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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개발 목표  내용

   본 연구는 다자․양자간 기술 력을 증진하고 원자력 기술수출 기반을 구축하
는 동시에 IAEA 로그램 참여도를 세계 5∼6 권으로 제고하기 하여 IAEA 
공동연구 로그램의 신규 참여 증진  효율  수행방안을 제시하 다.

 2. 연구결과

○ IAEA 2004～2005년 로그램 주요사업 추이 분석  주요 변화 고찰

○ IAEA 2006～2007 로그램  기 략의 주요기획 방향 분석

○ IAEA 로그램 참여 황 분석  참여 증진을 한 사업 리 체계 구축

○ 국내 원자력 련 기 의 참여 증진을 한 사업 리 수행

○ IAEA 공동연구 로그램 신규 확   효율 인 참여방안을 도출

 3. 기 효과  활용방안

   IAEA 공동연구 로그램에 한 추이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진입장벽의 문제
을 악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주도 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력분야를 도출하
는 등 향후 원자력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단한다.  한 IAEA 사업의 참
여하는 국내기   이의 력분야를 확 하는 동시에 IAEA와의 기술 력 기반
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동 기구내에서 원자력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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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공동연구 로그램(CRP)의 참여 증진  기

술 력의 효율화 방안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우리나라는 1957년에 설립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원자력발 에 의한 에 지 생산 기술은 물론, 방사선․동 원소

의 농업, 산업, 환경, 보건의료 등 이용 분야에서 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

다. 이제는 세계 5 권의 원자력 과학기술 진입을 목표로 원자력연구개발사

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의 효과 인 추진을 해서는 원자력 선진국과의 

국제 력이 필수 인 과제가 되고 있다. 

IAEA는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국제 력의 핵심 인 무 이며 추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AEA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원자력 련 연구 증진

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연구 로그램(CRP: Cooperative Research 

Programme)은 원자력 선진국과의 개별 인 기술 력 정 없이도 참여할 

수 있는 국제공동연구 메카니즘의 하나이다. 

IAEA 공동연구의 우리나라 참여도는 7～8 권으로 비교  상 권에 있

으나 이의 지속 인․유지 발 을 해서는 단기 인 성과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간에 걸친 참여 증진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과

거 IAEA CRP 참여 증진을 하여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하여 지원

을 제공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신규 참여를 확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

어야 한다. 이를 하여 재 IAEA가 수행하고 있는 공동연구 로그램  우

리나라가 참여하지 않고 분야를 조사․분석하여 정한 국내 문가가 신규 

참여할 수 있도록 능동 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연구의 내용  범

 본 연구는 IAEA가 추진하고 있는 2004～2005년 로그램의 주요사업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의 주요 변화를 고찰하며, 2006～2007년 로그램의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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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분석하 다. 아울러 2004년 IAEA 공동연구 로그램의 황을 분석하

고 참여 증진을 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신규사업 참여 진입

장벽의 문제 을 악하고 우리나라가 주도 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력

분야를 도출하 다. 아울러 IAEA 로그램 참여를 극 화할 수 있도록 국내 

사업 리 체계를 구축하 다. 

차기년도 신규신청 안내 조기 입수, 련 신청안내서 발간․배포, 과제신

청서 작성․보완을 한 설명회 개최 등 신규신청 과제 확 와 이의 수락률  

제고를 한 사업 리를 수행하 다. 특히 원자력 련 기  홈페이지와 학회

를 통하여 신규 참여를 보다 효율 으로 유도함으로써 참여 증진 효과를 극

화하 다. 

Ⅳ.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본 연구는 실무 차원과 정책  측면에 을 두어 IAEA의 공동연구 

참여시 이 을 고찰하고, 이의 신규 참여와 효율 인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

는 방안을 수립하 다.

국내 원자력 련 연구기 이 IAEA 로그램에 더욱 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로 참여하려는 연구책임자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 

수행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IAEA 공동연구 참여시 이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제 인 공동의 문제에 해 상호 력  처

◦ 시험  성격의 연구 참여를 통한 연구범  확장  신기술의 용

◦ 연구 수 의 국제화  국가 상 제고

◦ 폭넓은 기술․정보 교류  최신 기술 근성

◦ 연구의 효율성 제고  국내 연구 수행 시 자문 역할 기

◦ IAEA 문가들과의 계 유지를 통한 기술 력 활동 확  등

앞서 언 한 IAEA 공동연구 참여시 이 을 배경으로 신규 참여를 증진

시키기 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차원의 극 인 노력 개

◦ IAEA 공동연구 총 부서  기술담당 과의 력 강화

◦ 신규과제의 극 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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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 인 국제학술 활동을 통한 인지도의 제고

◦ 공동연구 안내 다양화

◦ 신규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로그램의 성격 숙지 등

IAEA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원자력 련 연구기 이 보다 효

율 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연구 수행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연구개발 정책 수립  과제 지원

◦ 신규 로그램 개발에 능동  참여  아국 주도사업 확

◦ 극 인 과제 개발  자료 공유 노력

◦ 분야별 문가 그룹 결성  워크샵․세미나 정례화

◦ 국제회의 참여․유치 확

◦ 계약 갱신을 한 의무 이행 등

과거 과학기술부가 IAEA 공동연구 참여 증진을 해 원자력국제 력기

반조성사업으로 추진해 온 지원 은 참여과제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신규 참

여 확 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신규 참여 증진을 효과 으로 달성

하기 한 략으로는, 기 참여 공동연구  추가 참여 가능 분야 도출과 함

께 미 참여 공동연구  신규 참여 가능 분야를 조사․분석하여 국내 정 

문가의 참여를 극 으로 모색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원자력 

련 학회를 통해 동 로그램 참여시 이 을 리 알림으로써 동 로그램

의 신규 참여에 한 국내 연구진의 심을 효율 으로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추가  신규 참여가 가능한 분야에 한 정 문가의 선

정을 해서는 원자력 련 학회의 문 분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략 이외에 본 연구에서 제안된 IAEA 공동연구 참여시 장

 분석과 신규참여 확   효율  운 을 한 구체 인 방안은 신규로 

참여하려는 연구책임자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연구 수행의 지침으

로 활용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신규 참여 신청 시 이의 수락률을 제고시

킬 것으로 단한다. 아울러 제시된 략과 방안이 향후 국제공동연구의 증

진  효율 인 추진을 한 원자력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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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Promotion of Participation in the IAEA Cooperative 

Research Programme and the Enhance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Korea has made remarkable achievements in the fields of the 

applications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s in agriculture, industry and 

medicine as well as energy production technology through nuclear power 

since its joining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in 1957, 

as one of its founding member states. Korea has actively implemented 

nuclear R＆D projects with the aim of joining the G5 club  in terms of 

an advancement i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Therefore, 

strengthened cooperation with nuclear advanced countries is indispensable 

for accomplishing its ambitious goal. 

IAEA has been a pivotal forum in the nuclear energy arena and it 

has also played an indispensable role in contributing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With the main objective of promoting 

research activities between nuclear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he IAEA, the Coordinated Research Programme(CRP) is one of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mechanisms by which developing 

countries can participate in the CRP without concluding any individual 

technical arrangement with nuclear advanced countries.  

Thoug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IAEA CRP is ranked relatively 

high at 7th or 8th in the world,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its 

participation in the CRP on a long-term basis are required to sustain the 

current pace of the higher rankings rather than focusing on achievements 

which can be accomplished in the short-term. Especially, breaking away 

from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projects which have already participated 

in the CRP in order to boost the domestic organizations' particip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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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P, measures to expand the participation in the new CRP areas 

should be developed. Actively carrying out the CRP projects is needed so 

that new domestic experts can participate in the CRP by studying and 

analyzing the areas in which Korea has not been participating in the 

CRP.  

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The trend of the IAEA major programmes for 2004-2005 and their 

major changes were reviewed and a planning direction for the 2006-2007 

programmes was analyzed. Also, major stumbling blocks for a future 

participation in the CRP and the areas in which Korea can take initiatives 

in the future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2004 

IAEA CRP. 

Various efforts such as an earlier receipt of information about an 

application for next year,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an application 

guide book, holding an explanation session to provide guidance on 

drafting an application and the complementary application documents 

have been made to increase the number of applications and an effective 

project management to increase the acceptance rate, has been conducted. 

Especially, active and efficient  promotion activities for new participations 

in the CRP have maximized the effects for enhancing the participation in 

the CRP through posting the CPR application information on the domestic 

nuclear related organizations websites.   

Ⅳ.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In order to motivate the nuclear related institutions in Korea to actively join 

the IAEA programs, the benefits from their active participation has been 

analyzed as follows: i) mutual cooperation on common international issues, ii) 

expansion of the research scope and the application of new technology by 

participation in a demonstrative research, iii) upgrade of the level of the 

research work, iv) wide exchanges of high technologies and access to cutting 

edge technology, v) enhancement of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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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 domestic researches, vi)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other 

related IAEA missions, etc.

Based on the benefits mentioned above from an active participation in the 

IAEA programs, a strategy for the promotion of a dedicated participation has 

been developed as follows: i) inducement of a participation in the relevant 

IAEA programs for a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 domestic research, ii) 

active participation in the related IAEA events, iii) constructive suggestions for 

new international projects, iv) strengthening of a reputation, v) development of 

various channels through web-sites and nuclear related societies for the 

promotion of its participation, etc. 

After providing support for the IAEA CRP program, the participating 

domestic organizations in this program have been greatly expanded, much 

more than expected and their economic and social effects have been 

considerably improved. It is expected that the suggested recommendations 

such as an analysis of the benefits from a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ways to expand participation in the new projects and its effective 

operation will be a great asset for establishing a nuclear policy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analysis of problems which are barriers to 

applications for a new program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CRP programs that the IAEA has already implemented or is now 

implementing will be utilized for understanding which areas the IAEA 

will focus on and in identifying the projects which Korea should play a 

leading role in their implementation, thus leading to an increase in the 

acceptance rate of Korea's applications to the IAEA CRP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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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우리나라는 1957년에 설립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원자력발 에 의한 에 지 생산 기술은 물론, 방사선․동 원소

의 농업, 산업, 환경, 보건의료 등 이용 분야에서 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

다. 이제는 세계 5 권의 원자력 과학기술 진입을 목표로 원자력연구개발사

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의 효과 인 추진을 해서는 원자력 선진국과의 

국제 력이 필수 인 과제가 되고 있다. 

IAEA는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국제 력의 핵심 인 무 이며 추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AEA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원자력 련 연구 증진

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 로그램(CRP: Cooperative Research 

Programme, 이하 IAEA 공동연구 로그램)’은 원자력 선진국과의 개별 인 

기술 력 정 없이도 참여할 수 있는 국제공동연구 메카니즘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IAEA가 추진하고 있는 2004～2005년 로그램의 주요사업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의 주요 변화를 고찰하며, 2006～2007년 로그램의 기획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2004～2005년 IAEA 공동연구 로그램의 

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참여 황과 신규사업 참여 진입장벽의 문제

을 악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주도 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력 분야를 도

출하고자 한다. 

한 IAEA 공동연구 로그램 참여를 극 화할 수 있는 국내 사업 리 

체계 구축과 함께 본 연구를 통해 수행되어 온 차기년도 신규신청 안내 조

기 입수, 련 신청안내서 발간․배포, 과제신청서 작성․보완을 한 설명

회 개최 등 신규신청 과제 확 와 이의 수락률  제고를 한 사업 리를 기

술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IAEA 공동연구 로그램에 한 지원

보다는 미참여 사업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신규로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문가 참여의 극 화를 꾀하고자 한다. 행 IAEA 공동

연구 로그램을 악하고 이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분야를 제시

함으로써 이의 신규 참여를 도모하는 동시에 기존 수행 사업  동일 분야

의 국내 추가 참여 가능 분야를 도출함으로써 국내 참여도 확 를 기 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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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무 차원과 정책  측면에 을 두어 IAEA 공동연구의 참여시 

이 을 고찰하고, 이의 신규 참여와 효율 인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IAEA 사업의 참여기   력 분야를 확

하는 동시에 IAEA와의 기술 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동 기구 내에서 원자력기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략을 기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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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2004～2005년 IAEA 로그램 주요 사업의 추이 분석

IAEA는 자체의 활동 계획을 2년 주기로 갱신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계획

은 통상 로그램․ 산 원회1)를 통하여 심의, 수정되며 최종 으로 정기총

회를 통하여 회원국들의 동의를 구하여 확정된다. IAEA의 활동계획은 통상 

로그램별로 분류되며, 최상 의 활동계획은 7가지의 메이  로그램(MP : 

Major Programme)으로 구성된다. 이들 메이  로그램은 순차 으로 로

그램, 서 로그램, 로젝트,  Activity로 세분화된다. 구체 으로는 메이

 로그램은 <표 2-1>과 같이 MP1에서 MP7으로 분류되고 있다. 

구분  로 그 램 명

MP1 Nuclear Power, Fuel Cycle and Nuclear Science

MP2
Nuclear Techniques for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MP3 Nuclear Safety and Security

MP4 Nuclear Verification

MP5 Information Support Services

MP6 Manage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MP7 Policy and General Management

<표 2-1> IAEA 로그램의 구성

메이  로그램은 다시 로그램 A에서 W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로그램은 서 로그램 A.1에서 W.3까지 세분화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국내 문가의 IAEA 로그램 참여를 증진하기 하여 2004～2005년 IAEA 

로그램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이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2)

1) PBC : Programme and Budget Committee

2) GC(47)3, The Agency's Programme and Budget for 2004/2005, August 2003, 
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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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원  운 성능  수명 리 련 IAEA 로그램

최근에 원  운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은 운 방법의 향상, 기술 

지원  략  리 등에 따른 지속 인 가동률 향상이다. 1990년 에 달성

된 가동률 증가에 따른 효과는 28GW(e)에 해당하는 신규 원 의 증설에 해

당한다.  각 국별 원자력발  황에서 볼 수 있듯이 회원국의 력회사나 

규제기 의 심은 원 의 성능 향상이나 출력 증강 그리고 수명연장에 고

조되고 있으며, 안 성의 해 없이도 발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경제 인 수단에 모아지고 있다. 이를 해서는 엄격한 기 의 용, 돌발 

상황에 한 처, 최고 수 의 운 상태 유지 등 통합 인 리가 필수 으

로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IAEA는 원자력발  분야의 주요사업의 일환으로 ‘원  운 성능 

 수명 리’를 한 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이의 추진 목 은 IAEA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입증된 기술과 리방법에 한 지침을 제공하여 회원국

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원 의 성능과 경쟁력 향상은 

물론, 폐로를 포함한 발 소 수명의 최 화를 꾀하기 한 것이다.

한편, 회원국에게 이러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 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 으

로 입증된 방법의 제공에 한 개발도상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기술 력사

업이 지속 으로 수행될 망이다.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권고 사항

은 사무총장자문 원회인 SAGNE(Standing Advisory Group on Nuclear 

Eergy)와 기술분과회의(TWG : Technical Working Group)  자문그룹이 담

당하고 있다.

동 로그램 하에 으로 추진되고 있는 분야는 원 의 통합  수명

리이다. 이를 해 2002-2003년 동안에 수행된 업무는, i) 인허가 요건을 만

족시키는 계측제어 소 트웨어의 지침 개발, ii) 성능목표를 달성하기 한 

가동 검사의 효율성 향상, 형상 리, 보수와 방정비 로그램의 최 화, 

iii) 건설이 지연되거나 조기에 운 이 지된 원 의 문제 에 한 기술보

고서 발간 등이다.

방사선으로 인한 원자로압력용기의 결함 평가와 WWER 증기발생기 세

의 건 성 확인에 한 기술보고서는 2004-2005년 동안에 완료될 정이

다. 2004-2005년 동안에 수행하는  업무는 i) 가동  원  성능의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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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향상을 목표로 지속 인 차개선을 하기 한 략 인 리기법, ii) 운

허가 연장과 자원의 최 화를 포함하는 원 의 통합 인 수명 리 등이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서 개발하고 있는 지침서는, i) 계측제어설비 개

선을 한 효과 인 리, 격한 기술발 으로 인한 계측제어계통의 향 

분석, 증기발생기 교체, 만능곡선시험법을 이용한 원자로압력용기 건 성 평

가, ii) 출력증강에 필요한 요건이나 폐로의 경제성 분석 등에 한 것이다. 

한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회원국을 지원하기 해 발 로정보시스템

(PRIS), 각국의 원자력발  로 일, 원자력경제성정보시스템(NEPIS)  원

 수명 리 등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 으로 개발․운 하고 있다. 원

자력산업 분야에서 제공되는 훈련지원 목록에 한 신규 데이터베이스와 각

국에서 수행된 수명연장 비용에 한 데이터베이스도 개발되고 있다.

