음.

- 국내 원자력 여성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02년 11월부
터WIN-Korea Web Site를 개통 국내․외 Network망 구성 추진 

(나) ‘01년 5월 제9차 세계 원자력 여성 전문인 협회 (WIN-Global) 연차
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함으로써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 ‘02년 6월 제10차 연차대회에서는 이사회 진출, 3개 기술세션의 패
널리스트로 참여 등 대외적 홍보성과를 이룩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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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IN-Korea의 국내외적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현  WIN-Korea
에 대한 체제 개선 필요성 대두.

(2) 필요성
(가) 원자력에너지와 방사선 이용에 대한 여성과 차세대 층의 올바른 이

해도 증진과 세계의 원자력․방사선 분야 종사 여성 전문인력들과
의 국제협력에 조직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음.

(나) 이를 위하여 WIN-Korea를 보다 전문화, 체계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체인 “한국원자력여성전문인협회”로 설
립. 공식적인 활동체제로 개선할 필요성 대두

(3) 추진 경위
○ `02. 2. 22 : 임원회 개최

- 법인화 설립의 타당성 제고 및 방법론 모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 `02. 3월 ～ 4월 : 법인 추진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료를 전 회원에게 송
부 의견수렴

○ `02. 5. 7 :  임원회 개최
- 공익법인(법인) 설립 결정
- 법인 설립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 `02. 9. 23 :  임원회 개최
- 공익법인 설립 준비상황보고
- 사무실 장소 선정에 대한 협의

     (KAERI에서 사무실 및 사무집기 지원)
○ `02. 10. 11 :  관련기관 설명회

- 공익법인 설립 준비 및 추진방안 보고
- 원자력관련기관의 회원사 협조

(4) 추진 방안
(가) 국내 여성 원자력 전문인 모임 (WIN-Korea)을 공익법인체인 “한국

원자력여성전문인협회”로 설립.
- 협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수를 확대하며, 전담 운영인력 확보를 

통하여, 협회 활동이 체계적 및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함
- 분야를 전문화 및 조직화하고, 원자력 유관기관과의 인프라를 구성하

여 협회 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함 (예. 국제협력부, 홍보부, 운
영부 등) 

(나) “한국원자력여성전문인협회”의 운영재원 및 전담인력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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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관련기관으로부터의 특별회원사 가입에 의한 특별회비 또
는 기부금 등을 받아 협회 최소 운영기금을 조달하고, 전담 상근 
인력은 최소화하여 협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기타 협회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연구․조사사업 등을 통하여 자체 확
보함.

(다) “한국원자력여성전문인협회”의 사업내용
- 연구기능 확립(법인 설립 시 연구소 포함)   
- 교육기능 : WIN-Korea 이름으로 홍보, 교육(모성교육포함). 

     전회원의 전문성을 살려 강의자 및 강의내용 Data Base화. 
          WiiN 및 다른 원자력 홍보 기관에서의 강의 적극 추천.
- 국제협력 기능 : 한-불, 한-카, 한-남아공 & 한-소
- 장학사업 

(5) 향후 추진계획
(가) 법인설립을 위한 정관 및 서류 작성 (‘02년 12월 중)
(나) 공익법인 신청 (‘03년 2월 중)

  
2) 원자력 국민이해 증진을 위한 여성전문가 역할방안 수립

가)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여성 전문인력 역할 확대 
◦ Web-site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에 대한 여성 원자력 전문인 시

각에서의 대 국민 홍보기능 강화.
(1) Web-site를 구축 추진일정

     

업무내용 2001년 2002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의견 수렴 및 
개념설계 *** *
각 분야별

담당업무 분담 ** **
자료 수집 및 
수록내용 작성 * *** *** *** *** ***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 *** * ***
기본설계 ** ** *
상세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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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2001년 2002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내용 작성
(DB/HTML) *** ***

시범운영 * *
보완 **
운영 **

(2) 개발환경
(가) IDC 센터 개요

당사의 서버는 IDC센터는 가장 안정적이고 빠른 네트웍을 통하여 24시
간 365일 Non-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시설 및 보안설
비, 이중화된 고속네트웍, 선진적인 운영시스템 등을 갖춘 서버 호텔에 
입주하여 호스팅의뢰자의 요구에 최적화된 시스템의 표준 모델입니다.

1) 항온항습기
통신장비 및 전산장비의 최적운용을 위한 온/습도 조절을 위한 시스템
으로서  운용온도 20～25oC, 운용습도 40%～60%로 유지됩니다. 기계
실의 환경에 맞는   DOWN/UP FLOW 방식 병행 운용하며, 냉각탑의 
이원화로 유사시 최소 50%의 가동만으로 정상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 
설계/구축되었습니다.

2) USP(Uninterrupted Power Supply)           
장비의 전원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2조 병렬방식으로 안정적인 전원
을 공급 중에 있으며, 한전전원/발전기 정전 시 최소 1시간의 안정적인 
전원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3) 발전기
한국전력의 전원 정전 시 최대 30초 이내에 자동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신설비인 가스터빈 발전기의 구축으로 정
전 시 유류 공급없이 30시간 동안 안정적인 전원의 공급이 가능합니
다. 

4) 이중냉각기
냉각수가 밀폐된 체계에서 순환되므로 냉각수에 대기로부터 발생하는 
불순물 침입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시스템으로 개방형 냉각탑에 
비해 효율이 좋은 밀폐형 증발식 냉각탑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물은 전산실의 전산장비를 위해 밀폐형 냉각탑을 설치, 이상적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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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전산장비의 온도상승을 
최대한 억제/시스템의 운용 조건을 만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나) 서버의 네트워크 환경
1) 특징

1. 고용량, 고성능의 백본 라우터 및 기가 스위치 장비 구축  
2. 백본 장비 및 라우팅 경로 이중화  
3. 5Gbps이상의 충분한 국내 연동망 확보
4. 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한 이중 네트웍 구성  
5. 해외 백본의 장애에 대비한 위성 네트웍 구성

2) 구성도

      

(다) 서버의 하드웨어 환경

       

CPU   P-III 1GB Mhz(dual)
RAM   512MB 
HDD   SCSI 18.2GB(Max 2bay) / IDE 60GB(7200RPM)  

Main Board   Intel (2U)
CASE   2U Rack type
회선   1G Backbones 100M 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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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버의 소프트웨어 환경
 OS  Windows 2000 Server (Service Pack 2)  
 Data Base  MS-SQL 2000 Standard Server  
 System Soft Ware  SiteGalaxy   
 응용 Soft Ware  NMail Server 3.2, V3 virus,   

(3) 설 계
(가) 사용자 환경

WIN-Korea 홈페이지의 사용자 환경은 Microsoft Explorer V5.0 이상
의 browser를 사용하며, 해상도(display resolution)는 800 x 600 pixels
에 맞도록 설계하였으며, 사용 URL은 www.winkorea.or.kr 이다.

(나) 메뉴 구성
1) 한글판

       

1차 Menu 2차 Menu 3차 Menu 작성방법
(한-title)Banner Page HTML

(한-①)1. WIN-Korea

(한-①-ⓐ) 명예회장/회장 메시지 HTML
(한-①-ⓑ) 설립 취지 HTML
(한-①-ⓒ) 연혁 HTML
(한-①-ⓓ) 조직 및 회원현황 HTML
(한-①-ⓔ) 주요 활동 소개 (한-①-ⓔ-①) 창립총회 HTML

(한-①-ⓔ-②) 서울대회 HTML
(한-①-ⓔ-③) 1주년 대회 HTML

(한-①-ⓕ) 앞으로의 활동/계획 HTML
(한-①-ⓖ) 연락처 (사무국) HTML

(한-②)2. 회원전용
(한-②-ⓐ) 공지사항 DB
(한-②-ⓑ) 게시판 DB
(한-②-ⓒ) 연락처/회원정보 HTML

(한-③)3. WIN Global

(한-③-ⓐ) 소개 HTML
(한-③-ⓑ) 연차대회 개최 현황 HTML
(한-③-ⓒ) WIN-Asia를 통한 협력 HTML
(한-③-ⓓ) WIN Global web site link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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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Menu 2차 Menu 3차 Menu 작성방법

(한-④)4. 유용한 정보

(한-④-ⓐ) 원자력 FAQ Link
(한-④-ⓑ) 한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 Link
(한-④-ⓒ) 세계의 원자력 발전 현황 Link
(한-④-ⓓ) 원자력에 대한 여론 Link
(한-④-ⓔ) IAG-GI  활동 소개 HTML

(한-⑤)5. 공지사항 (DB)

(한-⑤-ⓐ) 국내외 주요 원자력 관련 행사 DB
(한-⑤-ⓑ) 여성 과학기술자의 위상제고와 관련한 논단 DB
(한-⑤-ⓒ) 본 협회와 관련된 강연자료 DB

(한-⑥)6. 자유게시판 DB

(한-⑦)7. 관련 WEB site link

(한-⑦-ⓐ) 정부 Link
(한-⑦-ⓑ) 연구기관 Link
(한-⑦-ⓒ) 산업체 Link
(한-⑦-ⓓ) 학계 Link
(한-⑦-ⓔ) 원자력관련 단체 Link
(한-⑦-ⓕ) 국제 원자력 관련단체 Link
(한-⑦-ⓖ) 기타 관련 단체 Link

2) 영문판

       

1차 Menu 2차 Menu 작성방법
(영-title)

Banner Page HTML

(영-①)
Introduction

(영-①-ⓐ) 명예회장/회장의 메시지 HTML
(영-①-ⓑ) 설립 취지 HTML
(영-①-ⓒ) 연혁 HTML
(영-①-ⓓ) 조직 및 회원 현황 HTML
(영-①-ⓔ) 주요 활동 소개 HTML
(영-①-ⓕ) 앞으로의 활동/계획 HTML
(영-①-ⓖ) WIN-Korea 연락처 HTML

(영-②)
각국의 WIN 조직
Home Page 연계

(영-②-ⓐ) WIN Global web site link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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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Menu 2차 Menu 작성방법

(영-③)
관련 WEB site link

(영-③-ⓐ) 정부 Link
(영-③-ⓑ) 연구기관 Link
(영-③-ⓒ) 산업체 Link
(영-③-ⓓ) 학계 Link
(영-③-ⓔ) 원자력관련 단체 Link
(영-③-ⓕ) 국제 원자력 관련단체 Link
(영-③-ⓖ) 기타 관련 단체 Link

(4) 구현
(가) Directory 구성 및 file name

WIN_Korea (Root)
Global.asa (모든 페이지에 일관 적용 될 페이지)
Intro.asp (인트로 페이지)
Log_in.asp (로그인 페이지)
Login_check.asp (회원 아이디 및 암호 체크 페이지)
Main.asp (WIN-Korea 메인 페이지)
Sub_menu.asp (메인에 적용되는 서브메뉴 페이지)
Sun_menu2.asp (하위 페이지에 적용되는 서브메뉴 페이지)          
Top_menu.asp (메인에 적용되는 상위메뉴 페이지)
Admin (관리자 페이지 폴더)

Admin_logout.asp (관리자 로그아웃)
Default.asp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
Default_main.asp (프레임 페이지)
Limit.asp (로그인 확인 페이지)
Log_in.asp (아이디 및 암호 체크페이지)
Login_f.asp (로그인 확인 페이지)
Top.asp (상위메뉴 페이지)

Community_manage (커뮤니티 관련 폴더)
Event (이벤트 관리 폴더)

contentView.asp (에디터 임시 페이지)
event_del.asp (삭제 페이지)
event_edit.asp (수정 페이지)
event_edit_ok.asp (수정 정보 저장 페이지)
event_list.asp (리스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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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_view.asp (뷰 페이지)
event_write_ok.asp (새글 저장 페이지)
frm_write.asp (글쓰기 페이지)

lecture (강연자료 관리 폴더)
contentview.asp (에디터 임시 페이지)
frm_write.asp (글쓰기 페이지)
lecture_del.asp (삭제 페이지)
lecture_edit.asp (수정 페이지)
lecture_list.asp (리스트 페이지)
lecture_edit_ok.asp (수정 정보 저장 페이지)
lecture_view.asp (뷰 페이지)
lecture_write_ok.asp (새글 저장 페이지)         

news (WIN-동향 관리 폴더)
contentview.asp (에디터 임시 페이지)
frm_write.asp (글쓰기 페이지)
news_del.asp (삭제 페이지)
news_edit.asp (수정 페이지)
news_edit_ok.asp (수정 정보 저장 페이지)
news_list.asp (리스트 페이지)
news_view.asp (뷰 페이지)
news_write_ok.asp (새글 저장 페이지)