동 로그램의 수행을 한 2004년도 산은 1,526,000불로서 원 의 운

성능 련 차개선을 지속 으로 강화하기 하여 2003년도에 비해 약 

7% 증가하 고, 2005년도 산은 149만불이다.  동 로그램으로 수행되고 

있는 세부 과제는 i) 원  운 성능 향상을 한 지속  차개선, ii) 폐로를 

포함한 원 의 통합  수명 리, iii) 원  성능향상과 수명 리를 한 데이

터베이스 등 3개 로젝트가 있으며, 이의 기  성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원  운 성능 향상을 한 지속  차개선’을 한 활동의 주요 

상 결과물은 i) 원 의 지속 인 차개선을 한 리방법 지침서, ii) 계

측제어 소 트웨어 개선 지침서, iii) 계기 교정 간격을 늘이기 한 온라인 

교정기술 지침서, iv) 방정비 리방법의 개정된 지침서 등이다. 한편, ‘디

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인허가를 한 로그래  기술 지침서 발간’을 한 

활동은 소요 산이 확보되는 로 추진될 망이다.  한 정규 산에 의한 

로그램 이외에 자발  기여 에 의한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이 분야의 

기술 력사업은 <표 2-1-1>과 같이 6개의 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둘째, ‘폐로를 포함한 원 의 통합  수명 리’를 한 활동의 주요 상 

결과물은 i) 원자로압력용기 건 성 평가를 한 특별 고려사항에 한 지침

서, ii) WWER 증기발생기 세  건 성 확인에 한 지침서, iii) 원  부품 

상태 감시에 한 최신 방법론, iv) 효율 인 방정비 략, v) 발 소 수명

연장의 경제성 등이다. 한편, ‘폐로의 품질보증/품질경 에 한 방법론과 폐

로에 따른 책임사항 리 요건에 한 지침서의 개발’을 한 활동은 소요 

산이 확보되는 로 추진될 망이다. 한 정규 산에 의한 로그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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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착수
년도

총 산
(USD)

ARM4004 Strengthening of In-service Inspection through 
Modern Non-destructive Testing Methods 2001 723,851 

BUL4008
Planning and Management of 
Decommissioning Kozloduy NPP Units 1 and 
2

2001 873,680 

CPR4026 Development of Ageing Management 
Programme for Nuclear Power Plants 2005 92,860 

CZR4009
Evaluation of Radiation Damage Attenuation 
in WWER Reactor Pressure Vessel and Core 
Internals

2001 565,840 

HUN4014 License Renewal of Paks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 2003 112,886 

MEX4053 Integrity Assessment and Life Extension of the 
Laguna Verde Nuclear Power Plant 2003 438,600 

RER4024 Improvement of Primary Circuit Component 
Integrity 2001 753,040 

RER4027
Strengthening Capabilities for Nuclear Power 
Plant Performance and Service Life Including 
Engineering Aspects

2005 620,000 

ROM4026 Technical Support for the Improvement of 
Cernavoda NPP Operation Management 2001 68,826 

UKR4013 Action Plans for Nuclear Power Plant Lifetime 
Management 2003 466,909 

<표 2-1-2> 폐로를 포함한 원 의 통합  수명 리를 한 기술 력사업

외에 자발  기여 에 의한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이 분야의 기술 력사

업은 <표 2-1-2>와 같이 10개의 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착수
년도

총 산
(USD)

ARG4089
Prototype Development of Reactor Protection 
System and Implementation for High Pressure 
and Temperature Test Loop

2005 315,340 

BRA4051
Systematic Approach to Training for Angra 
NPPs

2001 73,554 

IRA4035
Strengthening Owner's Capabilities for 
Commissioning and Start-up of Bushehr 
Nuclear Power Plant

2005 873,200 

MEX4052
Modernization of the Preventive Maintenance 
Programme of the Laguna Verde Nuclear 
Power Plant

2003 304,360 

PAK4043 Loose Part Monitoring for NPP Safety 1999 896,308 

RER4025
Optimization of NPP Performance and Service 
Life

2001 1,301,564 

<표 2-1-1> 원  운 성능 향상을 한 지속  차개선 련 기술 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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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착수

년도
총 산
(USD)

INS4035
Preparation of Regulations, Codes, Guides and 
Standards for a Nuclear Power Plant

2005 102,280 

<표 2-1-3> 원  성능향상과 수명 리를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련 기술

력사업

셋째, ‘원  성능향상과 수명 리를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 활

동의 주요 상 결과물은 i) IAEA 홈 페이지와 CD-ROM으로 제공되는 발

로정보시스템(PRIS), 각 국의 원자력발  로 일, 원자력경제성정보시스템

(NEPIS) 등의 데이터베이스 운 , ii) 연간 ‘  세계의 원 ’와 ‘회원국의 원

 운 경험’ 발간, iii) 원  수명 리에 한 국제 데이터베이스, 콘크리트 

구조물과 계측제어설비 개선사업 리에 한 데이터베이스, 원자력산업계에

서 수행되는 훈련에 한 자목록 등이다. 한 정규 산에 의한 로그램 

이외에 자발  기여 에 의한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이 분야의 기술 력

사업은 <표 2-1-3>과 같이 1개의 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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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착수

년도
총 산
(USD)

CPR3007
Exploration Techniques and Prospecting for 
Sandstone Type Uranium Deposit in Ordos 
Basin

2005 233,688

EGY3015 Uranium Resources Development 2003 258,020

NAM3003 Environmental Control, Audit, and Safeguarding 
of Namibian Uranium Industry 2001 215,020

PAK3010
Investigation of Uranium Sources in 
Sedimentary, Igneous, and Methamorphic 
Environments

2003 97,518

ROM3003 Restructuring of the Uranium Mining Industry 2001 124

<표 2-2-1> 우라늄 생산과 환경을 한 기술 력사업

제2  핵연료주기 련 IAEA 로그램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한 로그램을 통해 기 되는 성과는 IAEA의 

권고, 지침  정보를 회원국에 제공함으로써 회원국이 연구개발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핵연료주기 활동을 수행하고 핵연료주기의 주요 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의 수행 지표로는 i) 핵연료주기 

 재료 기술 분야에서 IAEA가 권고하는 지침, 방법  차를 활용하는 회

원국의 수, ii) 핵연료주기 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기술회의, 공동연

구, 데이터베이스, 출  간행물 등의 IAEA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참석자와 기 의 수 등이다. 이들 활동의 우선순  결정은 i) 사용후핵연료 

리의 향상, ii) 핵연료주기 활동의 환경 향의 극소화, iii) 핵연료 성능 향

상, iv) 핵연료주기 신의 진 등을 기 으로 한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IAEA는 2004～2005년도 핵연료주기 련 로그램

으로 i) 우라늄 생산과 환경, ii) 핵연료 성능  기술, iii) 사용후핵연료 

리, iv) 핵연료주기 주요 이슈  정보시스템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해 수행하고 있는 로젝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라늄 생산과 환경’을 한 세부 과제는 i) 우라늄 자원의 정량

․정성  분석  수요 공  측, ii) 우라늄 생산의 지속성과 환경 향

의 극소화를 한 최  사례 개발 (2002～2008년까지 수행 정) 등 2개의 

로젝트가 있다. 한편, 정규 산에 의한 상기 로그램 이외에 자발  기여

에 의한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동 분야의 기술 력 사업은 <표 2-2-1>

과 같이 5개의 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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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착수

년도
총 산
(USD)

ARG4087 Irradiation Devices for Nuclear Fuel Elements 2003 475,650

BRA4052
Fabrication Process Development of the 
Uranium-Gadolinium Nuclear Fuel for Nuclear 
Power Plants

2001 729

<표 2-2-2> 핵연료 성능  기술을 한 기술 력사업 

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착수

년도
총 산
(USD)

CPR9032 Safety Criteria and Guidelines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2003 258,138

ROM4022 Safety Systems and Tritium Monitoring for 
Cernavoda NPP 1999 234,508

SCG4002 Safety of Irradiated Fuel and Radioactive Waste 
at Vinca Research Institute 2001 283

<표 2-2-3> 사용후핵연료 리를 한 기술 력사업 

둘째, ‘핵연료 성능  기술’을 한 세부 과제는 i) 원자력발 소 노심  

일차 계통 재료 열화 평가  경감 (2002～2007년까지 수행), ii) 원자력발

소 핵연료 성능 향상 (2002～2006년까지 수행 정), iii) 핵연료 품질 리  

원  연료 신기술 증진 (2002～2006년까지 수행 정) 등 3개의 로젝트가 

있다.3) 한편, 정규 산에 의한 상기 로그램 이외에 자발  기여 에 의한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동 분야의 기술 력사업은 <표 2-2-2>와 같이 2개

의 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셋째, ‘사용후핵연료 리’를 한 세부 과제는 i) 사용후핵연료 리 기술

과 략의 증진  련 정보의 제공 (2002～2010년까지 수행 정), ii) 사용

후핵연료 장기 장을 한 실행 지침의 제공 (2001～2008년까지 수행 정) 

등 2개의 로젝트가 있다. 한편, 정규 산에 의한 상기 로그램 이외에 자

발  기여 에 의한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동 분야의 기술 력사업은 <표 

2-2-3>과 같이 3개의 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넷째, ‘핵연료주기 주요 이슈  정보시스템’을 한 세부 과제는 i) 신

인 핵연료주기 기술의 진 (2002～2008년까지 수행 정), ii) 핵연료주기 

련 안의 해결 방안 모색, iii) 핵연료주기 정보시스템의 유지  업데이

3) 이 분야의 공동연구로는 “원 의 데이터 처리 기술  수화학․부식 제어를 한 진단 

(2001～2006)”과 “핵연료거동 시뮬 이션을 한 모델 향상 (2002～2007)”이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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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iv) 핵연료주기 옵션별 재료 리 (2004～2008년까지 수행 정) 등 4개

의 로젝트가 있다.

2004～2005년도 핵연료주기 분야의 로그램을 2002～2003년간 수행된 

로그램과 비교하여 보면, 행 서 로그램인 ‘핵연료주기 주요 이슈  정

보시스템’하에 신규 로젝트인 ‘핵연료주기 옵션별 재료 리’가 추가된 것 

이외에는 각각의 서 로그램은 동일한 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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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수의학 련 IAEA 로그램

개발도상국에서의 축산물 생산 시스템은 생산자와 매자가 우유, 육류 

 기타 축산물에 한 도시 고소득층의 수요 증가에 응하면서 차 요

시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정부 당국과 정부출연 연구기 은 일종의 “축산

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를 극복하고, 유  자원의 품질

하 없이 기축사료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며, 축산물 무역과 보건의료에 향

을 주는 질병을 통제하거나 근 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당

면 과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축산물 생산 증 로 인해 래될 수 있는 

험인자를 분석․ 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국가 인 차원의 정

책과 함께 축산물의 한 생산과 보호 증진을 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이

를 진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국제 으로 수용가능한 기 과 지침에도 차 

부합되어야 한다.  불임충 기술(SIT; Sterile Insect Technique), 동 원소  

련 생명공학  기법(RIA: Radioimmuno assay, ELISA: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PCR: Polymerse Chain Reaction, Molecular marker) 

등이 기타 방법과 서로 유기 으로 융합됨으로써 보다 효과 인 사료생산, 

유 자원 이용, 교배 리  가축 염병의 국경 방역 등을 통해 축산 생산

성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한 부가가치를 실질 으

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련되는 IAEA의 로그램은 NARS(National Association of 

Radiation Survivors), 수의 련당국, 규제기   련 국제기구 등을 보조

하기 한 략  응용연구, 기술 력  의사결정 지원 이니셔티  등에 활

용되고 있다. 이를 한 첨단기술은 각 로토콜, 기   정책 등과 국제

으로 조화를 이루고, 축산기술의 발 을 통한 교역과 빈곤퇴치를 강조하는 

련 국제기구4)의 목 에도 일치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국제식량농업기구

(FAO)는 축산 련기술의 한 이용과 안 보장에 필요한 기술  경험을 

보유한 국제연합(UN)의 유일한 기구이며, IAEA와 긴 한 력하에 련 활

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 많은 회원국이 이 분야에 심이 높으므로 자발  

기여 으로 수행되고 있는 기술 력사업을 지속 으로 요청하고 있다.

IAEA는 원자력 기술의 개발․응용을 통하여 기술 인 제약  해성을 

경감함으로써 회원국의 지속 인 축산물 생산시스템 강화를 도모하고자 

4) OIE: World Organization of Animal Health, IFAD: International Fund of 
Agricultural Developmen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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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동 로그램이 기 하고 있는 성과는 i) 지역

으로 활용 가능한 사료 공 원의 이용과 세 낙농 생산 시스템의 가축 

생산성 개선을 한 번식 리 실무기  수립, ii) 트랜스바운더리 염병으로 

래되는 해성을 리․평가하기 한 NARS와 수의 련 기 의 능력 향

상, iii) 단  사양환경 개선  품질 리 차의 이용과 연계하여 아 리

카 체체(tsetse) 리 박멸을 한 지역  개념의 확 , iv) 스크루웜

(screwworm) 리의 해성 평가와 비용․효과 분석 로그램을 통한 개발 

기술과 차의 활용 등이다. 

이의 수행 지표로는 i) IAEA 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방법과 지침에 의

거하여 리방법을 변경한 농장의 수, ii) 소 염병(rinderpest)의 박멸을 나

타내는 OIE의 인증을 획득한 회원국의 수, iii) 한 품질 리시스템을 갖

추고 있으며 국제기 을 충족시키고 있는 수의학 련 실험실의 수, iv) 

SIT(Sterile Insect Technique)와 련하여 재 계획 이거나 수행 에 있

는 체체 리와 스크루웜 리 박멸을 한 로그램의 수, v) 개선된 사육 

기술과 품질 리 지침을 따르는 곤충생산 시설의 수 등을 기 으로 한다.

동 로그램 수행을 한 IAEA 2004년도 정규 산은 2003년에 비해 11

만불이 증가하여 3,335,700불이며, 2005년도는 3,680,700불이다. 이러한 재원의 

증가는 세 가축시스템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한 분자생물학  기술 이용 

증진에 따른 것이다. 이와 더불어 FAO 지원 산을 포함하면, 2004년, 2005

년도 총 산은 각각 4,231,700불, 4,516,700불이다.

IAEA는 동 로그램 체제하에서 i) 세 유가공 시스템에서 천연자원의 

통합경 을 한 기술 개발, ii) 염성 가축질병의 험성 감소와 수의공

보건을 한 기술 개발, iii) 세 축산 시스템의 생산성 향상을 한 분자생

물학  기법의 이용, iv) 불임충 기술과 연계하여 체체 리와 스크루웜 리에 

한 해성 평가와 리 과정의 개선 등 4개 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의 구체 인 수행 내용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1.  세 유가공 시스템에서 천연자원의 통합경  기술을 한 기술개발

‘ 세 유가공 시스템에서 천연자원의 통합경  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i) 탄닌성분을 함유한 세농장 가축용 낙엽사료의 이용에 한 기술보고서 

발간, ii) 가축의 생산성 평가를 한 상용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용, 

iii) 기술회보 발간, iv) 14개 기술 력사업 수행(표 2-3-1) 등을 추진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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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착수

년도
총 산
(USD)

CMR5011
Nuclear Techniques for Improving Local 
Ruminant Productivity 2003 143,850 

CPR5014 Increasing the Productivity of Crop/Livestock 
Production System

1999 406,650 

INS5029
Supplementary Feeding and Reproduction 
Management of Cattle

1999 279,879 

INS5032
Improving Beef and Dairy Cattle Production in 
Yogyakarta 2001 122,100 

MAG5012 Increasing Self-sufficiency in Domestic Meat 
and Milk Production

2003 128,750 

MYA5010
Development of Improved Rice with Tolerance 
to Drought and Soil Salinity

2001 141,610 

MYA5011
Development of Supplementary Feeding 
Strategies Based on Local Feed Sources 2001 163,000 

RAF5046 Increasing and Improving Milk and Meat 
Production (AFRA III-2)

1999 1,184,617 

RAS5035
Improving Animal Productivity and 
Reproductive Efficiency (RCA)

1999 1,064,862 

RAS5041
Production of Foot and Mouth Disease 
Antigen and Antibody ELISA Reagent Kit 
(RCA)

2001 191,210 

RAS5044
Integrated Approach for Improving Livestock 
Production Using Indigenous Resources and 
Conserving the Environment (RCA)

2005 441,200 

SIL5006 Improving the Productivity of N'dama Cattle 2003 263,426 

TUN5021 Fodder Shrubs as Feed Resources to Improve 
Livestock Productivity

2003 137,190 

URT5021
Livestock Development in Zanzibar After 
Tsetse Eradication 1999 1,073,605 

<표 2-3-1> 세유가공시스템에서 천연자원 통합경 을 한 기술 력사업

2.  염성 가축질병의 험성 감소와 수의공 보건을 한 기술개발

‘ 염성 가축질병의 험성 감소와 수의공 보건을 한 기술’을 개발하

기 하여 i)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로부터 방 종된 동물을 격리시킬 수 

있는 공인 차 발간, ii) 아 리카 가 류의 뉴캐슬병에 한 방 종 계획

의 효율성 평가 연구, iii) 가축 잔류약품을 평가하고 표 화하기 한 방법

과 잔류약품의 존재를 확인하기 한 통계학  샘 링 지침서 발간, iv) 회원

국에서 발생하는 트랜스바운더리 질병의 진 인 통제를 한 기술  

략 수립, v) 국제 동물질병 진단 분석 정보 시스템 구축, vi) 

EMPRESS(Emergency Prevention System for transboundary animal and 

plant pests and disease)에 한 일련의 차 개발, vii) 24개의 기술 력사

업(표 2-3-2) 수행, viii) Seibersdorf 연구소에서의 수의 문가 배출 등을 추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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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착수

년도
총 산
(USD)

ANG5002 Upgrading Laboratory Services for Diagnosis 
of Animal Diseases 2003 165,620 

ANG5004 Monitoring and Control of Trans-boundary 
Animal Diseases 2005 181,140 

BEN5002 Diagnosis and Control of Animal Diseases 2003 320,570 

BKF5002 Development of a Veterinary Medicine to 
Combat the Fowl Pox Virus 2001 358,596 

CMR5012 Diagnosis and Surveillance of Major Animal 
Diseases Using Molecular Biology Techniques 2003 127,560 

COL5020 Use of Protein Banks for Improving Pork 
Production 2001 180,810 

ERI5003 Monitoring and Control of Trans-boundary 
Animal Diseases 2005 175,330 

INT5148 Establishing Quality Systems in Veterinary 
Testing Laboratories 2003 229,580 

IRA5012 Preparation of ELISA Kits for Diagnosis of 
Foot and Mouth Disease 1999 59,000 

MLI5019 Improving Pneumopathies Diagnosis in 
Ruminants Using Polymerase Chain Reaction 2005 200,719 

MON5013
Diagnosis and Surveillance of Trans-boundary 
Animal Diseases and Production of Diagnostic 
Reagents