notice (공지사항 관리 폴더)
contentview.asp
frm_write.asp
notice_del.asp
notice_edit.asp
notice_edit_ok.asp
notice_list.asp
notice_view.asp
notice_write_ok.asp

person (WIN-Korea이달의 여성 관리 폴더)
contentview.asp
frm_write.asp
person_del.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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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_edit.asp 
person_edit_ok.asp
person_list.asp
person_view.asp
person_write_ok.asp
preview.asp (미리보기 페이지)

environment (WIN-Korea 관리자 환경 관련 폴더)
settint (WIN-Korea 관리자 페이지 셋팅 폴더)

shop_set.asp
shop_set_save.asp

images (이미지 폴더)
member_manage (WIN-Korea 회원 관리 관련 폴더)

member_list (WIN-Korea 회원관리 폴더)
2mb-4.asp (상세 및 수정 페이지)
idcheck.asp (아이디 체크 페이지)
user_add.asp (사용자 등록 페이지)
user_del.asp (사용자 삭제 페이지)
user_list.asp (사용자 리스트 페이지)
user_ok.asp (사용자 등록 저장 페이지)
user_update_ok.asp (사용자 수정 정보 저장 페이지)

images
board (회원 전용 게시판 폴더)

board_list.asp (회원전용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board_modify.asp (회원전용 게시판 수정 페이지)
board_reply.asp (회원전용 게시판 답변 페이지)
board_save.asp (회원전용 게시판 새글 밑 답변 저장 페이지)
board_view.asp (회원전용 게시판 내용보기 페이지)
board_write.asp (회원전용 게시판 글쓰기 페이지)
log_in.asp (회원 로그인 페이지)
login_check.asp (회원 아이디 및 암호 체크 페이지)
user_check.asp (회원 인증 페이지)

file_upload (회원 전용 게시판 첨부 파일 저장 폴더)
css (스타일시트 폴더)

css.css (스타일시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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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np.css (스타일시트 파일)
style.css (스타일시트 파일)

English (WIN-Korea 영문 페이지 폴더)
1.swf (영문 페이지 플레쉬)
1wk-1.html (Presidents message Page)
1wk-2.html (Purpose Page)
1wk-3.html (History Page)
1wk-4.html (Organization Page)
1wk-5.html (Main Activity Page)
1wk-6.html (Future Activity Page)
1wk-7.html (Contact Page)
7sl-1.html (Web Site Link Page)

images (WIN-Korea 관련 이미지 폴더)
1wk 
2mb
3wg
7sl

event_img (이벤트 게시판 업로드 파일 저장 폴더)
faq (원자력 FAQ 내용 폴더)

010 (한국수력원자력 자료 폴더)
img (이미지 폴더)

011 (한국원자력 문화재단 자료 폴더)
img (이미지 폴더)

world (세계의 원자력 자료 폴더)
free (자유 게시판 폴더)

freeboard_del.asp (자유게시판 게시물 삭제 페이지)
freeboard_modity.asp (자유게시판 수정 페이지)
freeboard_reply.asp (자유게시판 답변 페이지)
freeboard_save.asp (자유게시판 새글 및 답변 저장 페이지)
freeboard_view.asp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페이지)
freeboard_write.asp (자유게시판 글쓰기 페이지)

file_upload (자유게시판 첨부파일 저장 폴더)
images (WIN-Korea 한글 페이지 관련 이미지 폴더)

1wk (WIN-Korea 소개 관련 이미지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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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 (회원전용 이미지 폴더)
3wg (윈글로발 이미지 폴더)
4a (유용한 정보 이미지 폴더)
5wn (공지사항 이미지 폴더)
6rn (자유게시판 이미지 폴더)
7sl (관련 사이트 이미지 폴더)

info (유용한 정보 관련 폴더)
4dt-1.asp (원자력 FAQ 리스트 1페이지)
4dt-1_2.asp (원자력 FAQ 리스트 2페이지)
4dt-1_3.asp (원자력 FAQ 리스트 3페이지)
4dt-2.asp (한국의 원자력 페이지)
4dt-3.asp (세계의 원자력 페이지)
4dt-4.asp (원자력 FAQ 내용보기 페이지)
4dt-5.asp (여론속의 원자력 페이지)
4dt-6.asp (IAG-GI란 페이지)
PrintPage.asp (원자력 FAQ 프린트 페이지)

Intro (WIN-Korea 소개 폴더)
1wk-1.asp (회장 메시지 페이지)
1wk-2.asp (설립취지 페이지)
1wk-3.asp (연혁 페이지)
1wk-4.asp (조직도 페이지)
1wk-4-2.asp (회원현황 페이지)
1wk-4-3.asp (회원가입 안내 페이지)
1wk-5.asp (주요활동  창립총회 페이지)
1wk-5-1.asp (주요활동  제9차 세계대회 페이지)
1wk-5-2.asp (주요활동  1주년 대회 페이지)
1wk-6.asp (앞으로의 활동 페이지)
1wk-7.asp (오시는길 페이지)

jwediter (글쓰기 에디터 폴더)
event_upload.asp (이벤트 첨부 이미지 업로드 페이지)
jwwebediter_banner.cab (에디터 배포 파일)
jwwebediter_banner.lpk (에디터 인증서)
lecture_upload.asp (강연자료 이미지 업로드 페이지)
news_upload.asp (WIN-동향 이미지 업로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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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_upload.asp (이달의 여성 업로드 이미지 페이지)
lecture_img (강연자료 첨부 이미지 저장 폴더)
link (관련 사이트 및 사이트 맵 폴더)

6fn-3.asp (사이트 맵 폴더)
7sl-1.asp (관련 사이트 페이지)

membership (회원 전용 폴더)
board_del.asp (회원전용 게시판 게시물 삭제 페이지)
board_list.asp (회원전용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board_modify.asp (회원전용 게시판 수정 페이지)
board_reply.asp (회원전용 게시판 답변 페이지)
board_save.asp (회원전용 게시판 새글 밑 답변글 저장 페이지)
board_view.asp (회원전용 게시판 내용보기 페이지)
board_write.asp (회원전용 게시판 글쓰기 페이지)
idpass.asp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
idpass_success.asp (회원 아이디 및 암호 출력 페이지)
log_in.asp (회원 로그인 페이지)
user_update_ok.asp (회원정보 수정사항 저장 페이지)
2mb-1.asp (공지사항 페이지)
2mb-3.asp (회원정보 페이지)
2mb-4.asp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file_upload (회원전용 게시판 첨부 파일 저장 페이지)
images (회원전용 페이지 관련 이미지 폴더)

news_img (WIN-동향 첨부 이미지 저장 폴더)
notice (공지사항 폴더)

5wn-1.asp (공지사항 페이지)
5wn-2.asp (WIN-Korea 이달의 여성 페이지)
5wn-3.asp (관련행사 페이지)
5wn-4.asp (WIN-동향 페이지)
5wn-5.asp (강연자료 페이지)

notice_img (공지사항 첨부 이미지 저장 페이지)
person_img (이달의 여성 첨부 이미지 저장 페이지)
photo (WIN-Korea 2차 대회 관련 이미지 폴더)
PrintScript (원자력 FAQ 프린트 관련 스크립트 폴더)

Print.js (프린트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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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Hid.js (프린트 스크립트)
System (WIN-Korea 시스템 페이지 저장 폴더)

Db_connect.asp (DB 연결 페이지)
String_cut.asp (문자열 자르기 페이지)

Win_global (윈글로벌 폴더)
3wg-1.asp (WIN-Global이란 페이지)
3wg-2.asp (연차대회 페이지)
3wg-3.asp (WIN-Asia 페이지)
3wg-4.asp (각국의 사이트 페이지)

nation (각국 국기 이미지 저장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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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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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용자 등록 
WIN-Korea 홈페이지는 이용자 관리는 회원 및 준회원의 이용자 등록
과 소수의 지정된 관리자 등록으로 되어 있다. 회원 전용 게시판, 공지
사항, 자유게시판 등에 자료를 게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된 이용
자이어야 하며, 공지사항과 같은 협회 측에서 알리는 내용의 기사를 게
시하는 관리자를 두어 기사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의 
목적은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실명으로 하여 불필요한 자료가 게시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용자 등록을 위해서는 협회에서 인정한 
회원이어야 하며, ID와 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e-mail ID를 알
려주고, 관리자를 통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관리 및 운영
(가) 보안

      

1. OS 보안 Patch 서비스
2. 보안컨설팅 및 보안 정책 수립/관리
3. Network firewall 서비스 (실시간 침입 차단 서비스)
4. V3 Virus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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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백업
1. 백업 장비 : HDD (IDE 60GB) 
2. 백업 대상 : Database, 첨부 파일, 프로그램 소스
3. 백업 주기 : 주 1회
4. 저장 기간 : 4주

(다) Recovery 
장애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의 재개로 Business 손실 최소화

(라) 운영
한국원자력여성전문인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임.

◦ 세계 WIN의 Web-site와의 신속한 정보 교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국내․외 여성원자력 전문인들간의 국제적인 정보 교류강화.
- WIN-Korea/WIN-France와의 협력
1) 한국 측은 제10차 WIN-Global 연차대회 (‘02.6.파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WIN-France측에 사의를 표명함. 아울러 WIN-Korea도 제9차 WIN- 
Global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밝힘.

2) 양측은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하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으며, 양국의 WIN 활동현황 및 경험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
함. 양측은 2003년 미국에서 개최예정인 제 11차 WIN-Global 회의와 연
계하여 제1차 WIN-Korea/WIN-France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3) 양측은 상호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contact point를 지정함.
              ⋅ WIN-Korea : 홍성운 회장
              ⋅ WIN-France : Bres-Tutino 회장

나) IAEA 여성문제 자문위원회 활동참여 및 지원
◦ 국내 여성 원자력 전문인들의 실태에 근거하여 여성문제 향상을 위한 방안 

도출.
◦ IAG-GI 한국위원의 IAEA 자문활동 지원강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1) IAEA의 여성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 활동 조사 연구
본 조사 연구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수행하고 있는 여성문제 
(Gender Issue) 개선을 위한 특별 활동에 대하여 심도있는 조사연구를 수
행하고 이에 따른 권고 사항을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
토하였음. IAEA는 세계 원자력의 유엔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IAEA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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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추구하고 있음은 각 국 원자력 기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하여 예의 주시함은 우리나라 여성
문제 진전을 위하여 참고가 되는 시의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가) IAEA 여성문제 특별자문위 발족의 배경
UN이 설립되고 산하기구들이 창설된 지 얼마되지 않은 1946년, UN내에 
‘여성지위위원회’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가 설치되었음. 
이는 범세계적 UN 기구가 여성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 시작한 첫 조치
였음. 이 위원회의 기본 목적은 소외되어 있고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
고 있는 여성 권리를 증진하는 것이었음. 그  후 약 25년 전, 여성지위 
향상 및 여성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 활동의 일환으로 1975년 멕시코 시
티에서 세계 여성문제 개선에 대한 첫 회의를 가지게 되었음. 따라서 
1975년을 국제여성문제 개선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음. 이로부터 여성 
지위 향상 및 여성문제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기 시작하
였음. 1975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첫 10년을 ‘UN 여성 10년: 평등, 
개발 및 평화’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에 UN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은 여성의 사회적 평등과 여성 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특히 멕시코 대회 직후 UN총회에서 여성문제 개
선을 위한 결의문이 채택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음. 왜냐
하면 그 이후 수많은 UN 관련 회의에서 여성 문제 개선을 위한 권고사
항, 결의문, 또는 선언문이 채택되어 여성문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
대하였기 때문임.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5년 9월, 베이징에서 제4차 세계여성대회가 개최
되었음. 이 대회는 현대 역사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재인식하는 중요
한 이정표를 기록하는 것이었음. 회의에 참가한 세계 각 국은 정부 차원
에서 남녀 평등 및 여성 문제 개선을 위한 개별적 방안을 강구키로 약
속하였음. 이를 ‘베이징 플랫폼’ (Beijing Platform)이라고 말함. 이를 계
기로 두 가지 중요한 문서가 채택되었음. 하나는 ‘베이징 선언’이며 다른 
하나는 ‘베이징 플래폼 행동 지침’이었음. 
이들 문서는 12개의 중요사항을 제시하고 각각의 개선 방안을 모색토록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음. 12개 중요 현안으로 제시된 
것은 여성과 빈곤, 여성의 교육 훈련, 여성과 보건, 여성에 대한 폭력 방
지, 여성과 전쟁, 여성과 경제,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여성을 
고려한 산업구조의 개선, 여성의 인권, 여성과 언론, 여성과 환경,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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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문제 등임. 이 같은 12개항의 여성 문제는 5년 후인 2000년, UN 23
차 특별 총회에서 ‘여성 2000: 21세기에 있어서의 남녀 평등, 발전, 평화’
라는 기치와 함께 재 강조되었음. 이를 ‘베이징 플러스 화이브’ (Beijing 
Plus Five)라고 말함. 
23차 UN 총회 결정사항은 UN본부를 비롯한 UN 산하기구부터 각 사업
과 정책에 ‘베이징 플랫폼’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여 반영토록 하였음. 또한 인터넷을 활용하여 각 기구의 여성문제 개선 
활동을 소개토록 하였음. 이에 따라 UN 특별 기구로서 IAEA도 여성문
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음. 다음은 각 기구에서 
여성 문제 개선 방안 강구를 위한 지침임. 이 지침에 따라 각 UN 기구
에서는 여성 직원의 비율을 전체의 30% 까지 끌어올리도록 하며 적격의 
여성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능력을 
배양함으로서 여성 진출을 적극 추진토록 한 것임.
- 모든 정책 계획 수립에 여성 문제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을 반영토록 
함
- 모든 사업에 여성의 적극적이고도 폭넓은 참여를 적극 권장토록 함.
- 미성년과 여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함.