2005 336,270 

NAM5007 Control of Animal Diseases in Northern 
Namibia 2003 110,460 

NER5011 Upgrading Laboratory Services for Diagnosis 
of Animal Diseases 2005 136,857 

NIR5032 Control and Eradication of African Swine 
Fever 2003 151,850 

RAF5053
Assistance to OAU/IBAR PACE Programme 
for the Control and Eradication of Major 
Diseases Affecting Livestock

2001 1,750,058 

RAF5055
Support to African Union's Regional 
Programmes for Control and Eradication of 
Major Epizootics

2005 508,000 

RER5012 Regional Control of Brucellosis in Sheep and 
Goats 2003 78,782 

SAF7002
Development of Veterinary Vaccines and 
Strengthening Drug Residue Laboratory 
Capabilities

2003 109,400 

SUD5029
Characterization and Quality-assured 
Production of an Attenuated Theileria 
Annulata Vaccine

2005 159,380 

YEM5004 Improving the Diagnosis of Animal Diseases 2001 186,140 

YEM5005 Monitoring of Veterinary Drug Residues 2003 173,860 

YEM5006 Quality Management for Upgrading Animal 
Disease Control 2005 95,670 

ZAI5014 Upgrading Laboratory Services for Diagnosis 
of Animal Diseases 2003 253,840 

ZIM5010 Improvement of Veterinary Diagnostic 
Laboratory Services 2003 106,200 

<표 2-3-2> 염성 가축질병의 험성 감소와 수의공 보건을 한 기술 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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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착수

년도
총 산
(USD)

MYA5013
Integrated Approach for Enhancing Cattle 
Productivity 2005 190,820 

PER5027 Use of Nuclear Techniques to Improve 
Alpacas Productive and Reproductive Methods

2005 224,600 

<표 2-3-3> 세축산시스템의 생산성 향상을 한 분자생물학  기법의 이용 

련 기술 력사업

3.  세 축산 시스템의 생산성 향상을 한 분자생물학  기법의 이용

‘ 세 축산 시스템의 생산성 향상을 한 분자생물학  기법의 이용’과 

련하여 i) 동물 생산성  건강의 향상을 한 유 자 이용 기술의 국제 

심포지움 개최, ii) 아시아 지역 소형 반추동물 유 자원의 기 특성화를 통

한 가축 육종의 유 자 이용 기술 련 공동연구, iii) 아시아 지역내 양과 

염소 주요 품종의 특징  황에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iv) 세 축산에

서의 생산성 향상을 해 개발도상국 인력 양성, v) 2개의 기술 력사업(표 

2-3-3) 수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4.  체체 리와 스크루웜 리에 한 해성 평가와 리 과정의 개선

‘불임충 기술과 연계하여 체체 리와 스크루웜 리에 한 해성 평가

와 리 과정의 개선’을 하여 i) 체체 리 개체군을 유 학 으로 규정하

고, 그 집단의 사육시설 치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 의 규정 ii) 불임충 

기술 시행  타 체체 리 종의 방출 조 도를 결정하기 한 분자생물학  

방법의 유용성 평가 연구; iii) 선정된 해충에 한 최  방사선 살균공정 개

발; iv) 국제 회의 개최, v) 19개 기술 력사업(표 2-3-4) 수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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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착수
년도

총 산
(USD)

BGD5025
Studying the Feasibility of the Sterile Insect 
Technique in Sun-dried Fish Industry Project

2005 173,310 

BKF5003
Applying Sterile Insect Technique to Create 
Tsetse Fly Free Zones 2003 283,878 

BKF5004 Feasibility Study on Applying the Sterile Insect 
Technique to Create a Tsetse-free Zone

2005 167,160 

BOT5002 Support of Tsetse Eradication from Ngamiland 2003 184,270 

ETH5012 Integrating Sterile Insect Technique for Tsetse 
Eradication

1997 4,256,300 

INT5149
Training Course on the Use of the Sterile 
Insect and Related Techniques

2005 185,000 

IRQ5016
Field Monitoring and Rearing of Old World 
Screwworm 1999 53,070 

JAM5007 New World Screwworm Eradication 1999 2,002,087 

KEN5022
Integrated Area-Wide Tsetse and 
Trypanosomosis Management in Lambwe 
Valley

2001 433,520 

MLI5017
Integrated Control of Animal Trypanosomosis 
Through Creation of a Tsetse Fly Free Zone 2001 1,057,010 

MLI5020 Feasibility Study for the Creation of a Zone 
Free of Tsetse

2005 188,940 

RAF5040
SIT for Tsetse and Trypanosomiasis 
Management in Africa

1997 2,307,848 

RAF5051
Sterile Insect Technique for Area-wide Tsetse 
and Trypanosomosis Management 2001 4,552,242 

RAF5052 Sterile Insect Technique for Control of 
Anopheles Mosquito

2001 745,656 

SAF5009
Preparations for the Creation of a Zone Free 
of G. Brevipalpis and G. Austeni

2005 444,980 

SEN5029
Feasibility Study to Create a Tsetse-free Zone 
Using the Sterile Insect Technique 2005 630,050 

UGA5024 Integrated Area-wide Tsetse Eradication 
Programme in the Lake Victoria Basin

2003 418,230 

URT5019
Support to National Tsetse and 
Trypanosomosis Management

1999 940,379 

URT5022
Assistance to a Feasibility Study for the Use 
of the Sterile Insect Technique 2005 140,700 

<표 2-3-4> 체체 리와 스크루웜 리에 한 해성 평가와 리과정의 개선 

련 기술 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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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식품안 기  수용 련 IAEA 로그램

식품의 안 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것은 식품안보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

서 요시 되고 있다. 한 이 문제의 해결은 식품․농산물의 국제 시장 진

출과 무역수지 흑자등을 통해서 사회․경제  이득을 추구하는 국가에게 필

수 이다. 따라서 각국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공 의 품질과 안 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식품 리 시스템의 도입을 차 강조하고 있다. 이와 련

하여 각국은 자국의 식품안   식물검역 기 을 FAO/WHO의 국제식품규

격과 FAO의 ICPM(Interim Commission on Phytosanitary Measures)이 제정

한 기 과 리지침에 조화시켜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 다. 이러한 규정들은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정 하에 WTO가 국제무역 분쟁시 참고자

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각국은 우수농산물제조공정(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 우수제조공정(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을 실시하기 하여 련 국제법을 도입함으로써 부 하게 사용되는 

살충제나 병원성미생물로부터 발생하는 건강 해의 가능성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원자력 련 분석 기술은 식품  환경 리, 살충제 리 기 이 농산물 

 가공공정 련 기 을 식품환경샘   상용제품의 분석에 수용하기 

하여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해요소 분석을 한 실험실과 숙련된 인력은 

해요소의 확인, 특성분석, 노출평가 등을 통한 해평가를 지원하고 국

내․지역내․지역간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에 필수 인 데이터를 정책입안자

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종합 인 식품 리 체계구축에 필수 인 요소이다. 

부가 으로 방사선 조사는 가 육, 식육, 수산물  향신료의 품질에 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는 효율 인 방법으로 인

식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생화 처리를 통한 해충  기생충 살충에도 범용

되고 있다. 

IAEA는 UN 체제 내에서 식품 방사선 조사 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유

일한 기 이며, 식품과 살충제 리를 하여 FAO/IAEA의 교육 훈련과 

Reference Center를 운 하고 있다. 특히 동 국제기구는 이러한 분석기법의 

실용성 확인과 함께 연구, 훈련, 효율성 측정 등 국가 능력 배양에 필요한 

제반 연구시설, 문가  메카니즘을 보유하고 있다. 

IAEA는 회원국의 식품 방사선 조사와 원자력 련 분석기술에 의거하여 

소비자  식물 보호를 한 국제 기   법령 도입 능력 강화를 목 으로 

련 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이의 기  성과로는 i) 개정된 국제식품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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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X)내 식품 방사선 조사기 (최  흡수선량 철폐)에 근거한 각국 식품 

법규 조화의 극 화, ii) 식물의 방사선 생화 처리를 한 국제식물보호

원회(IPPC) 국제기 에 근거한 각국 식물보호  검역기 의 조화에 한 수

용 제고, iii) 회원국의 식품 생화 방법으로서 방사선 조사의 이용 확 , iv) 

공인된 샘 처리, 분석 차를 이용하고 CODEX가 정의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나 잔류물의 검사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능력 제고, v) 원자력 사고나 

방사선 비상시 식품 안 성 보장을 한 응능력 제고 등이다.

이의 수행지표로는 i) 개정된 국제식품규격내 식품 방사선 조사기 과 식

물검역처리를 한 국제기 을 채택하고 있는 회원국의 수, ii) 식품 방사선 

조사를 상업 으로 이용하고 있는 회원국의 수, iii) 제정된 기 의 효율 인 

검사를 한 IAEA 기술 력 로그램의 훈련 이수 인력과 이를 이행하고 

있는 실험실의 수, iv) 개선된 차를 장에 사용하고 있는 회원국의 수 등

을 기 으로 한다.

동 로그램의 수행을 한 2004년도 정규 산은 2003년보다 19만불이 

감소하여 1,549,200불이며 2005년 산은 1,454,800불이다. 이와 더불어 FAO

의 지원 산을 포함하면 2004년, 2005년도 총 산은 각각 2,405,200불, 

2,370,800불이다.

IAEA는 동 로그램 체제하에서 i) 식품  농산물 생화를 한 방사

선 조사의 국제규격  기 , ii) 식품안 과 살충제 리 련 해요소 분

석 기법  능력 향상 등 2개 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의 구체 인 

수행 내용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1.  식품  농산물 생화를 한 방사선 조사의 국제규격  기

'식품  농산물 생화를 한 방사선 조사의 국제규격  기 '과 련

하여 i) 신선․최소가공 식물성 식품의 생품질 향상, 즉석식품의 안 성과 

품질 제고, 식품․농산물 내 해충유입 근 을 한 검역 등 방사선 조사의 

효과에 한 기술보고서 발간, ii) 개정된 국제식품규격(CODEX)의 식품방사

선 조사기   IPPC 식물검역을 한 방사선 조사 기 에 의거하여 합의된 

기 에 따른 식품 리  식물검역 문가 훈련, 그리고 완벽한 검역을 한 

단일 조사선량 용, iii) 기술회보 발간, iv) 과학에 근거한 식품 방사선조사 

련 인터넷 정보 제공, v) 7개 IAEA 기술 력 로젝트(표 2-4-1) 등을 수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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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착수
년도

총 산
(USD)

BGD5024
Phytosanitary Treatment for Insect Pests 
Infesting Fresh Fruits and Vegetables

2005 158,360 

CPR5016
Strengthening the Quality Assurance 
System for Food Irradiation 2005 176,850 

MOR5024 Industrial Application of Irradiation 1999 297,576 

PER5026
Radiosterilization of Pre-Cooked Meals for 
Hospital Diets

2001 200,134 

RAS5042
Application of Food Irradiation for Food 
Security, Safety, and Trade (RCA) 2001 258,620 

THA5047 Application of Food Irradiation for Sanitary 
and Phytosanitary Certification

2003 232,456 

TUR5022 Food Irradiation Technology 2001 155,496 

<표 2-4-1> 식품  농산물 생화를 한 방사선조사의 국제규격  기  

련 기술 력사업

2.  식품안 과 살충제 리 련 해요소 분석 기법  능력 향상

‘식품안 과 살충제 리 련 해요소 분석 기법  능력 향상’을 하

여 i) 14C 표지화합물을 이용한 품질 리 방법 증진, 샘 링 불확실성 측, 

잔류 살충제의 해 물질․ 사물질  안정성 분석에 한 지침․ 련 문

서 발간, ii) 진균독소, 잔류 살충제, 방사능 물질의 공인분석 방법과 주요 산

물의 진균독소 농도 감소를 한 방법 개발, iii) 잔류 살충제, 진균독소, 

방사능 물질 분석, 살충제 배합조건 리, 식품 생산 련 HACCP 원칙 

용  해요소 분석 등을 포 하는 교육훈련 교재 편찬, iv) 방사능 이 요

소 데이터베이스, v) 원자력 사고  방사선 비상시 국가 식품안  보장 계

획 수립, vi) 20개 IAEA 기술 력 로젝트(표 2-4-2)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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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착수
년도

총 산
(USD)

ANG5003
Veterinary Drug Residue Monitoring 
Programme

2005 179,210 

BEN5003
Veterinary Drug Residue Monitoring 
Programme 2005 181,820 

BKF5005 Regulatory Control and Monitoring of 
Contaminants and Residues

2005 280,790 

BOL5015
Developing Pesticide Residue Monitoring 
Capabilities in Support of Cash Crops

2003 159,690 

BRA5058
Applying Ionizing Radiation for Food 
Security and Healthcare 2005 145,840 

CHI5022 Detection of Pesticide Levels in Water and 
Agricultural Soil Using Nuclear Techniques

2003 344,714 

COS5026
Management and Appropriate Use of 
Insecticide-nematicides

2005 113,900 

ELS5009
Improving Cattle Production and QC for 
Monitoring of Animal Diseases 2001 311,862 

MAK5005 Upgrading of Food Safety System 2005 165,090 

MAL5025
Food Safety Monitoring Programme for 
Livestock Products 2001 137,417 

MON5012
Monitoring of Residues in Livestock 
Products and Surveillance of Animal 
Diseases

2003 253,680 

MYA5012 Diagnosis and Control of Swine Vesicular 
Disease and Swine Brucellosis

2001 108,930 

NIR5030
Regulatory Control and Monitoring of 
Contaminants and Residues in Fresh 
Produce

2001 329,750 

ROK5034
Nutrient Efficient Crops and Safe Use of 
Pesticides in Sustainable Crop Production

2003 86,830 

SEN5027
Regulatory Control and Monitoring of 
Contaminants and Residues in Fresh 
Produce

2003 226,230 

SRL5037
Assessing Impact of Pesticides on Water 
Catchments and Groundwater 2003 145,922 

SRL5039 Monitoring of Chemical Residues and 
Food-borne Pathogens

2005 215,040 

SUD5027
Control of Ticks and Tick-Borne Diseases 
Using ELISA

2001 238,515 

SYR5018
Pesticide Degradation in Food and 
Environment 1999 194,240 

SYR5020 Implementation of QA and QC Procedures 
in Pesticide Residue Analysis Laboratories

2005 226,940 

<표 2-4-2> 식품안 과 살충제 리 련 해요소 분석기법  능력 향상

을 한 기술 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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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해양  육상 환경 방호 련 IAEA 로그램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5)는 27개 원칙으로 

구성된 리우선언과 의제 216)을 채택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서는 개

발과정에 국제 인 환경보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 다.  2002년에 요하

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 정상회의(WSSD :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리우회의 이후 10년간의 이행을 검토하고 해양

과 육수, 토양, 기 그리고 기타 천연자원의 보존을 한 향후 응방안을 

권고하 다. 

이와 같은 배경과 IAEA 회원국의 요청에 의거하여 IAEA 사무국이 수행

하고 있는 해양  육상 환경 보호를 한 로그램은 i) 해양환경에서 방사

핵종의 측정  평가, ii) 해안 오염의 방사생태학  근, iii) 해양 환경에서 

비방사능 오염원의 연구와 환경감시, iv) 육상생태계에서 방사능  비방사능 

오염물질의 측정과 평가 등 4개 로그램이 있다.  이의 주요 목 은 방사능

과 비방사능 오염원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감하기 한 회원국

의 원자력 련기술 사용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동 로그램 하에 수행되는 세부 로젝트의 선정 기 은 i) 방사성물질

과 기타 오염물질의 환경 오염자료의 질과 이를 얻기 한 방법의  세계

인 선도, ii) 환경으로 출된 방사능을 포함한 오염물질의 확산에 향을 

미치는 주요 물리, 화학, 생물학  과정에 한 이해 증진, iii) 환경 으로 

취약하거나 민감한 지역, iv) 시 한 환경문제 해결을 해 원자력 련 기술

의 사용 여부 등이다.

1.  해양환경에서 방사핵종의 측정  평가

해양환경은 원자력 활동에 의해 넓은 범 에서 향을 받아왔으며, 이의 

향을 측하고 평가하기 해서는 계속 인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회원

5) 지구온난화, 양오염, 산림보호, 동식물보호, 기술이 , 인구조 , 환경을 고려한 
자연개발 등 7가지 주요 의제를 논하 고, 환경과 개발에 한 27개 원칙으로 구
성된 리우선언, 지구온난화 방지와 생물종 보호를 한 기후변화 약, 생물다양
성 약, 산림원칙선언  지속가능발  행동 로그램인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6) 의제 21은 지속가능발 을 실 하기 하여 사회·경제·환경 3가지 핵심 분야별 
구체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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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향의 추세를 평가하고, 해양학  과정과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그리

고 미래 상태를 측하기 해서는 해양에서의 방사능 원소와 안정 원소의 

에 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를 평가하기 해서는 양과 부속해에

서 방사핵종의 기원에 한  분석, 방사핵종의 확산 모델링, 그리고 해수와 

해 퇴 물의 이동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방사성 원소와 동 원소 기법을 

이용하여 해양특성과 해양오염을 분석할 수 있으며 해안 리문제도 규명할 

수 있다. 

회원국들의 실험 기술의 질  향상과 능력 배양, 해양 감시 로그램의 수

행  훈련 제공은 해양환경에 한 이해의 증진과 해양환경 보 에 기여할 

것으로 망한다.  IAEA는 유엔 GPA(Globa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는 물론, 

OSPAR(Oslo-Paris Commission for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E Atlantic), 헬싱키 원회, 바르셀로나 약, GESAMP(Joint Group of 

Experts on the Scientific Aspects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등 지

역내․지역간 의체와 련하여 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동 로그램의 주요 심사는 i) 회원국에 기술을 지원하여 해양에서의 

방사능 평가와 오염 연구, ii) 방사핵종 자료 제공, iii) 기후 변화 연구, iv) 

회원국 실험실의 품질보증 로그램 실시와 참고물질 제공, v) 훈련  능력 

배양, vi) 비상시 환경에서의 방사능 분석방법 개발 등이다.  이의 목 은 해

수와 해 퇴 물 이동의 향을 받는 방사성 원소와 안정 원소에 한 재

와 미래의 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회원국이 확립하여, 해안을 효과

으로 리하고 기후변화 상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회원국의 해양 방사능 감시와 평가 그리고 해안 리의 종합 인 문제 

악 능력을 증진시키기 한 지원이 지속될 것이다. 최근 동 로그램의 주

요 변화는 심의 이 양에서 해안으로 방사능 연구가 옮겨진 것이다.  