      
(나) 특별자문위의 구성

IAEA는 1995년 베이징에서의 제4차 세계여성대회의 결의 사항 및 23차 
UN총회에서의 결정사항에 따라 IAEA는 자체적으로 여성 전문인력 위
상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음. 이에 따라 몇 년간의 준비 
검토 과정을 거쳐 2000년 9월 사무총장 (Director General) 특별자문기구
로서 '여성문제 국제 자문위원회' (IAG-GI: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for Gender Issues)를 설치하게 되었고 이 사업을 중심적으로 이
끌어 갈 Focal Point로서는 당시 IAEA 직원 중 여성으로서는 가장 고위
직에 있는 원자력시설안전국장 Annick Carnino를 임명하였음. Carnino 
국장은 2000년 6월 헬싱키에서 열린 제8차 세계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WIN-Global) 연차대회에서 WIN 세계 회장으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폭 
넓게 활동하고 있는 인물임.
Focal Point인 Annick Carnino 국장은 IAEA의 여성문제에 대하여 사무
총장을 자문하고 권고사항을 수립하여 IAEA 정기총회에 보고하며 이 
권고사항이 전체 회원국에 의하여 채택되도록 하는 중심역할을 원만하
게 추진하기 위하여 8명의 여성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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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고 그 첫 회의를 2001년 6월 비엔나에서 개최하였으며 2차 회의
는 2002년 9월 IAEA총회 직후 개최하였음. 1차 자문위원회에서는 IAEA
의 여성문제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추진 방안
을 제시하였음. 2차 자문위원회에서는 이들 사항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
는지를 평가하고 2003년 9월 총회에 제출할 권고사항을 검토하였음. 자
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음. 
위원장: Gail de Plaque (전 미국 NRC 위원, 전 미국원자력학회 회장, 
현 미국 전략문제 연구소 회장)
위원: Ms Gabriela Lindholm (현 오지리 주재 스웨덴 대사)

Ms Frans Bres-Tutino (CEA 원자력국 국제조정관, WIN-프랑스 
회장)
Ms Dana Bravoba (체크공화국 국가 원자력안전국장)
Ms Cintia Dias (브라질 국가원자력위원회 특별 자문위원)
Dr Young-Soon Shin (WIN-Korea 명예회장, 전 국회의원, 전 원
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총재, 의사)
Mr John Ritch (전 오지리 주재 미국대사, 현 WNA 사무총장)
Ms Carolyn Hanna (현 유엔 여성문제 및 여성위상제고 특별자문국 
여성문제 담당관)

※ IAG-GI에 한국의 신영순 박사가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우리나라 여
성원자력전문인의 국제 위상을 높여주는 사항임.

      
(다) 여성 직원 대우에 대한 사무총장 특별 지시

2002년 8월 29일 IAEA 사무총장 ElBaradei는 전 직원에 공한을 보내어 
국제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지침을 다시 한번 주지하였으며 특히 성희롱
에 대한 일련의 지침을 시달하였음. 공한에서 사무총장은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 방지 방안,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의 구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서 직장에서 여성의 지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다음
은 사무총장 공한의 요지임.
(직무 방해의 유형) 신체적 위협을 포함한 위협적인 언행, 수치심을 줌
으로서 당황하게 하는 언행,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모함, 개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수행에 따른 의도적 모욕, 개인의 신체적 및 특정 관습을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 또는 냉소적으로 비방하는 행동, 특정인을 따돌림 하거
나 소외시키는 행동,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도록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있어서 제공하지 않는 행동까지도 직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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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Harassment)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음. 
특히 이성에 대하여 불순한 의도로서 성희롱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
위는 모두 직무 방해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예를 들어, 신체적이던지 말
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행동에 의하던지 상대방 이성을 불쾌
하게 하거나 공격적으로 대하는 행동을 함으로서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
는 것을 성희롱으로 간주하고 있음. 만일 어떤 부당한 약속을 하거나 경
력에 이득을 준다는 조건을 내걸고 상대방을 성적으로 공격하거나 부당
한 성적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는 직접적인 성희롱의 범주에 들어간다
는 것임. 또한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성적인 이미지가 담겨있는 물건
이나 그림을 멋대로 보여주는 행위, 성적인 암시를 유도하는 행위, 성적
인 특징에 대하여 멋대로 표현하는 행위 등도 성희롱의 범주에 들어간
다는 것임. 이는 이성간에 뿐만 아니라 동성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사무총장의 공한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층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
한 신경을 써야 함을 강조하였음. 관리층은 밝고 명랑한 직장 근무 분위
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부당한 성희롱은 용납될 수 없다
는 사항을 인식토록 하고 성희롱에 대한 불만이나 시정 요구가 있을 경
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음. 또한 관리층은 어떤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양측의 주장을 주의 깊
게 듣고 이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함을 강조하였음.
일반적으로 성희롱을 당한 당사자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에게 대하여 
재발 방지 차원에서 주의 또는 경고를 주어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그치며 공식적인 절차는 밟지 않는 경향이 있음. 물론 
당사자에게 직접 정중한 대화로서 문제 해결을 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동료, 또는 IAEA 내에 소속되어 
있는 상담원과 협의 할 것이 권고되고 있음. 사무총장은 기구내 성희롱 
문제를 담당할 사람을 임명해야 할 것임. 
만일 대화로 문제해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든지 또는 단순히 대화나 상
담으로서는 감당키 어려운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무총장
이 임명한 특별 담당자에게 어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그보다도 중대
한 조치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외부에 의뢰하여 법적인 대응까지도 하
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 경우, IAEA는 편의를 지원할 의무가 있음. 
이처럼 IAEA는 주로 여성이 겪어야 하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종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이를 사무총장이 직접 공한으로 전 직
원에게 회람하여 준수토록 하고 있음. 이는 종전에 비하여 매우 진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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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치로서 여성의 지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
음.