새로운 방향으로는 방사성 원소와 동 원소 기술을 이용하여 기후변화를 연

구하고 비상 상황에 처하는 방법의 개발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근 방법으로부터 해양 특성자료와 해양 환경에서의 방사핵종과 안정원소

의 분포의  지구  자료 등을 제공할 것으로 망된다.  한 보다 신속한 

방사선 비상 응 기술의 실용화는 물론, 원자력과 동 원소 기법을 이용한 

해양 방사능 평가의 품질보증  기후변화 연구 등이 이루어질 망이다.  

해안에 한 이 보다 강조됨에 따라 훼손되기 쉬운 자원의 방사능 오염

에 한 각성이 증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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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로그램의 수행을 한 2004～2005년도 산은 340만불이다.  동 

로그램 하에 수행되고 있는 세부과제는 i) 양과 부속해에서의  지구  

해양 방사능 연구, ii) 특정 해안지역에서의 오염 연구, iii) 해양환경에서 동

원소 분석기록을 이용한 기후변화 연구, iv) 해양 방사능연구를 한 품질

보증 지원, v) 비상시 환경에서의  방사핵종 분석 방법 개발 등 5개 

로젝트가 있으며, 이의 기 성과와 수행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양과 부속해에서의  지구  해양 방사능 연구’를 한 활동은 

2002년에 착수되어 2005년까지 수행될 정이다.  이의 주요 상결과물은, 

i) 해양 방사성  안정 동 원소의 분포와 농도, 해양 주요 변동인자 등이 

포함하는 해양정보체제 구축, ii) 재의 해양 방사성  안정 동 원소의 

 그리고 미래를 측하기 한 기술 지침, iii) 미래 오염의 해양 로세스

에 한 회원국의 이해 증진을 한 지침 등이다. 

둘째, ‘특정 해안지역에서의 오염 연구(UNESCO와 공동 수행)’를 한 활

동은 2002년에 착수되어 2005년까지 수행될 정이다.  이의 주요 상결과

물은, i) 원자력기술을 이용하여 잠수함이 방출하는 방출수를 정량 으로 분

석할 수 있는 도구 제공, ii) 잠수함에서 방출되는 방출수가 해안에서의 수질 

오염에 미치는 향 그리고 방출되는 속과 유기화합물에 의한 해안 수

질 오염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한 지침, iii) 해안에서의 

해수와 해 퇴 물의 이동 분석 기법, iv) 해안의 효과 인 종합 리 방안 등

이다.

셋째, ‘해양환경에서 동 원소 분석기록을 이용한 기후변화 연구(ICTP와 

공동수행, 트리에스테연구소)’ 련 활동은 2004년에 착수되어 2007년까지 수

행될 정이다.  이의 주요 상결과물은, i) 사례 연구를 통한 환경변화 조

사 기법, ii) 과거 수백년 간의 해양 수온과 기후 변화에 한 기록, iii) 양

에서의 동 원소 분포의 평가, 기․ 양 결합모델 기법 그리고 기후변화 

연구를 한 양순환모델 기법, iv) 방사성 원소와 동 원소 기법을 이용하

여 기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문 인력 등이다.

넷째, ‘해양 방사능연구를 한 품질보증 지원’ 련 활동은 2002년에 착

수되어 2005년까지 수행될 정이다.  이의 주요 상결과물은, i) 해양 시료

의 방사능 분석을 한 인증된 참고 물질, ii) 지역내․지역간 상호 비교와 

숙련도 시험 차, iii) 회원국 실험 능력의 신뢰도 확보를 해 품질보증․

품질 리 로그램 이행 지침서, iv) 품질보증․품질 리를 해 훈련된 문 

인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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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착수

년도
총 산
(USD)

CPR9036
Calibration Techniques in Airborne Monitoring 
for Nuclear Accident Emergency Response and 
Dangerous Radioactive Sources

2005 239,260 

JOR2005 Marine Radioactivity Assessment of Aqaba 
Gulf Area 2003 112,780 

RAF7004 Contamination Assessment of the South 
Mediterranean Sea 2001 683,065 

RAS7011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Marine 
Coastal Environment (RCA) 2003 252,480 

RAS8095
Improving Regional Capacity for Assessment, 
Planning, and Response to Aquatic 
Environmental Emergencies (RCA)

2003 192,820 

RER7003 Marine Environmental Assessment of the 
Mediterranean Sea 2005 151,290 

<표 2-5-1> 해양환경에서 방사핵종의 측정  평가를 한 기술 력사업 

다섯째, ‘비상시 환경에서의  방사핵종 분석 방법 개발'을 한 활

동은 2002년에 착수되어 2005년까지 수행될 정이다.  이의 주요 상결과

물은, i)  방사능 분석 방법 개발, ii) 시료 채취, 처리, 방사 화학  

분리, 분 분석 등의 차서, iii) 해양 방사능 분석을 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지원, iv) 련 분야를 해 양성된 문 인력 등이다.

한편, 정규 산에 의한 상기 로그램 이외에 자발  기여 에 의한 사업

으로 수행되고 있는 동 분야의 기술 력사업은 <표 2-5-1>과 같이 6개의 

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2.  해안 오염의 방사생태학  근

해양오염에 한 기  지식은 인간의 보건과 환경보 에 매우 요하다. 

오염물질이 생태계, 수산물 그리고 인간에 미치는 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해서는 오염의 수 과 분포를 감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원자력 시

설로부터 방출된 오염물질의 향과 토양내 수분의 오염 향 등을 정 하게 

평가하기 해서는 방사성 핵종의 거동과 이 과정에 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다.  유사 안정원소와 방사표지된 유기물질을 감시하는 추 자기술을 

이용하여 속이나 살충제와 같은 요한 오염물질의 거동과 피해 그리고 

CO2와 같은 온실가스의 거동을 분석할 수 있다. 

회원국이 원자력 기술을 이용하여 해안 환경에서 오염물질과 기타 원소

들의 거동과 이를 지배하는 요 해양과정을 확인함으로써 종합 인 해안 

리 략과 해양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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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해양환경연구소의 해양실험시설 기술보고서에 따르면 해양환경에

서 방사성과 비방사성 오염물질의 거동을 분석하는데 원자력 기술을 연구와 

실제 훈련에 계속 용할 정이다.  특히 수산물이 주식이며 오염에 민감한 

산호  생태계가 존재하는 온 와 열  해안지역에서 방사성물질과 독성물

질의 거동과 이를 분석하기 해서 방사성 추 자를 이용하는 기술에  

심이 증 될 망이다.  특수 해안 리 문제에 한 방사성 원소와 동 원

소 기법의 이용을 해 IAEA가 수립한 주제기획 하에 새로운 로젝트가 

착수되어 유해조류 번식(HABs : Harmful Algal Blooms)의 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사표지된 유해물질측정법의 개발이 지원될 것이다.

동 로그램의 수행을 한 2004～2005년도 산은 2,198,200불이다.  동 

로그램 하에 수행되고 있는 세부과제는 i) 방사성 핵종  유사 원소의 거

동과 이, ii) 방사성 원소와 동 원소 기술을 이용한 탄소 럭스 과정의 

기술, iii) 방사성 추 자 기술을 이용한 생태 독성화과정과 해안지역 향 

연구, iv) 해안 환경에서 자연 방사성핵종의 생체 축 과 이 등 4개 로젝

트가 있으며, 이의 기 성과와 수행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사성 핵종  유사 원소의 거동과 이’를 한 활동은 2002년

에 착수되어 2005년까지 수행될 정이다.  이의 주요 상결과물은, i) 열  

산호  생태계와 같이 민감한 해안환경과 주요 수산물의 기원핵종 생태축

과 이율 자료, ii) 특정 부지에서의 선량 모델 입력변수에 한 기술보고서, 

iii) 해안지역 리의 기 을 설정하기 한 자료와 방사성추 자 기술, iv) 

방사성 추 자와 방사핵종 측정기술을 해 양성된 문 인력 등이다.

둘째, ‘방사성 원소와 동 원소 기술을 이용한 탄소 럭스 과정의 기술’ 

련 활동은 2002년에 착수되어 2005년까지 수행될 정이다.  이의 주요 

상결과물은, i) 해수에서 우라늄과 토륨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생물학 으로 

생성된 탄소가 바다 상층부에서 제거되는 율과 심해로의 수직 이동을 간

으로 신속하게 평가하기 한 원자력 기술, ii) 해 퇴 물의 축 에 잡힘

을 이용하여 탄소 럭스 측정의 비교자료, iii) 여러 지역 얕은 해양에서의 

탄소 럭스의 시공간 분포를 결정하는 요소 그리고 탄소 제거와 해 방향 

럭스를 신속히 평가하기 한 Th-U 방법 용의 합성에 한 기술보고

서, iv) 해양환경에서 탄소의 이 경로와 기원을 평가하기 해 방사성추

자와 동 원소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양성된 문 인력 등이다.

셋째, ‘방사성 추 자 기술을 이용한 생태 독성화과정과 해안 향 연구’ 

련 활동은 2002년에 착수되어 2005년까지 수행될 정이다.  이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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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착수

년도
총 산
(USD)

CHI7010 Application of Receptor Binding Assays for 
Mapping and Monitoring of Shellfish Toxins 2003 141,840 

INT7014 Transfer of Neurotoxin Receptor Binding 
Assay 2002 50,000 

PHI7006 Nuclear Techniques to Study the Red Tide 
Problem 1997 489,592 

<표 2-5-2> 해안 오염의 방사생태학  근을 한 기술 력사업 

상결과물은, i) 토양 이용에 따른 해안 생태계 오염원인 독성 속과 유기화

합물의 이율에 한 데이터, 기술보고서, 논문 등; 해안 감시와 생태 독성

모델의 입력 자료로서 이율과 생태 독성 자료, ii)  HAB 향에 따른 수산

물 오염을 신속하고 정 하게 분석할 수 있는 측정법, iii) 방사성 추 자를 

이용하여 이 경로를 평가하고 독성 물질과 유기화합물의 이율을 정량화

할 수 있도록 양성된 문 인력 등이다.

넷째, ‘해안 환경에서 자연 방사성핵종의 생체 축 과 이’ 련 활동은 

2002년에 착수되어 2005년까지 수행될 정이다.  이의 주요 상결과물은, 

i) 지열의 작용은 물론, 채 , 정련, 농화학 등 지상 활동에 의해서 해안 환경

으로 유입되는 고방사능의 유형과 에 한 데이터베이스, ii) 해양환경으

로 유입되는 천연 방사성물질의 와 특정 해안가에서 각 핵종의 상  

기여도에 한 기술보고서, iii) 해양 시료에서 
210Po과 기타 천연 방사성핵종

을 측정하기 한 방사분석 방법과 측정계획 수립에 해 양성된 문 인력 

등이다.

한편, 정규 산에 의한 상기 로그램 이외에 자발  기여 에 의한 사업

으로 수행되고 있는 동 분야의 기술 력사업은 <표 2-5-2>와 같이 3개의 

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3.  비방사능 해양 오염원의 연구와 환경감시

해양오염은 연안 자원의 이용을 제한하고 인간의 보건을 할 수 있다.  

재 비방사능 오염원이 방사능 오염에 비해 환경에 더 큰 향을 주고 있

다. 속, 살충제, 석유제품 등의 비방사능 오염원이 해양 생물에 단히 

유해하다.  이들 오염원들은 육지의 다양한 활동에 의해 생겨나며 육지․해

양의 경계를 쉽게 이동하여 해양으로 유입된다.  

그러므로 한 해양 리를 해서는 이들 오염원의 발생, 분포, 거동 

그리고 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 이다. 해양오염 감시는 국가, 지역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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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간 세계 인 략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IAEA 사무국은 회원국 뿐만 

아니라 지역 의체  타유엔국제기구와 해양오염에 한 평가․연구를 

해 력하고 있다. 세계 인 차원에서 IAEA는 UNESCO-IOC  UNDP와 

수년간 공동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지구환경기 (GEF) 사업을 UNDP

와 공동으로 착수한 바 있다.  한 IAEA는 지 해(UNEP-MAP), 페르시아

만(ROPME), 흑해(EU), 카스피해(UNDP-CEP) 등에서 지역 력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  

이 분야에 한 IAEA 로그램의 목 은  회원국과 유엔 산하기구가 비

방사능 오염의 출처와 환경 향을 방지하기 한 국제 약과 정책을 구체

화하여 도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한 것이다. 이 분야의 로그램은 

비방사능 오염에 의한 해양오염 평가와 해양환경 화학을 포함하고 있다.  특

히 여러 유엔 국제기구와 지역 의체가 오염 문제에 의한 험을 평가하는 

문성을 IAEA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한 연구개발 수행이 필수

이다.

동 로그램의 수행을 한 2004～2005년도 산은 800,200불이다.  동 

로그램 하에 수행되고 있는 세부과제는 i) 해양 오염감시 로그램을 지원

하는 환경분석화학, ii) 해안과 생물자원에서의 해양오염 평가, iii) 원자력기

술을 이용한 해양 antifoulnats의 연구, iv) 동 원소를 이용한 비방사능 해양

오염 연구 등 4개 로젝트가 있으며, 이의 기 성과와 수행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 오염감시 로그램을 지원하는 환경분석화학’ 련 활동은 

2002년에 착수되어 2005년까지 수행될 정이다.  이의 주요 상결과물은, 

i) 해양 표지물질, ii) 국제 비교를 통해 얻어지는 국제통일 자료, iii) 분석기

법에 한 평가  국제상호비교 결과에 한 기술보고서, iv) 유기 오염물질

과 속 분석기술을 해 양성된 문 인력 등이다.

둘째, ‘해안과 생물자원에서의 해양오염 평가’를 한 활동은 2002년에 

착수되어 2005년까지 수행될 정이다.  이의 주요 상결과물은, i) 오염물

질 구분 로그램에 기 한 해양환경 상태의 지역  평가, ii) 주요 생물자원

의 오염분석, iii) 해양 오염평가 련 기술보고서, iv) 표본 채취 기술을 해 

양성된 문 인력 등이다.

셋째, ‘원자력기술을 이용한 해양 antifoulnats의 연구’ 련 활동은 2001

년에 착수되어 2005년까지 수행될 정이다.  이의 주요 상결과물은, i) 해

안 지역의 antifoulants 분포자료, ii) 해안 생태계에서의 antifoulants 련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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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착수

년도
총 산
(USD)

KUW2004
Measurement and Assessment of Radionuclide 
Concentrations in the Coastal Marine 
Environment

2005 70,750 

PAK7003 Monitoring of Water Pollution in Terrestrial 
and Marine Environment 2005 125,725 

<표 2-5-3> 비방사능 해양 오염원의 연구와 환경감시를 한 기술 력사업 

문, iii) 련 분야를 해 양성된 문 인력 등이다.

넷째, ‘동 원소를 이용한 비방사능 해양오염 연구’ 련 활동은 2001년

에 착수되어 2005년까지 수행될 정이다.  이의 주요 상결과물은, i) 회원

국 해안의 무기물과 유기 속 오염 데이터베이스, ii) 해수와 모래송의 유기

물 분석을 한 바이오마커 기술, iii) 련 기술의 개발과 이의 활용에 한 

기술보고서 등이다.

한편, 정규 산에 의한 상기 로그램 이외에 자발  기여 에 의한 사업

으로 수행되고 있는 동 분야의 기술 력사업은 <표 2-5-3>과 같이 2개의 

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4.  육상생태계에서 방사능  비방사능 오염물질의 측정과 평가

방사능과 비방사능 활동으로 인한 토양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해 국

제 력과 공동연구를 통해 그 향을 조사하고 회복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 에 의한 에 지 생산은 연료물질의 채 과 에 지 

생산과정에서 방사성물질과 기타 오염물질을 환경으로 방출한다.  냉  기간 

 수행된 핵 활동과 실험을 통해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출되었다.  최근 

일반 과 미디어는 재래식 무기에 사용되는 감손우라늄인 핵물질의 환경

에 미치는 향에 해서 심을 보이고 있다. 

환경 오염물질에 의한 방사선과 일반 해도를 평가하기 해서는 합

한 시료에서의 오염원의 정확한 농도 분석과 환경에서의 거동을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환경오염은 국경을 월하기 때문에 오염원의 측정은 국

제 으로 인증된 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한 한 모델을 개발하

여 오염물질의 거동과 향을 해석하고 특정 환경에 용하는 것이 필요하

다.

토양환경에서의 방사능 오염의 변화 추세와 이동과정, 환경의 변화  미

래 상태를 망하기 해서는 이들 물질의 재 오염도에 한 정보가 필요

하다.  자연발생 물질과 인류활동에 의한 물질의 정량화가 필요하고 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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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물질의 기, 토양, 물에서의 이동과정과 피해에 한 컴퓨터모델링이 요

구된다.  원자력과 동 원소 련 기술을 이용하여 환경 리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IAEA 사무국은 회원국들에게 

련 정보와 기술을 보 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 IAEA는 WHO, UNEP, UNDP, IUR 등의 국제기구와 북극․남극  

세계 회원국에게 토양오염에 한 정보교류의 기회와 자문을 제공하고 있

다.