(라) 여성 문제 상황의 인식
IAG-GI는 첫 회의를 통하여 IAEA 직원으로서의 여성 진출 및 지위 향
상과 관련하여 IAEA에 개선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을 도출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였음. 가장 중요한 문제는 IAEA 전체 전
문직 중 여성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므로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는 것이었음. 즉, 다음과 같은 상황 파악과 함께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음.
- 2001년 현재 IAEA내에서 여성 전문인의 진출은 전체 직원의 17.8%에 

불과함. 특히 고위직에서는 그 비율이 더욱 저조하였음.
- 여성 전문인들은 승진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

외되고 있었음.
- 일반 행정직에 여성의 점유율은 여성 전문직의 점유율에 비하여 높았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행정 인력의 30%를 넘지 못하였음. 이는 
UN기구에서의 여성 진출이 30%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의 결의 사항에 미치지 못하는 것임.

- 여성의 고위직 진출은 대단히 저조하였음. 행정직에서 D (국장)급은 2
명 뿐으로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며 한편 전문직에
서는 국장급이 3명으로 13.6%에 이를 뿐이었음.

- IAEA가 직원의 근무기간 로테이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대
적으로 고위직 진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IAEA는 5-7년마다 직원의 순환을 위하여 새로운 인물을 고용하고 있
는 실정임.

- 전문직 여성의 취업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배우자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임. 즉, 여성이 IAEA에 취업하였을 
경우, 배우자인 남편에 대하여도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고
용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성이 IAEA에 취업하려는 
의욕을 떨어트리고 있음.

- 일반적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하는 경
향이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고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주고 
있는 것임.

- 행정직이던 전문직이던 여성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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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됨.
- 회원국에서 여성 원자력 과학기술인력의 육성 배출은 생각보다 적은 

실정이었음.
- 일반적으로 각 국에서 원자력 과학기술을 전공하려는 학생의 수가 줄

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곧 여성 원자력 전문인의 배출에도 영향
을 주는 사항임.

- 원자력 과학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임. 이 같은 
상황은 청소년층, 특히 여학생에 있어서 두드러진 것임.

- 현재 원자력계에서 청소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과학자의 수
가 적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큐리부인 이후 많은 청소년들
이 큐리부인과 같은 원자력 과학자가 되려고 꿈을 키워 왔던 시절도 
있었음.

- 부모들이 여성의 원자력 분야 진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현재의 사회는 여성이 과학기술계에서 활동하는 것을 바
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제지하려는 경향임.

(마) 일반적 관찰 사항
남녀평등문제, 여성의 사회적 활동 제약은 베이징 선언에서 표현한 대로 
남녀평등권을 저해하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음. 이 같은 사항은 여성문제 IAEA 사무총장 자문위원회가 일반적 
사항으로 관찰한 결과임. 
자문위원회는 여성이 사회에서 고립된 별도의 그룹이 아님에도 불구하
고 모든 분야에서 고립되어 있으며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현상을 다
시 한번 인식하였음. 자문위원회는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인정받
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균형적인 사회 발전을 위하여 매우 절망적인 
사항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음.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떠
한 정책이던지 성공적으로 추진하자면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을 
조화있게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
음. 자문위원회는 특히 IAEA의 경우, 원자력 과학의 생존을 위하여 여
성 전문인력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보
았음. 여성의 역할은 원자력 과학기술의 장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
하다는 인식이었음. 그러므로 IAEA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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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과학기술의 진흥을 진정으로 희망한다면 여성 원자력 전문인의 활용
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였음.

(바) 여성문제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
자문위원회는 IAEA 운영 관리에 있어서 여성 문제가 효과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을 자문하고 나아가 각 회원국의 여성문제 개선
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권고 사항을 도출하였음. 자문위
원회는 특히 IAEA 직원 신규 채용에 있어서 현재 상대적으로 고용이 
저조한 여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1) 정확한 실태조사의 필요: 현재 IAEA 내에서의 남녀 고용에 대한 충

분한 자료가 부족하여 여성이 사무국에서 처하여 있는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실태 파악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조
사할 내용으로는 휴가 사용 실태, 전체 직원의 결혼 현황, 고용 기회
에 대한 인지도, IAEA 진출 시 정부의 지원 여부, 기초 통계자료 등
임.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문제 도출, 장애 사항 파악, 저조한 여성 진
출의 근본적 이유 파악, 기타 필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나아가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임.

2) 내․외적 요인 파악: 실태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여성에 대한 문제 
요인이 내부적인 것인지, 또는 외부적인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회원국 단독으로 강구될 수 있는 것인지 또
는 회원국과 IAEA가 공동으로 강구할 수 있는 것인지를 규명할 수 
있음.

3) 취업 대상자 남녀 불문 평가 수행: 여성의 취업이 저조한 이유를 파
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취업 대상자를 평가할 때에 그 후보
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미리 알 수 없도록 하여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는 것임. 응모자의 이력사항을 참고로 평가할 경우, 이
력서에 부착되어 있는 사진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되었음. 
만일 성별 문제가 취업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앞으로는 
응모자 이력서에 성별을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는 것임.

4) 직원 신규 응모서 양식의 개정: 응모자가 어떻게 하여 IAEA의 고용 
안내를 알게 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이 사항을 응모서 일각
에 기재하는 방안을 시도하기를 권고하였음. 이와 같은 사항을 파악함
으로서 직원 응모 대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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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 연수생, 자문원 활용 증대: 임시직으로 연수생과 자문원을 활용
하는 방안이 권고되었음.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당초 계상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원자력 산업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충당하는 방안이 제시되
었음. 시험적으로 10명의 연수생, 자문원을 임시 채용하되 개도국과 
선진국 여성을 똑같이 채용토록 한다는 것임. 기간은 우선 1개월로 하
되 일반적으로 IAEA의 업무를 파악하는 업무를 맡기도록 한다는 것
임. 이들이 연수, 자문활동을 끝내고 귀국하게 되면 이들에 의하여 
IAEA로의 고용 기회가 확대되고, IAEA의 사업이 널리 선전될 것이
므로 매우 효과적이라는 주장임.

6) 퇴직자 네트워크 결성: IAEA에 근무한바 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네트
워크를 구성, 이들이 IAEA에 대한 여성 고용 사항을 널리 선전토록 
한다는 것임.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전자 우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므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님. 다만, 이 같은 업무를 맡아할 퇴
직 여성 네트워크 참여자에게는 약간의 실경비 만을 지급하는 것이 
제시되었음. 

7) 업무 출장 시 취업기회 선전: 회원국에서 지역 간, 또는 국제 연수과
정, 세미나 등이 열릴 경우, 이에 참석하는 IAEA직원은 반드시 IAEA
가 작성한 취업 안내 KIT를 가지고 가서 시간을 배정받아 (약 15분) 
여성 취업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는 방안임. 실제로 IAEA의 인사
부서는 여성이 IAEA에 취업할 경우,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를 소개하
는 KIT를 마련해 놓은바 있음. 

8) IAEA 회의에서의 취업 기회 소개: 마찬가지로 IAEA에서 회의가 열
릴 경우, 회의 시간을 이용하여 IAEA에 대한 소개, 여성 취업에 대한 
안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다는 것임.

9) Website 활용: 다른 UN 기구에 비하여 IAEA는 인터넷을 통한 여성 
취업 안내 활동에 미약한 입장이 지적되었음.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
용을 IAEA 홈페이지에 수록함이 권고되었음. 
- IAEA 여성 전문인 3명을 모델로 하여 제작한 비디오 ‘Three 

Voices'를 인터넷에 수록토록 함.
- WNA, WIN 과 같은 국제 단체의 홈페이지와 IAEA 홈페이지를 연

결토록 함.
- 여성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인물을 발굴하여 적극 소개토

록 함.
- 원자력 과학 분야에서 여성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별도의 토픽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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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여 인터넷에 게재토록 함. 
10) 관리 관습의 변경: IAEA 관리층은 여성 직원의 활용을 새로운 각도

에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여성을 단순 비서, 또는 보조 요원으로만 
간주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직무를 맡기도록 하여 여성 
특유의 특성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함이 필요함. 필요하다
면 여성 능력 재발견을 위한 별도의 교육활동을 수행토록 함. 

11) 여성 전문 분야 활용 강화: IAEA 업무의 특성상 (특히 사찰업무 등) 
여성의 전문 분야 활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여성의 전문 
분야 활용 극대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보
건, 식품, 농업분야 등에서는 여성이 전문적 입장에서 훌륭히 활동할 
수 있음. 이렇게 함으로서 여성 전문직의 고용 기회를 증진할 수 있
음.

12) 고위직의 지원 강화: 이상과 같은 몇 가지 권고 사항은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차장, 국장급, 과장급의 적극적 지원이 없이는 성과를 거
두기가 어려우므로 이들 고위직의 의무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하
여 고위 관리직은 여성 고용 증진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유지토록 해야 할 것임. 또한 회원국의 
지원도 매우 중요함. IAEA는 회원국들이 여성 진출을 증진할 수 있
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임. 

(사) 자문위원회의 결론
IAEA가 여성 고용 증진 등 여성문제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
지만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더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음. 특히 여성 전문인 고용에 있어서 그러함. 여성의 참여 증진 
문제는 IAEA로서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일이지만 역으로 말하
여 IAEA의 장래 성공을 위하여, 나아가 원자력계의 이미지 향상과 원자
력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 문제 개선이 중요함.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두 가지 방향에서 방안이 강
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첫째는 IAEA 내부에서의 개선 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회원국 차원에서의 개선 방안임. IAEA는 보다 가시적인 방
안을 제시하여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회원국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을 제시하였음. 앞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기여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함께 
하였음. 또한 현재 IAEA 내에서의 여성 문제 개선을 위하여 F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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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를 임명하였지만 업무의 과다로 인하여 충분히 소임을 다하기가 어
렵다는 판단아래 별도의 전담 Focal Point를 임명하여 활동토록 함이 바
람직하다고 지적하였음. Focal Point가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지
원할 수 있는 대리자의 임명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IAEA와 회원국
은 Focal Point의 활동이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도 제시되었음.

다) 국내 여성원자력전문인력의 정보교류 증진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 WIN-Korea 학술대회 및 Workshop 개최

- 장소 및 일정: 서울 팔레스호텔 회의장에서 10월 29일 학술대회 및 
Workshop을 개최하였음.

      특별강연: 1) WIN 세계회장 (Annick Carnino)
2) 원자력의학원 (윤연숙)
3) 아주대학교 (전미선)

      세미나:   1) WIN-Korea Home Page 구축(한국원자력연구소, 박선희)
2)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 및 신고리 3, 4호기의 방사

선영향평가서(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이추옥)
3) 월성원전주변 환경 방사능 영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월성원

전, 임영화)
4) 전력기술 로드맵 개발 현황 (한전전력연구원, 이영일)
5) 원전종사자의 방사선 비상의료 체계 및 건강관리 (한국수력원

자력주식회사 방사보건연구원, 공하정)

라) 원자력 국민이해 증진을 위한 여성원자력전문인력의 역할방안
◦ 초․중등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건강 및 생활에 이용되는 방사선에 대한 강연 프로그램 개발
◦ 현재 여성 원자력 전문 인력의 실태 조사 및 활용증진을 위한 자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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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1. 연구 개발의 목표 달성도

구 분 연구개발 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

제1차
년도 

(‘01-’02)