이 분야에 한 IAEA 로그램의 목 은  회원국이 원자력 기술을 이용

하여 토양 환경의 방사능과 기타 오염의 재와 미래의 수 을 평가하고 환

경을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키기 한 것이다. 동 

IAEA 로그램은 기존 감시와 측정에 방사생태학  평가의 용이 추가되

는 방향으로 방향이 변하고 있다.  토양, 육수 그리고 섭식경로에서의 핵종 

이동을 정량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지역 환경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의 결과를 기 로 과거, 재, 미래의 방사선 피폭을 야기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 사건에 한 한 응 략을 수립할 수 있다.  방사생태학  지식은 

비방사능 오염 자료 그리고 기존의 보건 향 기록과 연계하여 신뢰할 수 있

는 선량․반응 계를 규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 분야에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기술을 용할 수 있다.  

GIS 기술을 목하여  세계 인 토양에서의 방사능, 안정동 원소 그리고 

기타 오염원의 분포와 련변수를 제공할 수 있다.  회원국 실험실 사이의 

범 한 숙달 시험을 실시하여 국제 으로 측정의 항상성과 조화를 강화하

기 한 노력이 개될 망이다.

동 로그램의 수행을 한 2004～2005년도 산은 1,065,000불이다.  동 

로그램 하에 수행되고 있는 세부과제는 i) 환경 방사능 측정을 한 원

회의 실험실 연결망(ALMERA), ii) 토양과 육수 환경에서의 방사핵종의 거

동, iii) 오염지역에서의 방사능 평가기술, iv) 염지역의 지속 인 발 을 한 

회복 략, v) 원자력 분석기술을 활용한 비방사능 오염원 분석의 생태독성 

연구 등 5개 로젝트가 있으며, 이의 기 성과와 수행기간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환경 방사능 측정을 한 원회의 실험실 연결망(ALMERA)’ 

련 활동의 주요 상결과물은, i) 환경 방사능측정 실험실간 국제  연결망, 

ii) 핵종 농도측정의 검증된 방법, iii) 실험실 숙련도시험 차, iv) 100～200

개 실험실 분석 결과보고서, v) ALMERA 회원을 한 검증된 방사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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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등이다.

둘째, ‘토양과 육수 환경에서의 방사핵종의 거동’ 련 활동은 2004년에 

착수되어 2008년까지 수행될 정이다.  이의 주요 상결과물은, i) 회원국

내 토양과 담수에서의 방사능 이동, 토양․식물, 식물․동물 그리고 음식․

인간의 생태계에서 핵종의 이동 련 자료, ii) 특정 자료, 모델, 핵종 이계

수 등에 한 기술보고서, iii) 방사생태학 분야를 해 양성된 문 인력 등

이다.

셋째, ‘오염지역에서의 방사능 평가기술’을 한 활동은 2004년에 착수되

어 2009년까지 수행될 정이다.  이의 주요 상결과물은, i) 자연발생  방

사능 측정을 한 새로운 는 개정된 방사분석 기술, ii) 환경 조사를 한 

표  방사화학  차, iii) 환경조사와 방사생태학  평가분야를 해 양성

된 문 인력 등이다.

넷째, ‘오염지역의 지속 인 발 을 한 회복 략 ’ 련 활동은 2004년

에 착수되어 2009년까지 수행될 정이다.  이의 주요 상결과물은, i) 오염

지역의 복구 정책과 수단을 기술한 회원국의 지침서, ii) 복구방안의 궁극  

효과와 부수  향 련 자료, iii) I, Sr, Cs, 이외의 방사성동 원소에 한 

응책 련 지침 등이다.

다섯째, ‘원자력 분석기술을 활용한 비방사능 오염원 분석의 생태독성 연

구’ 련 활동은 2004년에 착수되어 2009년까지 수행될 정이다.  이의 주

요 상결과물은, i) 시료채취 략, 다양한 오염원의 보 략, ii) 환경오염

에 한 국제통일품질 리 로토콜, iii) 실험실 품질경 , 분석방법  자체

품질 리를 한 원격교육 등이다.

한편, 정규 산에 의한 상기 로그램 이외에 자발  기여 에 의한 사업

으로 수행되고 있는 동 분야의 기술 력사업은 <표 2-5-4>와 같이 21개의 

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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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착수

년도
총 산
(USD)

ALB2011 Upgrading Laboratory Capabilities for 
Environmental Monitoring 2005 136,440 

BOH2002 Monitoring of Radioactivity in the 
Environment 2003 129,850 

BYE9013 Creation of the National Analytical Service for 
Quality Control in Radiation Measurements 2005 261,720 

CUB7006 Strengthening the National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in the Marine Ecosystem 2005 170,100 

ECU9013
Radiological Characterization of Principal 
Drinking Water Resources in the Cuenca 
Region

2005 40,150 

GEO2002 Establishing a National Environmental 
Monitoring Laboratory 2005 255,350 

JAM2005 Nuclear Methods Applied to Socio-Economic 
Development 2001 327,557 

JOR2004 Development of Radiochemistry Laboratory 2003 200,480 

KAZ1002
Development of Remediation Methodology for 
the Contaminated Soils in the Shu-Sarysu 
Province

2003 159,300 

KUW2002 Nuclear Techniques for Control of 
Environmental Pollution 1999 143,510 

KUW2003 Mapping Radionuclide Distribution Using In 
Situ Measurements 2003 219,100 

KUW9003
Monitoring and Assessment of 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s from the Oil 
Industry

2005 99,060 

MEX1021 Evaluation of Airborne Fine Particles in 
Mexico City 2003 331,090 

MEX1022 Evaluation of the Contamination and the 
Transport of Heavy Metals in the River Lerma 2003 206,120 

PER2015
Radiotracer Technology Applied to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in the 
Mining and Mineral Sector

2003 486,832 

PER8014 Bioremediation of Abandoned Mines 2005 99,040 

PHI7007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for Air Quality 
Management 2003 176,537 

RER8009 Air Pollution Monitoring in the Mediterranean 
Region 2005 228,200 

RLA7011 Assessment of Atmospheric Pollution by 
Particles (ARCAL LXXX) 2005 508,940 

SYR1004 Nuclear Techniques for Dating Analysis and 
Preservation of Archaeological Materials 2003 167,510 

UKR9023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2005 473,540 

<표 2-5-4> 육상 생태계에서 방사능  비방사능 오염 물질의 측정과 평가 

련 기술 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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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물리‧화학 응용 련 IAEA 로그램

방사성 동 원소와 리방사선은 방사성 의약품, 방사선이용 분석  산

업 이용 등 과학 기술 분야에서 범 하게 이용되어 지속 인 성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특히 방사성 의약품과 방사선원은 

다양한 질병 진단과 암 치료 등 의료 분야에서 범 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원자력 기술에 의한 분석 방법은 환경오염에 한 연구에 기여하며 농산물

의 국제교역에 필요한 오염 를 검증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7) 이와 같이 

방사성 동 원소와 방사선 기술은 가장 유용하고 경제 인 옵션으로 많은 

국가의 원자력 로그램에서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사성 동 원

소와 방사선 기술의 이용은 산업기술 발 의 간 인 척도로 간주될 수 있

다. IAEA는 이 분야에 한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원자력 련 기 을 지속 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이

와 련되는 국제기구의 활동을 분석하는 동시에 이의 효율 인 참여를 

한 새로운 방향과 략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원자력의 물리․화학 인 응용 분야에 한 IAEA의 2004～2005년도 

로그램은 i) 방사화학 응용, ii) 산업 이용  지뢰제거용 원자력기술 등을 

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 로그램 운 의 목 은 보건의료, 산업생산성  

품질 리 등의 향상을 해 방사성 동 원소와 방사선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회원국의 사회․경제 인 이득을 증 시키고, 아울러 방사성 동 원소와 방

사선 이용기술 분야의 발 을 통해 회원국의 능력 증진 등 지속 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의 수행지표로는 i) 당해 분야의 IAEA 공동연구와 기

술 력 로그램을 통한 지침과 지원을 제공받은 회원국내 연구소의 수, ii) 

개발된 차서의 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활동의 우선순  결정은 i) 최근 

개발된 방사선  동 원소 이용 신규 분야, ii) 방사선과 동 원소 기술이 

재래식 방법보다 유리한 분야, iii) 개도국 회원국에 한 기술이  등을 기

으로 한다.
[3] 

7) 이밖에 원자력의 응용 분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방사선원과 계측
계기는 다양한 산업계에서 품질 리와 공정 리에 필수 이고, 감마선과 자빔 
조사는 일회용 의료제품의 멸균에 선호되는  방법이다. 한 타이어, 와이어, 
이블 등에 이용되는 고분자 물질의 방사선에 의한 생산은 탁월한 성질을 가진 
제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수명을 보다 연장시켜 자원의 보존에도 기여
하며, 방사선은 유해 폐기물을 처리하기 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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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화학 응용 

방사성 동 원소는 원자력 응용분야의 기본 인 수단이다. 한 핵의학, 

산업  방사선이용 분석 등의 분야를 유지․발 시키기 해서는 동 원소

의 생산과 이용을 한 국가 능력의 배양이 필수 이다. 방사성 동 원소는 

원자로나 사이클로트론에서 조사된 표 을 방사화학 으로 처리하여 얻어지

며, 다양한 물리․화학  특성을 가진 방사선원을 만들기 한 특수 시설의 

건설과 취 에 한 지식도 필수 이다.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방사능의 측

정과 국제 표 에 따른 품질보증은 필수 인 선결조건이다. IAEA는 처리방

법의 개선, 신제품의 개발  품질보증의 향상 등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 회원국이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방사화학 응용을 한 IAEA 로그램의 목 은 회원국이 방사성 동 원

소 제품 개발과 방사성 분석 서비스를 이용․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다.  이를 통해 기 되는 성과는 산업, 보건  무역 부문에서 방사성 동

원소 제품과 방사성 분석서비스를 이용하기 해 개발된 방사화학  방법

의 이용  이의 증진 등 이다. 이의 수행 지표로는 i) 방사성 의약품의 조제

와 평가에 한 회원국내 연구소가 표 화한 차의 수, ii) 핵 분석 방법에 

한 자체 품질보증이 가능한 회원국내 연구소의 수를 들 수 있다.

방사화학의 의약품에 한 IAEA 로그램은 핵의학 분야의 로그램과 

한 계가 있다. 특히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과 더불어 작은 생체 분자에 

의한 진단용 방사성 약물에 한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치료용 방사성 의

약품 발생기에 한 공동연구가 새로이 착수될 정이며, 한 방사성 의약

품 제조․이용에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개념의 도입이 

으로 추진될 망이다. 핵 분석 기술에 있어서 QA/QC는 무역과 산업 분

야의 이익 측면에서 지속 으로 추진될 것이다.

동 로그램의 수행을 한 2004년도 산은 2003년에 비하여 22,000불이 

감소한 1,733,900불이며8), 2005년도 산은 2004년에 비해 9,000불이 증가한 

1,742,900불이다. 동 로그램 하에 수행되고 있는 세부 과제는 i) 방사성 동

원소 선원  발생기의 개발 지원, ii) 핵 분석 기술과 방사화학 교육훈련, iii) 

방사성 의약품의 개발, 제조  품질보증, iv) 분석  품질 리 등 4개 로

젝트가 있으며, 이의 기  성과와 수행 기간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사성 동 원소 선원  발생기의 개발 지원’을 한 활동은 2004년

8) 2004년도 산의 감소분은 주로 련 로그램간 공동연구 계약의 감소 등 재원
의 재분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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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착수

년도
총 산
(USD)

ARG2011
Developing a Centre for the Application of 
Radioisotopes and Ionizing Radiation in 
Human Health

2005 212,790 

BGD2010
Upgrading the Technetium-99m Generator 
Production Facilities at the National Nuclear 
Centre

2003 400,500 

BGD8017 Pilot-Scale Production of Biomaterial for 
Medical Treatments 2001 129,310 

BRA2015 Establishing a PET Radiopharmaceuticals 
Production Facility 2003 666,642 

BRA4056 Modernization of the IEA-R1 Reactor for 
Radioiosotope Production 2005 235,600 

EGY2008 PRODUCTION of Tc-99m GEL GENERATORS 
FOR NUCLEAR MEDICINE 1997 443,401 

EGY2009 Use of Inshas Cyclotron Facility 2003 552,860 

IRA4032 Cyclotron Production of Palladium-103 and 
Cobalt-57 2001 172,927 

LAT4007 Establishment of a Multipurpose National 
Cyclotron Facility 2005 996,820 

MAL4008 Establishment of a Multi-Purpose National 
Cyclotron Facility 2001 734,160 

PER4022 Automation and Quality Control of 
Radioisotope Production 2001 228,507 

POL4016 Cyclotron Facility for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Radiopharmaceutical Production 2005 894,290 

SLO4004 Facility for Cyclotron-Produced Short-Lived 
Medical Isotopes 2001 440,647 

SLO9011 Support for Nuclear Safety Review Missions 2003 223,440 

SLR2002 Radiochemical Facilities for Producing Medical 
Radionuclides 1997 2,347,283 

SLR4010 Production of the Positron Emitting 
Radionuclides 2005 214,920 

SYR4007 Cyclotron Facility for Medical Radioisotopes 1997 1,126,895 

SYR4010 Production of Diagnostic and Therapeutic 
Radiopharmaceuticals Using a Cyclotron 2003 479,680 

TUR2015 Strengthening of Radioisotope Production 
Facility at Cekmece Nuclear Research Centre 2005 437,060 

<표 2-6-1> 방사성동 원소 선원  발생기의 개발 지원을 한 기술 력사업

부터 착수되어 2007년까지 수행될 정이다. 이의 주요 상 결과물은 i) 소형 

선원과 방사성 동 원소 발생기 제조 방법, ii) 개선된 사이클로트론 목

록, iii) 방사성 동 원소 생산․제조에 한 보고서의 발간 등이다. 한 정

규 산에 의한 로그램 이외에 자발  기여 에 의한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이 분야의 기술 력사업은 <표 2-6-1>과 같이 19개의 로젝트가 수행

되고 있다.

둘째, ‘핵 분석 기술과 방사화학 교육훈련’을 한 활동은 2004년부터 착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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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착수

년도
총 산
(USD)

ALG4010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Experimental and Analysis Techniques for the 
Es Salem Reactor

2005 253,980 

BOL8007 Water and Contamination Balance of La Paz 
River Basin 2001 285,350 

CRO1005 Nuclear Techniques for the Analysis and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2005 199,662 

CUB8021 Reduction in Sugar Industry Pollution Using 
Radiotracer and Related Techniques 2003 168,620 

PER8013
Application of Nuclear Techniques for the 
Analysis, Conservation and Dating of 
Archaeological Materials

2003 344,490 

RAS2010 Quality Assurance and Quality Control of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2001 428,410 

RER1006
Nuclear Techniques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Artefacts in the 
Mediterranean Region

2005 241,170 

RLA5048
Regional Harmonization of the Technical and 
Specific Quality Requirements for the 
Monitoring of Radioactive Contaminatio

2005 427,360 

SAU2003
Quality Assurance and Quality Control of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in 
Environmental Studies

2001 58,350 

SUD0009 Supporting Postgraduate Teaching 
Programmes 2005 96,740 

THA1009 Application of Low Energy Accelerator to 
Material Analysis 1999 189,310 

TUN2003 Establishment of a Neutron Activation 
Analysis Laboratory 2005 268,010 

URT2004 Establishing a Radio-analytical Laboratory 2005 210,560 

<표 2-6-2> 핵 분석 기술과 방사화학 교육훈련을 한 기술 력사업

어 2008년까지 수행될 정이다. 이의 주요 상 결과물은 ‘방사면역측정법  

오염물질의 화학종 분석 그리고 방사화학 교육훈련 모듈’에 한 공동연구의 

기술보고서이다. 한 정규 산에 의한 로그램 이외에 자발  기여 에 의

한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이 분야의 기술 력사업은 <표 2-6-2>와 같이 13

개의 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셋째, ‘방사성 의약품의 개발, 제조  품질보증’을 한 활동은 2004년에 

착수되어 2007년까지 수행될 정이다. 이의 주요 상 결과물은 i)  분자

량 물질을 이용한 치료용․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에 한 연구결과, ii) 요 

방사성 의약품에 한 사양 발간(WHO 공동 력) 등이다. 한 정규 산에 

의한 로그램 이외에 자발  기여 에 의한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이 분

야의 기술 력사업은 <표 2-6-3>과 같이 17개의 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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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착수

년도
총 산
(USD)

ALG7003 Radiation Synthesis and Sterilization of 
Medical and Pharmaceutical Aids 2003 196,960 

BYE2003 Modernization of Radioimmunoassay Kit 
Production 2003 214,332 

CUB2014
Quality Assurance in the Production of 
Radio-labelled Monoclonal Antibody h-R3 for 
Treatment of Brain Tumours

2005 235,060 

GRE4010 Establishing Quality Control for Advanced 
Radiopharmaceuticals 2003 56,370 

IRA2006
Developing Technetium-99m Labelled 
Radiopharmaceutical Kits Based on 
Monoclonal Antibodies and Peptides

2001 138,820 

IRA2007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Radiopharmaceuticals in Accordance with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2005 340,100 

POL6007
Development of Radiation Technologies for 
Manufacturing Novel Polymeric Medical 
Products

2003 219,400 

RAS2011
Quality Assurance and Quality Control of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Formerly 
RAW/2/005)

2003 208,400 

RAS2012
Establishing Quality Assurance and Good 
Manufacturing Practice of Medical 
Radioisotopes and Radiopharmaceuticals

2003 363,930 

RAW2005 Quality Assurance and Quality Control of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2003 189,420 

RAW2006
Establishing QA and Good Manufacturing 
Practice of Medical Radioisotopes and 
Radiopharmaceuticals

2003 108,980 

RLA2010
Preparation, Quality Control, and Validation 
of Radiopharmaceuticals Based on Monoclonal 
Antibodies

2001 530,700 

SAF6009
Feasibility of Developing Flourine-18 Labelled 
Fluorodeoxyglucose for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2005 492,006 

SCG2002 Production of Radiopharmaceuticals at Vinca 
Institute 2003 161,720 

SYR2004 Upgrading Technetium-99m Generator 
Production and Labelling Compounds 2003 375,520 

TUR2014
Establishment of a National Radioisotope and 
Radiopharmaceutical Quality Control 
Laboratory

2003 79,391 

VEN2007 Preparation and Quality Control of 
Technetium-99m Based Radiopharmaceuticals 2001 266,040 

<표 2-6-3> 방사성 의약품의 개발, 제조  품질보증을 한 기술 력사업

넷째, ‘분석  품질 리’를 한 활동은 매년 수행되고 있는 로젝트이

다. 이의 주요 상 결과물은 i) 인증된 표 물질, ii) 검증된 분석방법, iii) 

능률 테스트  교차 시험의 결과, iv) 방사 분석법의 훈련 이수 인원 등이

다. 한 정규 산에 의한 로그램 이외에 자발  기여 에 의한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이 분야의 기술 력사업은 <표 2-6-4>와 같이 5개의 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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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착수

년도
총 산
(USD)

GUA8012 Using Non-destructive Testing to Inspect 
Liquefied Petroleum Gas Cylinders 2003 110,500 

MOR2006 Establishment of a Quality Control 
Programme for Radiopharmaceuticals, Phase I 2003 66,860 

POL2014 Accredited Laboratory for the Use of Nuclear 
and Nuclear-Related Analytical Techniques 2001 223,350 

RER8010 Quality Control Methods and Procedures for 
Radiation Technology 2005 177,620 

RLA2011
Sustainability of Quality Systems in 
Laboratories Using Nuclear Analytical and 
Complementary Techniques 

2003 389,098 

<표 2-6-4> 분석  품질 리를 한 기술 력사업

가 수행되고 있다.

2.  산업  이용과 지뢰제거용 원자력기술

우수한 산업 생산성은 지속가능한 발 의 요한 요소이며, 이 분야에서 

원자력기술은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방사선 처리는 보건의료와 산업 부

문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생산을 가능  하고 있다.  선원과 방사성 

추 자는 비 괴 검사, 공정 최 화, 온라인 제품 리, 공정문제해결 등에 

리 이용되고 있다. 회원국내 원자력 련 연구소는 이 분야에 한 로그램

을 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능력은 산

업 발 에 매우  요하므로 IAEA는 이 분야의 로그램을 갖고 있는 회원

국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뢰로 인해 많은 인

명이 희생되거나 부당을 당하고 있으므로 인도주의 인 차원에서 지뢰 제거

는 많은 회원국의 심이 되고 있다. 원자력 기술은 경제 인 방법으로 매설

된 지뢰를 탐지․제거하고 이를 처리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로그램의 목 은 회원국이 국가 산업에 있어서 원자력 기술을 지속

으로 이용하고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련 활동을 추진하고, 인도주

의  측면에서 지뢰 제거를 한 원자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의 기  성과는 산업 생산  공정문제 해결, 인도주의 인 지뢰

제거  의료․산업용 방사선 처리 제품 개발 등에 이용되는 원자력기술의 

국가 경쟁력 제고 등이다. 한 이의 성과지표로는 i) IAEA가 개발한 고분

자, 방출수  폐수에 한 방사선 처리 방법을 채택한 회원국의 수, ii) 원자

력의 산업  이용 분야의 회원국내 수혜 연구소의 수, iii) 지뢰 제거용 원자

력기술의 표 화된 장비와 차서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이 분야의 IAEA 로그램은 고분자, 산업 방출수  폐수의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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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착수

년도
총 산
(USD)

CHI8026
Characterization of Mineral Ores in 
Underground Copper Mines by Nuclear 
Techniques

2003 226,632 

COL8023 Nuclear Techniques Applied to the Assessment 
of Mineral Resources 2003 134,830 

MON8005 Introduction of Nucleonic Gauge Techniques to 
Coal Industry 2003 159,940 

PER1014 Prompt Gamma Neutron Analysis Technique 
for Copper Grade Estimation 2005 127,255 

RAF8040
Radioisotope Applications for Troubleshooting 
and Optimizing Industrial Processes (AFRA 
IV-10)

2005 1,344,700 

RAS8091 Process Diagnostics and Optimization in 
Petrochemical Industry (RCA) 2001 710,120 

RAS8094 Optimization of Materials in Industry Using 
Online Bulk Analysis Techniques (RCA) 2003 327,600 

RAS8099 Radioisotope Technology for Natural Resourc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RCA) 2005 263,850 

RLA8028
Transfer of Tracer Technology and Nucleonic 
Control System to Industrial Sectors of 
Economic Interest

2001 576,530 

VEN8015 Nuclear Techniques in the Oil Industry 2001 162,830 

VEN8019 Management of Sediments throughout the 
Navigation Canal of the Orinoco River 2005 106,310 

<표 2-6-5>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을 한 방사성동 원소 련 기술 력사업

선 처리를 한 자빔의 이용을 으로 추진할 망이다. 보다 정확하

고 실시간 정보를 얻기 하여 시험과 공정제어 분야에 신규 기술이 용될 

망이다. 인도  측면에서 지뢰제거를 하여 지난 2년 동안 개발한 방사성 

탐사장비를 개선하고 이를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할 정이다.

동 로그램의 수행을 한 2004년도 산은 2003년에 비하여 127,000불

이 증가한 948,000불이며, 2005년도 산은 2004년에 비해 9,000불이 증가한 

1,742,900불이다. 동 로그램 하에 수행되고 있는 세부 과제는 i)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을 한 방사성동 원소 기술, ii) 고기능성 고분자  기체 유해물

질․폐수의 방사선 처리, iii) 산업  방사선 촬 법  표 차의 개발, iv) 

인지뢰 확인용 원자력 련 방법 등 4개 로젝트가 있으며, 이의 기  성과

와 수행 기간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을 한 방사성동 원소’ 련 활동은 2004년

부터 착수되어 2007년까지 수행될 정이다. 이의 주요 상 결과물은 석유 부

존 평가의 추 자  석탄과 시멘트 산업의 방사선 계측기에 한 문서화 

등이다. 한 정규 산에 의한 로그램 이외에 자발  기여 에 의한 사업

으로 수행되고 있는 이 분야의 기술 력사업은 <표 2-6-5>와 같이 11개의 

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 39 -

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착수

년도
총 산
(USD)

IRA8015 Radiation Processing of Polymeric Materials by 
Electron Beam 2001 555,390 

IRA8017 Feasibility Study for Radiation Treatment of 
Wastewater and Sludge 2005 152,240 

IRQ7004 Preparation of Sterilized Tissue Grafts 1999 50,980 

JOR8006 Pre-Feasibility Study for the Reuse of 
Wastewater Through Radiation Processing 2001 47,470 

MOL8004 Feasibility Study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Radiation Processing Centre 2005 39,140 

MOR8010 Decontamination of Wastewater and Sludge by 
Irradiation 2003 148,030 

PAK8016 Development and Suitability Assessment of 
Radiation-sterilized Medical Products 2003 167,500 

POL8014 Industrial Scale Demonstration Plant for 
Electron Beam Purification of Flue Gas 1994 5,955,062 

POL8019
Advanced System with High-energy Electron 
Beam for Radiation Processing and Research 
Studies

2005 155,040 

POR8010 Implementation of Wastewater Treatment Using 
Radiation 2003 68,713 

RAF8033 Radiation Processing for Materials and 
Environmental Applications (AFRA IV-8) 2001 712,150 

RAS8096 Modification of Natural Polymers through 
Radiation Processing (RCA) 2003 158,000 

RAS8098
Radi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of 
Advanced Materials and for Protection of 
Health and the Environment (RCA)

2005 300,560 

RAS8102
Application of Radiation Technology for 
Materials Development for West Asian 
Countries

2005 278,800 

RLA8030
Harmonization and Optimization of Managerial 
and Operational Procedures in Industrial 
Radiation Facilities

2001 164,500 

ROK8007 Demonstration Facility for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Using an Electron Beam 2001 114,360 

SAU8008 Electron Beam Applications for Industrial and 
Non-Industrial Products 2001 161,120 

SAU8010 Feasibility Study for Electron Beam Flue Gas 
Treatment Plant 2005 57,010 

SRL8017 Radiation Processing for Industrial Applications 2001 229,450 

SYR8010 Radiation Production of Hydrogel Wound 
Dressings 2001 248,990 

TUR8017 Radiation Processing Technology for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2003 230,431 

VIE8014 Upgrading the Irradiation Facility at Hanoi 
Irradiation Centre 2001 34,300 

<표 2-6-6> 고기능성 고분자  기체 유해물질‧폐수의 방사선처리를 한 기술

력사업

둘째, ‘고기능성 고분자  기체 유해물질․폐수의 방사선 처리’를 한 활동

은 2004년부터 착수되어 2007년까지 수행될 정이다. 이의 주요 상 결과물은 

i) 고기능성 고분자의 합성에 한 공동연구의 기술보고서 발간, ii) 최근 개

발 인 방사선 처리법에 한 논문의 출  등이다. 한 정규 산에 의한 

로그램 이외에 자발  기여 에 의한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이 분야의 기

술 력사업은 <표 2-6-6>과 같이 22개의 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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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산업  방사선 촬 법  표 차의 개발’을 한 활동은 2004년부터 

착수되어 2007년까지 수행될 정이다. 이의 주요 상 결과물은 i) 이 의 부

식 정도분석을 한 공동연구의 기술보고서, ii) 허가, 훈련  인증에 한 

국제  표 화 추진에 한 진도보고서 등이다. 한 정규 산에 의한 로

그램 이외에 자발  기여 에 의한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이 분야의 기술

력사업은 <표 2-6-7>과 같이 27개의 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넷째, ‘ 인지뢰 확인을 한 원자력 련 방법’ 련 활동은 2004년부터 착

수되어 2007년까지 수행될 정이다. 이의 주요 상 결과물은 i) ‘ 인지뢰 확

인을 한 원자력 기술의 이용’에 한 공동연구의 최종보고서, ii) 인도차원

의 지뢰제거용 탐지장치에 합한 계기의 시험 결과 등이다. 한 정규 산

에 의한 로그램 이외에 자발  기여 에 의한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이 

분야의 기술 력사업은 <표 2-6-8>과 같이 3개의 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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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착수

년도
총 산
(USD)

ARG1028 Nuclear Techniques for Quality Control 2003 311,130 

ARM8002 Development of National Non-destructive Testing 
Centre 2005 226,440 

CMR8006 Sustainability and Institutional Self-reliance in 
Non-destructive Testing Capability 2003 157,520 

COS8009 Increase of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Means of Isotopic Diagnosis Technology 2003 177,568 

ETH8009 Establishment of a Non-destructive Testing Centre 
in Support of Metal and Engineering Industries 2005 177,060 

GHA8007 Improvement of Non-destructive Testing for 
Industry 2003 187,780 

KAZ8004 Establishment of a Training and Certification 
Centre for Non-destructive Testing Methods 2003 344,820 

MAL8017
Advanced Non-destructive Testing of Structural 
Integrity in Components related to Oil and Gas 
Industries

2003 203,140 

MAL8019 Development of Industrial Process Gamma-ray 
and X-ray Tomography 2005 365,454 

MAR8006 Strengthening National Non-destructive Testing 
Capability 2005 108,040 

NIR8005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for 
Non-Destructive Testing Centre 2001 141,040 

PAK8015 Development of In-service Inspection Facilities for 
Nuclear Power Plants 2003 122,800 

RAF8032 Strengthening Regional Training Capability in 
Non-Destructive Testing (AFRA IV-6) 2001 1,131,450 

RAS8085 Non-Destructive Testing and Evaluation (RCA) 1999 231,161 

RAS8100 Advanced Industrial Radiography (RCA) 2005 244,210 

RAS8101 Strengthening Regional Training and Certification 
Capability in Non-destructive Testing (ARASIA 2) 2003 243,400 

RAW8010 Strengthening Regional Training and Certification 
Capability in Non-destructive Testing (ARASIA 2) 2003 22,200 

SUD8006 Quality Control in the Industrial and 
Infrastructural Sectors 2001 242,230 

SUD8008
Development of National Capabilities for Training 
and Certification for Non-destructive Testing 
Personnel

2005 159,610 

TUR8015 Establishment of Advanced NDT Techniques and 
Accreditation of NDT Laboratory 2001 173,354 

URT8012 Strengthening Non-destructive Testing Services 
and Inspection 2005 149,080 

UZB8002 Development of Non-destructive Testing 
Capability 2005 172,480 

VIE8013 Advanced NDT Methods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1999 190,260 

YEM8003 Establishment of a Centre for Non-destructive 
Testing 2003 55,870 

ZAI8012 Establishment of an Industrial Non-Destructive 
Testing Capability 2001 144,510 

ZAI8014 Establishing an Industrial Non-destructive Testing 
Capability, Phase II 2005 186,960 

ZAM8010 Establishing a Non-destructive Testing Training 
Centre 2005 158,960 

<표 2-6-7> 산업  방사선 촬 법  표 차의 개발을 한 기술 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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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착수

년도
총 산
(USD)

COL1009 Determining Optimal Techniques in Support of 
the Humanitarian Demining Activities 2005 234,570 

EGY1024 Application of Nuclear Techniques for 
Demining 2003 244,970 

RER1005 Field Testing and Use of Pulsed Neutron 
Generator for Demining 2001 802,108 

<표 2-6-8> 인지뢰 확인용 원자력 련 방법을 한 기술 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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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직업  방사선방호 련 IAEA 로그램

1994년 IAEA 이사회는 '기본안 기 (BSS: Basic Safety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Ionizing Radiation and for the Safety of Radiation 

Sources)'을 승인하면서 직업상의 방사선 방호에 한 기본요건을 규정하

다. 이의 후속조치로 상세한 직업상의 방사선방호 지침이 마련되고 있다. 원

자력안 약, 사용후핵연료․방사성폐기물 리에 한 안 약  국제노

동기구(ILO) 약9)은 정부 당국의 직업  방사선방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ILO는 IAEA와 공동으로 직업  방사선 안 기 을 수립․ 용하고 직업상 

방사선 피폭에 한 자료를 보 하고 있다.

국제연합 리방사선 향과학 원회(UNSCEAR)의 평가 결과에 의하면, 

 세계 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간 집단선량의 80 % 이상은 자연방사

선 가 높은 작업장에서의 직업  피폭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

침과 안내서에는 이러한 자연방사선원의 향을 완 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작업자당 연평균 유효선량은 자연방사선 가 높은 작업장이 인공방사선

원을 취 하는 작업장보다 상당히 높다. 

직업  방사선 방호의 최 화 용을 한 필수 요건은 최신의 한 

자료와 선량감축 방법에 한 정보교환이다. 이 분야에서 련 정보의 교환

에 유용한 도구는 IAEA와 OECD/NEA에서 공동으로 운 하고 있는 '직업

피폭정보시스템 (ISOE: Information System on Occupational Exposure)'이

다. 원자력발 소 이외의 원자력 시설에 한 정보교환을 향상시키기 해서

는 직업  방사선 방호의 최 화를 한 지역간 네트워크가 수립되어야 한

다. 인터넷의 사용  ILO/IAEA 회원국의 노동기구간 조를 통하여 이러

한 정보는 다수의 방사선피폭 작업자에게 달될 수 있다.

IAEA 사무국이 총회의결10)11)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지역간․지역내 상

호비교 훈련은 회원국이 선량제한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도와주는 한편, 국

제 으로 동의되는 양과 IAEA 표 으로 권고되는 평가방법의 조화로운 사

용을 모니터링하기 한 것이다. 정보의 교환과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는 

9) C115: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Workers against Ionising 
Radiations (1960년 6월 22일 채택)

10) IAEA 총회 결의안 (GC(46)/RES/9, 2002년 9월 채택) : 사무국이 2002년 8월에 
개최되었던 직업  방사선방호 컨퍼런스의 제 권고에 따른 활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도록 합의함  

11) IAEA 총회 결의안 (GC(43)/RES/13, 2003년 9월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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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원국내 방사선방호 기 의 연락망이 갖추어져야 한다. 

방사선 감시  방호를 한 서비스의 실행과 조화에 기여하는 것 에 

하나는 BSS  I.32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품질경 시스템 (QMS: Quality 

Management System)의 구축이다. QMS는 법  의무 요건을 충족하기 한 

례와 잘 알려진 제반 원칙에 의거하여 어떠한 조직에서도 수행해야 하는 

주요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의 실행에 따라 기술  서비스를 인증

받는 것이 국제 인 경향이다. IAEA는 직업  방사선방호 평가서비스를 제

공하는 동시에 이 분야에서 자체평가도 증진시킴으로써 회원국들이 기본안

기 을 용하도록 지원한다. 

직업  방사선방호를 한 IAEA 로그램의 목 은, i) 외부 방사선과 

인공․자연 방사선원으로부터의 직업  체내외 피폭상황에서 직업  방사선

방호의 최 화와 국제 인 조화를 확보하고, ii) 회원국간 방사선안  련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피폭선량 한도와 측정기술의 국제 인 승인을 

획득하기 한 것이다.

이의 기  성과로는, i) 국제  합의 달성과 품질경 시스템의 시행, ii) 

직업  방사선방호 하부구조를 강화하고 직업  피폭의 최 방호 원칙을 

용하기 하여 회원국의 시설․규제 당국이 취한 조치, iii) 국제기 과의 부

합성 검증을 해 IAEA에서 권고한 피폭선량 한도 등을 회원국이 용하는 

조치를 들 수 있다. 이의 수행지표는, i) 회원국내 직업  방사선 방호 하부

구조를 강화하기 한 지침 제공․지원 메커니즘 구축, ii) 최소 3가지의 선

량측정법에 의하여 피폭선량 한도의 부합성을 입증하기 해 IAEA가 권고

한 방사선량의 회원국내 용을 진하는 메커니즘 구축 등이다.