 세계원자력
 여성협의회
 (WIN) 및 
 주요 국가 
 WIN과의 
 협력기반
 구축

 세계 WIN 및 주요 국가 
 WIN 조직과의 협력 
 Network 구축

- 주요국 WIN 조직의 WEB 구축실태 
조사

- 세계 WIN의 Web-site를 통한 우리나라 
여성 원자력 전문인의 활동 소개

- 세계 WIN 활동에 적극 참여를 통한 
국제 정보 자료 입수 및 국제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100

 국내 여성원자력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 및 
 기술교류 인프라 구축

- 국내 여성원자력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여성전문 자원 정보 Pool 
확보

- 여성원자력 전문인력간 정보 및 경험교류 
인프라 조성

100

 원자력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한 여성
 전문가 역할
 방안 수립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여성 전문인력 
 역할 확대 

- Web-site 구축, 운영을 통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여성 전문인 시각에서의 
대외 홍보기능 강화

- 세계 WIN과의 신속한 정보 교류를 통한 
국민 이해도 증진 및 국제적인 정보교류 
강화

100

 IAEA 여성문제 자문
 위원회 활동참여 및 
 지원

- 국내 여성 원자력 전문인들의 실태에 
근거, 여성문제 향상을 위한 방안 도출

- IAG-GI 한국위원의 활동 지원
100

 국내 여성원자력전문
 인력의 정보교류 증진
 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 WIN-Korea 학술대회 및 Workshop 개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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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 기여도
◦ 학계, 연구계, 의료계 및 산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원자력전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여성들의 지위 및 역할 강화
◦ 우리나라가 제10차 세계 WIN 연차 대회 참가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위상 제고
◦ 원자력 국제 기구에의 한국 여성 원자력 전문직 진출에 기여
◦ 해외 원자력여성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한 원자력 국제이해 활동 수행으로   

국제교류의 장 마련 
◦ 국내 여성 원자력 전문인 및 주요국 여성 원자력전문가들의 효율적인 정보 

공유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마련으로 신속한 정보 교류
◦ 국내 원자력전문여성과 원자력 선진국 원자력 전문 여성간의 국제협력 증진 

강화
◦ 해외 원자력여성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한 원자력 국제이해 활동 수행으로 

국제교류의 장 마련 및 국제적 위상 정립
◦ 세미나, 워크샵 등 행사 국내 유치 확대를 통한 국내 원자력여성 전문인들간의 

유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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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국내 원자력 관련기관에서 전문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여성인력에게 WIN-Global과 

WIN-Korea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
- 우리나라 여성원자력전문인들이 세계 WIN과의 유대를 갖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이는 여성원자력전문인의 위상을 높이며 
여성원자력전문인으로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
적 조류에 동참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원자력사업
에 있어서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여성원자력전문인의 활동실적은 다소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여성 원
자력 전문인의 역할과 사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세계 WIN이 결성된 목적은 원자력에너지 및 방사선에 대한 일반 대중, 
특히 여성과 차세대 어린이들의 이해를 여성 원자력전문인의 시각에서 증진
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세계 WIN은 각 국의 WIN 조직과 연계하여 여
성과 어린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원자력 시설 시찰을 통한 현장 
경험의 증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
다. 세계 WIN은 이와는 별도로 전 세계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원자력 현안에 
대한 의견개진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 세계 WIN은 지구환경문
제, 방사선 교육문제, 여성 전문인의 지위향상 문제(전문직 진출 확대 포함)
등에 대하여 성명서 (Statement)를 작성하여 세계 WIN의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WIN-KOREA는 앞으로 WIN-GLOBAL과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WIN
의 취지를 국내에 널리 알려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다하고자 한다.

◦ 여성의 원자력 분야 진출 방안 강구
- 국내대학의 원자력공학과 여학생의 원자력 산업계 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 장학금을 마련한다.
- 원자력 산업계는 여성 전문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할당제를 실시

하거나 여성 전문인에 적합한 새로운 근무분야를 개발한다.
- 원자력 산업계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웃소싱에서 여성 원

자력 전문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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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산업계는 최근 한국 정부가 제정한 모성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 여성 원자력전문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분야 재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제 3 회 WIN-Korea의 연차 대회 개최 

- 국내 여성 원자력 전문인들간의 효율적인 정보공유체제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국내 원자력 전문 여성과 원자력 선진국 원자력 전문 여성간의 국제협력증진
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 및 워크샵 등을 통해 정보교류를 충실히 한다.

◦ 아시아 국가의 WIN 조직 설립을 우리나라 주도로 지원
- 현재 아시아권에서 원자력 사업이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 원자력 전문

인력의 수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아직 자국의 WIN조직을 가지
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자국의 WIN 조직을 갖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의 여성 원
자력전문인과 정보교류 및 경험 교환 등을 통하여 이들 국가의 WIN 국내 조
직을 설립토록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Appendix Ⅰ

The 10th WIN GLOBAL Annual Meeting 
Paris, France

Presentation Report



WIN GLOBAL Annual Meeting has been taking place every year 
in different countries since 1993, and is now back to Paris.
 

New changes of nuclear energy 
in a moving world

Thursday, 27 June
 9:00 am ∙ Welcome address and opening remarks
         ∙ Invited papers by high executives from Europe
         ∙ General Assembly
12:30 am ∙ Lunch
 2:30 pm ∙  Preparing the future: R&D, waste, innovative systems
         ∙Safety and security globally
         ∙Nuclear liability: three giant steps forward
7:30 pm  ∙ Dinner

Friday, 28 June
9:00 am  Morning Sessio "Interacting with today's society" 3 Working Group in parallel
         ∙No. 1: Confidence in radwaste
         ∙No. 2: Radiation, health and environment
         ∙No. 3: Maintaining education and professional capabilities in nuclear
1:00 pm  Farewell lunch
2:30 pm  Technical Tours in Paris
         ∙ Tour A : Curie Museum with conference by Helene Langevin, Irene Curie's daughter
         ∙ Tour B : Engineering simulator : high-tech tool for training and engineering purposes.
         ∙ Tour C : French museum research laboratory- Palais du Louvre   



　IAEAs Effort towards Gender Equality　
by

Annick Carnino

Director
Focal Point for Gender Concern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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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II

IAEA Advisory Group
on Gender Issues

(IAG-GI)

































Appendix IV

Win-Korea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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