직업  방사선방호를 한 2004～2005년도 IAEA의 로그램은 자연발생

 방사성 물질(NORM: 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s)을 포함

하여 자연방사선원에 피폭되는 작업자의 방호를 한 기  개발을 새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 로그램의 수행을 한 2004, 2005년도 IAEA 정규 산은 각각 

532,000불, 536,000불이다. 동 로그램으로 수행되고 있는 세부 과제는 i) 작

업장 방사선 방호요건의 조화, ii) 작업자를 한 자연방사선원(NORM 포함) 

피폭방호 기  개발, iii) 직업  방사선 방호 감시측정 상호비교  방사선

방호 선량․단 의 표 화 등 3개 로젝트12)가 있으며, 각각의 기 성과를 

12) 이밖에 사업은 승인되었지만 산이 아직 배정되지 않은 활동으로는, i) 회원국
내 내․외부선량측정 실험실 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확립․유지, ii) 호흡섭취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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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장 방사선 방호요건의 조화’을 한 활동의 주요 상 결과물

은 i) 직업  피폭에 의한 신체  향의 인과확률에 한 의사결정 지원지

침과 직업상의 방사선방호에 한 실무 지침 발간, ii) 2002년에 개최된 직업

 방사선방호 컨퍼런스의 권고에 따른 활동계획의 시행, iii) 수집․정리된 

ISOE 직업  방사선피폭 자료의 활용, iv) ISOE 정보시트와 연간보고서의 

발행, v) 직업  방사선 방호의 최 화를 한 지역내 네트워크 구축  원

자력발 소 이외 다른 시설에서의 직업  피폭에 한 정보의 상호교환, vi) 

ILO와 력하여 개발된 피드백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 한 조치계획 수립

둘째, ‘작업자를 한 자연방사선원(NORM 포함)에 한 방호기  개발’

과 련된 활동의 주요 상 결과물은 i) 자연방사선 피폭의 가 높은 작

업장에서의 직업  방사선 방호에 한 안 련 보고서 발간, ii) 높은 자연

방사선에 직업 으로 노출되는 작업자에 한 방사선 방호의 최 화를 꾀할 

수 있는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셋째, ‘직업  방사선 방호 감시측정 상호비교  방사선방호 선량․단

의 표 화’를 한 활동의 주요 상 결과물은 i) 국제 상호비교 훈련 결과의 

, ii) 회원국의 방사선방호 실용량 측정능력의 검증을 한 지원, iii) 기

술지원 분야의 품질경 시스템에 한 안 지침 배포

한 정규 산에 의한 로그램 이외에 자발  기여 에 의한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이 분야의 기술 력사업은 <표 2-7>과 같이 6개의 로젝트

가 수행되고 있다.

사성핵종의 방사능 측정에 한 국제 상호비교, iii) 기술지원 분야의 품질경
시스템 도입  이행을 권고하는 자문활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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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착수
년도

총 산
(USD)

CPR9037
National Management System for Individual 
Monitoring and Health Registry of 
Occupationally Exposed Workers in China

2005 185,560 

RAF9032
Development of Technical Capabilities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Exposed to Ionizing Radiation

2005 354,350 

RAS9030
Improving Occupational Radiation Protection 
in Nuclear Power Plants, Phase II

2003 584,550 

RAS9033
Developing Technical Capabilities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Exposed to Ionizing Radiation

2005 197,650 

RER9063
Enhancing the Occupational Radiation 
Protection in Nuclear Power Plants

2001 275,000 

RER9081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Optimization of Radiation Protection through 
Regional Networking

2005 238,500 

<표 2-7> 직업  방사선 방호를 한 기술 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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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IAEA 로그램 추이 분석  향후 망

제1  2004～2005 IAEA 로그램의 주요 변화

1.  원자력발 , 핵연료주기  원자력과학

원자력발 , 핵연료주기  원자력과학과 련된 활동을 다루고 있는 메

이  로그램 1(MP1)의 최우선 목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일환으로 원자력 

에 지의 도입과 진흥에 심을 가진 회원국을 지원하는 것이다. 2004～2005

년의 MP1은 지난 주기와 비교하여 원자력발 을 다루는 ‘ 로그램 A’의 구

성이 부분 으로 개편되었다. 즉 엔지니어링  경 지원을 한 서 로그

램이 더욱 세분화되어 i) 원자력발 의 운  성능  수명 리에 한 분야

와 ii) 품질보증, 하부구조  인  개선 분야의 2가지로 나 어 졌다. 한 

신원자력기술개발을 지원하기 한 서 로그램이 신설되었다. 

핵연료주기를 다루는 로그램 B에서는 각기 다른 핵연료주기 방식으로

부터 발생하는 핵연료 물질의 리에 한 로젝트가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행과는 다른 신 인 핵연료주기에서 기인하는 핵물질의 평가․ 리에 

한 활동을 수행한다. 구체 으로는 러시아의 사용후핵연료 리를 한 

문가그룹 지원, 회원국의 핵연료주기물질 재고 추 을 지원하기 한 등록방

법 개발,  핵연료주기물질의 리 비용에 한 보고서 발간 등으로 구성된

다. 능력배양  지식보존을 한 로그램 C는 4개의 하부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MP1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 종료 활동은 i) 동구권국가의 원자력 인 라 

강화를 한 지침 개발, ii) 원자로와 담수화계통의 결합 최 화 방안, iii) 

수로용 사용자 설계요건 개발, iv) 연구로 S/F의 공 국(미국)으로의 반환 등

이며, 신규 활동은 i)  신 원자력기술 련 연구  사례연구, ii) 발 소 

수명연장 비용 D/B 구축, iii) 라즈마-물질 반응규명을 한 핵자료 연구 

지원, iv) 원자력지식경 을 한 비   정책과 략 개발 등이다. 이  신

설된 분야는 교육, 훈련  직원개발을 포함하는 지식 리 분야와 국제원자

력정보시스템(INIS : 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 분야이다. 

원자력과학을 다루는 로그램 D에서는 국제핵융합연구 의회(International 

Fusion Research Council)의 권고에 따라 핵융합연구 로그램을 신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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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환경보 을 한 원자력기술

개발  환경보 을 한 원자력기술과 련된 활동을 다루고 있는 메이

 로그램 2(MP2)의 활동은 지속가능 발 을 하여 세계정상회의 

(WSSD)에서 언 된 5개 분야  세가지에 해당하는, 즉 수자원, 건강, 농업분

야를 다루고 있다.13) MP2는 회원국  에 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하여 원

자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다수의 개도국과 한 연 을 가지고 있다. 

MP2 가운데 식량  농업을 다루는 로그램 E는 식량, 가축  식품안 성

이라는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수자원의 요성에 한 인식이 증

가함에 따라, 수자원을 다루는 로그램 G는 활동이 더욱 강화되었다. 해양 

 육지 환경을 다루는 로그램 H는 육상에서의 방사능 는 비방사능 오

염물질의 거동, 오염평가  가능한 응 방안을 으로 추진하고 있다. 

MP2의 주요 변화 내용으로 종료 활동은 ⅰ) 가축 증산을 한 방사선-효

소 복합 면역 연구, ii) 지 해과일 리 연구 (부분  종료), iii) 건강 련 환

경연구를 한 기오염 감시, iv) 심해의 방사능 연구, v) 방사선치료법의 

경제성 모형화  수익비용분석 등이며, 신규 활동은 ⅰ) 말라리아 퇴치를 

한 해충불임기술(SIT) 개발, ii) 방사선에 의한 인체 세포  조직 반응, iii) 

우수한 양특성을 가진 식품 생식세포질의 선별 연구, iv) 수자원 리를 

한 헬륨 동 원소 분석시설 개발, v) 치료용 동 원소 발생장치기술 연구, 

vi) 시험  공정제어를 한 방사선 촬 기술 개발 등이다.

3.  원자력 안   보안

원자력 안   보안과 련된 활동을 다루고 있는 메이  로그램 

3(MP3)의 가장 큰 변화는 과거에는 MP4에 포함되어 있던 보안 련 활동을 

MP3로 이 한 것이다. 따라서 MP3는 원자력시설안 , 방사선  수송 안 , 

방사성폐기물 리, 원자력 보안이라는 4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보안 분

야를 MP3로 옮긴 이유는 ⅰ) 검증 분야가 IAEA의 3  근간의 하나인 바, 

이를 MP4에서 단독으로 더욱 리하게 취 하고, ii) 안 성과 보안 기능간

의 시 지를 활용함으로써 로그램의 일 성을 강화하기 한 것이다. 즉 

방사성물질의 분실, 도  인가받지 않은 취 을 방지하기 한 기 , 지

침  조치는 보안  안 성 양자의 측면에서 모두 요하다고 인시하고 

13) 2002년 8월 남아 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WSSD에서는 5개 분야, 즉 수자원  생, 

에 지, 건강, 농업  생물종다양성, 소  WEHAB (water, energy, health, agriculture 

and biodiversity)에 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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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MP3의 주요 변화내용으로 종료활동은 ⅰ) 운   공학 안  분야의 안

기  개정, ii) 안 성 성능지표 개발, iii) 동남아, 태평양  극동지역의 원

자력시설 안 성 향상, iv) 방사성폐기물의 비처리 련 안  기 문서 작

성 등이며, 신규 활동은 ⅰ) 종합  안 성 평가의 실행, ii) 신  개량원

자로 설계를 한 안 인증시스템 조사, iii) 지역별 원자력 안  네트워크 

지원, iv) 방사성물질의 해상 수송 험 평가, v) 해체 련 고도의 안  기

 개발, vi) 원자력시설의 취약  련 안   보안평가, vii) 테러에 비

한 방사성폐기물의 보안강화 등이다.

4.  원자력활동의 검증

보안(security) 활동을 MP3로 이 함에 따라 원자력활동의 검증과 련된 

활동을 다루고 있는 메이  로그램 4(MP4)는 IAEA의 핵심 활동인 안 조

치 활동에 집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회원국이 체결한 안 조치 정의 

유형에 따라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즉 면안 조치를 체결한 국가에 해

서는 용된 핵물질이 없으며, 국가 내에 신고가 되지 않은 핵물질  련 

활동이 없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 조치를 확립하고 운 하는 것에 

을 두고 있다. 부분안 조치 체결국가에 해서는 INFCIRC/66 방식에 따른 

핵물질, 서비스, 장비  시설이 용되거나 오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

이 요하며, 핵무기 보유국에 해서는 안 조치 용 상 핵물질의 용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에 집 하게 된다. 

MP4는 특히 면안 조치와 추가의정서가 모두 발효되는 국가의 통합안

조치의 이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향후의 추이를 살펴보면 본

부의 사찰활동의 증가, 특히 공개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평가, 분석을 한 

업무량 증 가 상되고 있다. 향후 IAEA의 사찰업무량을 증가시키게 될 여

러 가지 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용후 핵연료의 간 장시설 건설 추이

를 감안하면, 그것이 발 소 부지 내에 치하든지, 발 소 외부에 치하든

지, 이러한 장시설에 사용후 핵연료를 운반하는 것을 검증하기 한 추가 

자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한 체르노빌 원자력발 소의 해체와 련하여,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 

 건식 장 시설로의 운반을 하여 상당한 사찰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망된다. 일본원연 (JNFL) 재처리 공장의 2005년 상업 운  개시에 따라 사찰

업무량은 다시 증가하게 된다. 북한의 기 보고를 검증하기 해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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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분량의 사찰업무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안 조치 정  추가의정서 

체결은 MP4의 핵심활동의 하나로 추진될 것이며, IAEA는 회원국과 력하

여 이들 약의 체결을 한 노력을 계속하고 아울러 이와 련된 기술  

정책  사안들의 이행을 지원하기 한 지역내 세미나 는 워크  개최 등

을 후원할 것이다.

5.  정보지원 서비스

정보지원 서비스와 련된 활동을 다루고 있는 메이  로그램 5(MP5)

는 정보 리  외부와의 교류확 를 하여, 내부 으로는 IAEA 사무국을 

상으로 한 외부 으로는 회원국을 상으로 한 정보 제공을 보다 효율

이고 효과 인 방식으로 고객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을 맞

추고 있다. 일반 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인터넷이나 텔 비 과 같

은 보다 효과 인 정보통신 수단이 사용될 것이다. 특히 IAEA의 활동 결과 

회원국의 사회경제 발 에 기여한 원자력기술, 즉 식품생산, 인류건강  수

자원 리 등과 같은 분야의 성과를 리 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 정보  통신 서비스로 지칭하던 업무는 정보통신기술과 련된 

활동을 다루고 있는 메이  로그램로 흡수되었으며, 정보통신을 한 하부

기반의 유지업무도 ICT 로그램에 포함되었다. ICT는 회원국  직원훈련, 

온라인 교육, 원격 훈련, 기록의 유지  지식의 공유  보 을 하여 

범 하게 사용될 것이다. 한 오디오‧비디오 회의를 통하여 비용 감을 도

모할 것이다. 아울러 회원국의 요구에 보다 신속히 응하기 하여 요청 즉

시 인쇄방식(on-demand printing), 더 빠른 배송방식, 보다 화려한 색상 방식

과 같은 신 인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할 것이다.

6.  기술 력사업의 리

기술 력사업의 리와 련되는 활동을 다루고 있는 메이  로그램 

6(MP6)은 회원국의 정부당국과 력하여, 이들의 개발 필요를 정의하고, 구

체 이며 지속가능한 이익을 산출하기 하여 회원국에 용 가능한 원자력 

과학 기술 분야를 악하는 것에 을 두고 있다. 회원국 정부의 기술 력 

사업의 목 과 필요성, 국가  지원에 한 공약과 국가개발계획과의 연동 

여부는 회원국의 기술 력 사업의 선정  우선순  배정에 가장 주요한 

단 기 이 될 것이다. IAEA는 자신을 회원국의 개발에 필요한 원자력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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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효과 으로 수할 수 있는 동반자로 회원국에게 인식시키고자 한다. 

한 IAEA는 다른 개발지원 국제기구와 공통의 이해를 가진 분야에 한 

공동 계획  우선순  설정을 통하여 이들 국제기구와의 제휴를 강화함으

로써 기술 력 사업의 이행을 한 재정을 증 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내 력을 보다 잘 활용하여 개도국간 기술 력(TCDC :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활동을 강화하고, 특정

주제별 개발 계획(thematic plan)과 국가별 로그램 기본안(CPF : Country 

Programme Frameworks)에 한 소유 의식을 강화하여 기술 력 로그램

의 수 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7.  정책  일반 리

정책  일반 리와 련되는 활동을 다루고 있는 메이  로그램 

7(MP7)은 2004～2005년과 같이, 성과 심 리(Result based management)를 

IAEA 로그램 리의 기본원칙으로서 용하고 있다. 2002～2003년 로그

램 수립시 개편된 조직 구조는 IAEA내에 통합된 문화(one-house culture)를 

진시키기 하여 계속 보강되고 있다. 특히 IAEA 사무국은 여러 로그램

에 공통된 분야(cross-cutting area)의 조정을 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한 지난 2년간의 성과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 로그램의 수립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며, 이 보고서를 2006～2011년 IAEA 기 략보고서 

작성에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IAEA는 인  자원 리 개선  훈련을 통한 

직원의 리능력을 함양시킴으로써 IAEA의 운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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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2006～2007년 IAEA 로그램의 주요 이슈  망 

IAEA는 원자력분야 국제 력의 구심 으로서, 지속가능한 발 을 추구하

는 회원국의 염원에 부응하기 하여 원자력 기술의 안 성을 지속 으로 

추구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이 오직 평화  목 으로

만 이용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IAEA 사무국은 2003년 9월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일  제안(Package Proposal)에 근거하여 차기 로그

램에 한 안을 작성하 다.

IAEA의 로그램은 4개의 독자 인 메이  로그램과 3개의 기능 인 

메이  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14). 이러한 구조는 차기 로그램 과정

에서도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도서실  정보지원(Library and Information 

Support) 분야는 메이  로그램 5에서 메이  로그램 1로 이 될 망이

다. 이러한 구조 개편은 국제원자력정보시스템(INIS  : 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과 도서 의 시 지를 추구하기 한 것으로, 이미 INIS 

활동이 메이  로그램 1로 이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도서  련 활

동도 이 된 것이다. 

차기 로그램의 기획에서는 특히 여러 분야에 공통 으로 련된 활동 

(cross-cutting area), 로 지식 리, 품질보증  환경 분야가 으로 추

진될 망이다. 이는 Package Proposal에 한 회원국의 검토 의견 2가지를 

반 하고 있다. 그 하나는 안 조치 작업방법의 비용탄력성과 효과성에 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술 력사업 리를 한 추가 인 자원에 한 것이

다.

1.  원자력발 , 핵연료주기  원자력과학

IAEA 사무국은 원자력발 , 핵연료주기  원자력 과학에 한 핵심 과

학기술을 회원국에게 제공하기 한 활동을 메이  로그램 1을 통해 수행

하고 있다. 동 로그램은 3가지의 주요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는 

심을 표명하는 회원국의 원자력발   핵연료주기 로그램의 향상, 신 

진, 지속가능한 에 지 개발을 한 회원국의 능력 배양  원자력 지식 

보존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14) GOV/2004/23, Strategic Issues and Changes for the 2006-2007 Programme 
and Budget, IAE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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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분야와 련되는 2006～2007년 IAEA 로그램의 주요 이슈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원자력발 소, 핵연료주기 시설  연구용 원자로의 운 과 련된 모범 

사례 (good practice)의 지원 등이다. 특히 수명주기 리, 폐로, 에 지시

장 자유화, 지식보 , 노령화, 안 성, 사용후핵연료 리, 방사성폐기물

리 등이  추진되고 연구로의 경우에는 공동사용  지역 력 포함

◦ 동력로와 비 력 응용, 핵연료주기 모든 활동  소형로 설계를 한 

개량  신 기술의 개발 지원

◦ 핵연료주기 체에 걸친 핵확산 항 기술을 강화하며, 증하는 핵확산 

 보안에 한 우려를 완화하기 하여 연구로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 

감

◦  세계를 상으로 하는 원자력발   핵연료주기에 한 포 인 분

석모형의 개발  이에 한 이해 증진15)

◦ 원자력과학  지식의 향상과 이에 심이 있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한 

지식보   지식 리를 한 지침 개발

◦ 지식 보   리를 지원하기 하여 IAEA 내부의 원자력 정보자원의 

시 지 극 화와 원자력 분야 도서   정보 자원 시스템과의 트 십

을 창출

◦ 우라늄  기타 원료물질의 수요와 공 을 최신 정보로 갱신

◦ 고연소도 핵연료의 사용에 한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하며, 사용후핵연료

의 노화  거동에 한 이해를 제고하며, 증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을 해결하기 한 방안과 안에 한 이해를 제고함

◦ 다양한 원자로의 핵연료 설계, 기술  이용과 련된 최고의 사례를 공

유하여 공통의 이해를 이루도록 하며, 안 성, 효율성  경제성 개선 노

력을 지원함

◦ 원자력에 한 선택의 문을 열어둘 수 있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원자력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총비용 에서의 비용평가 

(full-cost assessment)의 요성을 회원국에게 인식시킴

◦ 회원국의 에 지 개발계획  지속가능한 에 지 개발 능력을 제고

15) 이러한 분석에는 증가하는 에 지 수요, 신과 련된 망, 증하는 핵확산 
우려  고  처분장에 한 진척상황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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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핵연료주기, 라즈마 물리  기타 원자력분야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원자  핵자료를 제공함

◦ 라즈마 모델수립, 입자 불순물과 라즈마의 작용, 라즈마 표면의 

반응연구 등을 한 핵융합 데이터를 개선하며, 핵융합 연구와 ITER 지

원

◦ 첨단 핵기술 연구를 한 성자빔 응용  쇄 성자원 발생시설, 가

속기  싱크로트론 발생장치 지원

◦ 효율 인 가속기 사용지원  이온빔 응용의 다양화

◦ 핵 계측장비의 개발  품질 리 제고

2006～2007년 로그램의 주요방향은 2004～2005년 수행 로그램과 비

교하여 근본 인 변화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부분이 으로 추진될 

망이다. 

◦ 체 핵연료주기에 걸쳐 핵비확산성을 강화하기 한 기술에 노력을 집

하며, 이는 사무총장이 주력하고 있는 핵연료주기 민감 측면에 한 통

제의 강화를 한 제안의 후속조치이다.

◦ INPRO는 원자력발 의 미래에 한 공통의 비 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회원국과 INPRO 회원국간의 2단계 추진방향을 한 자문회의에서 권고

에 따라, 연구개발 로그램의 동을 통한 신 원자력 에 지 계통의 

공동 개발을 진하기 한 회원국간의 력 강화에 노력을 집 할 것이

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핵비확산에 한 새로운 발상과 제안, 공통 안

에 한 심 제고, GIF와의 교류 증진 등이 모색될 것이다.

◦ 지식 리 활동은 재 개발 에 있는 방법론이나 지침, 제품  서비스를 

더 많이 회원국에게 제공하기 한 활동을 강조할 것이다. 

◦ 기 과학  기술개발을 강화하기 한 노력과 함께 첨단 원자력기술개

발  발 소 수명연장과 해체 기술에 한 활동이 강화될 망이다.

◦ 원자력발 , 핵연료주기, 능력 축   원자력과학을 한 지역내 통합 

(regional integration)이  추진될 것이다.

◦ 핵연료주기 시설을 포함하여 원자력시설의 설계  리에 있어서 기술

선도 (technology driven) 방식보다는 더욱 통합 이고 수명주기 리에 

의한 근법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 연구로를 포함하여 원자력 시설의 해체에 심을 증 할 것이다. 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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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작업과 종합 인 미래계획에 착수하기 에 포 인 분석을 더욱 강

화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시 지를 극 화하기 한 통합된 근법 

(one-house approach)을 활용할 것이다.

◦ 핵연료주기, 원료물질 채굴, 자원의 재사용, 핵종변환을 통한 폐기물 발생 

감과 련된 개념, 모델  조건 악에 심을 집 할 것이며, 이러한 

활동은 핵확산  보안에 한 우려를 감안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핵연료

주기  재료 기술을 한 로그램 B가 수정될 것이다.

◦ 원자력발 과 핵연료주기 서비스, 특히 연구개발 분야를 더욱 개발시키기 

한 인 라 구축에 보다 많은 노력이 집 될 망이다.

2.  개발  환경보 을 한 원자력기술

메이  로그램 2(MP2)의 우선순   주요 내용은 2004～2005년 로

그램과 상당 부분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다. 2004～2005년 로그램은 MDG 

(Millenium Development Goal)과 세계지속가능발 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16)에서 도출된 우선분야를 진시킬 수 있도록 

원자력  동 원소 기술의 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식량  농업

식량  농업과 련되는 2006～2007년 IAEA 로그램의 주요 이슈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시스템이 더욱 집약 이고 상업지향 으로 환되어감에 따라 생산

성 증   천연자원 보존과 식품안  보증에 한 종래의 문제 과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를 해결하기 하여 신 인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안정동

원소나 방사성동 원소를 이용하는 분자육종 기술은 식물, 동물, 곤충  염

색체 등을 이해하고 취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식품  가축의 유 정보를 규명하고 열   아열  환경에 합한 식물과 

가축을 선별하고 증식하며 이를 보존하는데 활용된다. 이와 련하여 아래와 

같은 분야가 특히 강조될 것이다.

◦ 변경이나 스트 스를 받는 지역에 사는 빈민층이 키우는 희귀 작물과 토

종 가축

16) 2002년 9월 남아 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세계 100여 개국의 정상을 비
롯한 UN 189개 회원국 표가 모여 인류의 지속가능발 에 하여 논의한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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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충의 처리  무역과 련된 질병의 진단과 역학조사

◦ 해충 불임술(SIT : Sterile Insect Technique) 등 해충 퇴치 로그램을 

한 곤충의 고유한 계통도의 구축

한편, 분자육종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과거에 추진하여 왔던 질소흡착, 인

산 사용, 조직배양, 방사면역, 재래식 유 자감별법에 의한 곤충의 고유 계통

도 구축 사업은 차 폐지될 망이다.

식량  농업 분야에 한 2006～2007년 IAEA 로그램의 주요 변경 방

향  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식품조사를 한 국제자문그룹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식품조사와 련

된 활동은 과학  기술정보의 보 에 국한되고, 회원국들이 핵  방사선 

비상사태시 자국의 식량  농업분야의 책 개선에 집 할 수 있도록 자원

의 보 에 국한하고, 농업분야의 첨단 정보를 유지하며, 식품의 방사성 핵종

에 한 지침서(Codex Guidelines)를 개정하게 될 것이다. 

한 정책  의사결정의 요성을 인식하여, 식품  농업 분야에서 원자

력 응용이 가지는 사회경제  차원의 효과 분석을 지원할 것이다.

  나. 보건 의료

보건 의료 분야와 련되는 2006～2007년 IAEA 로그램의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보건 의료 분야에 한 지원은 기존의 지원 방식이 의료 문가의 

공통 인 목표를 고무시키지 못한 을 감안하여, 더욱 주제 심의 체제로 

변화될 망이며, 방, 진단, 치료  방사선 상장치를 이용한 방사선 치

료 등을 다루게 될 것이다. 

둘째, 회원국의 방사성 의약품개발과 이용 지원 요청에 부응하여 의약품

의 개발과 이를 임상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양자간의 시 지를 도모할 것이

다. 이를 해 방사성의약품의 품질보증‧품질제어와 환자에 한 방사선 방

호간의 시 지가 추구될 것이다.

보건 의료 분야에 한 2006～2007년 IAEA 로그램의 주요 변경 방향 

 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사선 치료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움직임이 망되고 있다.  IAEA는 

WHO나 다른 비정부기구와 력하여 암과의 투쟁을 한 장기 인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암 발생이 격하게 증가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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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망되나 교육을 받은 문가나 의료 장비는 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IAEA는 암치료를 하여 방사선과 동 원소 기법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

구이다. 이와 련하여 IAEA의 가용한 인 자원이 보강되어야 하고 회원국

의 특별기여를 요청하는 사업들이 제안될 것이다.

한편, 말라리아 모기 연구  사육시스템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상된다. IAEA의 Seibersdorf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말라리아 모기의 

불임퇴치 (SIT)에 한 연구는 크게 진 되어 수단 북부지역과 같은 일부 지

역에서 장 실지시험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방사선량 독기의 검교정 서비스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상된다. 방사선량 독기 시험연구소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독기의 교정 

 검사에 한 증하는 수요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이를 

한 새로운 서비스 활동에는 독기의 교정, 진단용 X선에 한 품질보증 등

이 포함될 것이다. IAEA는 회원국의 2차 표  교정 연구소  열형  선량

계 (TLD)의 네트워크를 한 훈련 능력을 보강할 것이다.

  다. 수자원 리

수자원 분야에서는 WSSD/MDG의 목표를 지원하기 하여 수문학을 통

하여 수자원의 순환에 한 과학  이해를 제고하고 효율 인 자원의 이용

을 도모할 것이다. 강의 유량변화와 기  수증기의 분포를 측정하기 한 

범세계 인 네트웍 구축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IAEA는 세계 인 수자원 순환 연구에 한 시 지를 증 시키기 하

여 이 분야에 한 국제 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IAEA는 수자원의 남획을 

단시키기 한 세계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하여 지하수의 특성 

 지속가능성을 규명하기 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며, 수자원 품질  부

존량 평가를 한 회원국의 과학  능력 향상을 지원할 것이다.

  라. 환경 보호

IAEA는 환경보호를 한 활동의 본질을 보다 잘 반 하기 하여 로

그램의 명칭을 ‘해양  육상 환경의 향평가  리’로 변경하고, 이들 환

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해안 환경에 한 이 

증 함에 따라 해안 오염을 규명하기 한 원자력  동 원소 기법을 강조

하여  세계 인 해양 거동과 해양  기후의 상 계에 한 연구를 수

행함으로써 기후변화평가를 한 입력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새로운 해양 탐지장치가 사용될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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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존에 수행해 왔던 해양방사능감시  평가, 비방사능 오염 등의 

분야는 종료될 것이다. 육상 환경 로그램은 더욱 보강되어 방사능생태학, 

환경독물학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실험실의 분석  측정 능력을 통합하고 

품질보증을 실시함으로써 실험실 활동의 품질 경 에 조화를 추구하며, 

Seibersdorf 연구소와 회원국 연구소들의 노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 물리  화학 응용

농업  산업용 폐기물과 폐수, 수자원 공 안정, 생물학 약제에 의한 오

염 등과 련된 신기술개발  방사선 기술의 역할을 인식하고, IAEA는 ⅰ) 

방사선응용, 특히 자선 응용에 을 두고, 생물학  오염, 화학  오염 

 생물학 약제의 오염을 제거하기 하여 노력하며, ii) 건강  산업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방사선 가공된 나노 소재 개발을 하여 가속기 응용을 장

려할 것이다.

3.  원자력 안   보안

원자력 안   보안은 세계 이며 국경을 월하는 이슈라는 을 인

식하고,  IAEA는 세계 인 원자력안  체제에 한 비 을 수립하고 있

다. 이를 통해 인류  환경을 리방사선의 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명과 

재산을 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이러한 사고발생시의 

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비 의 달성은 회원국의 반

인 안 성 수 을 지속 으로 개선하며 취약 을 제거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 인 목표를 갖고 있다. 

◦ 국가의 안 성 인 라를 개선하며, 이를 한 회원국의 공약은 정부간의 

약에 의하여 더욱 강화될 것이다.

◦ IAEA의 안 성 기 을 가장 우수한 기 으로 인식하고, 이를 세계 으

로 수용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 이러한 기 을 회원국에게 종합 으로 용하는 것이다

◦ 안 성 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독자 으로 존속할 수 있

는 지역내 네트웍을 수립하는 것이다

한편, 보안과 련하여 에서 살펴본 안 성 분야와 유사한 비 을 개발

하며, 장기 으로는 양자가 서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단계에서는 양자를 서로 분리할 실제 인 필요성이 있으며, 양자간의 시 지

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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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   보안과 련되는 2006～2007년 IAEA 로그램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자력시설의 안 을 한 로그램 J와 련하여, 원자력발  산업체와 

발 업체와의 통합은 신설된 업체의 안 성에 한 서약에 우려를 불러일으

키고 있다. 안 성에 한 새로운 우려는 원자력발 소의 수명연장, 특히 

기의 안 성 기 에 따라 설계된 발 소의 수명연장과 련하여 부상하고 

있다. 한편 회원국들이 연구용 원자로의 안 성에 한 행동강령 (Code of 

Conduct)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시작함에 따라 연구용 원자로의 안 성 향

상을 한 새로운 기가 마련될 것으로 상된다.

방사선  수송안 성을 한 로그램 K와 련하여, 많은 회원국들이 

선원물질의 안 성과 보안에 한 행동강령을 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있

다. 이러한 강화된 구속력에 한 자발 인 약속은, 선원물질의 통제, 안 성 

 보안과 련된 세계 인 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법 인 구속

력을 가지는 약이 없다고 해도 방사성선원의 통제를 하여 이들 물질의 

수명주기를 상으로 국제 으로 인정되는 포 인 기 을 설립할 필요

가 두되고 있다. 그 동안 수송안 성과 련하여 많은 진 을 이루기는 하

으나, 아직도 다양한 을 하나로 모으기 한 추가 인 작업이 필요한 

상태이다.

방사성폐기물의 리를 한 로그램 L과 련하여, 사용후핵연료  

고  폐기물 최종 처분장의 확보가 원자력발 소를 운 하는 국가들의 최

우선 과제로 남아 있으며, 몇몇 국가에서 많은 진 을 이루기는 하 으나 이

들 폐기물의 안 한 처분을 한 기술 인 해결방안들이 실증되어야 한다. 

반 으로 볼 때, 상기 공동 약과 방사성폐기물 리의 안 기 에 한 

더 많은 지지가 이루어져 방사성폐기물의 안 리를 한 개선노력이 지속

되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리 활동의 순조롭고 지속 가능한 실행은 회원

국들의 주요한 목표의 하나이다. 기술  비기술  두 가지 측면에 한 고

려와 과거 사례로부터의 교훈은 IAEA가 이 분야의 모범사례에 한 지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필수 인 요소이다. 이러한 지침은 회원국들이 효과 인 

폐기물 리 로그램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원자력 보안을 한 로그램 M은 안 성과 보안의 시 지를 추구할 것

이다. 특히 핵물질  방사성물질의 사용, 장  수송에 있어서 공학  안

성과 보안 조치를 십분 활용할 것이다. 한 물리  방호 약이 개정되면, 

이의 이행은 본 로그램의 핵심을 이루게 될 것이다. 원자력  방사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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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의 국제  응을 강화하기 한 행동계획을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국가간에 신속히 달함으로써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매체와 

공공정보 달, 응조치의 표 화를 통하여 충고  지원이 더욱 수월하게 

회원국에게 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양자간  다자간 력이 증 할 것

으로 상되며, IAEA는 공통의 포 인 근법과 실제 인 지침을 수립하

는데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많은 분량의 지식과 정보가 IAEA 내부  외부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안 성  보안 련 정보를 체계 으로 분류하여, 해석하고 공

유할 필요가 있다. IAEA의 서비스를 보 하기 한 재래식 방법은 활용도 

제고와 첨단정보의 공유를 하기에는 심각한 자원한계에 착해 있다.

재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안 성  보안 네트웍을 수립하고 운 하기 

하여 IAEA가 진자로서 행한 역할은 성공 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의 은 규제 당국자  기술지원기구간의 의사소통에 맞추어져 있다. 향

후의 도 은 이러한 노력이 장기 으로도 이용자의 요구에 시의 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집 되지 않고 분산된 형태로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한 방향과 목표의 하나는 과거  미래의 교육  훈련계획에 한 

투명성과 외활동 능력을 증진함으로써, 새로운 세 의 문 인력을 유인하

는 것이다.

원자력 안   보안 분야에 한 2006～2007년 IAEA 로그램의 주요 

변경 방향  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범세계 인 안 체제를 한 안 기 의 심역할을 견지하기 하여, 

2004년 3월 이사회에서 승인한 행동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BSS (Basic 

Safety Standards)는 재까지의 경험과 새로운 지식에 근거하여 검토될 것

이다. 아울러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 리를 한 기술보고서도 완

성될 것이다. 원자력시설의 안 과 련하여, 안 성 검토는 더욱 세분화되

고 회원국의 자체평가에 을 맞추게 될 것이다. 여러 분야에 공통된 주

제, 로 안 성 리, 안  문화 는 경험 반  등은 모든 안 성 검토시

에 통합될 것이다. 이러한 개선된 검토 방식은 원자력안 약에 따른 동료 

평가 (peer review) 차를 더 좋게 지원하게 될 것이다. 수명을 연장하여 운

하는 원자력발 소의 안 성 평가도 다루어질 것이다. 아울러 IAEA는 회

원국의 연구용 원자로에 한 행동강령 (Code of Conduct)의 이행을 지원할 

것이다.



- 61 -

방사선  수송안 성을 한 로그램 K의 실천계획 이행과 련하여, 

수송안 평가 규정과 무  방사선원의 안 한 장시설로의 수송 지원을 다

루게 될 것이다. 특정 분야의 치료에 있어서 환자에 한 방사선 피폭을 

감시키기 해서는 많은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새로운 진단 차  방

사선 투시는 환자의 보호를 한 새로운 해결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사고에 의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습득한 교훈도 되어야 한다. IAEA 사

무국은 훈련교재를 포함한 한 정보가 많은 문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

록 외활동을 개하고 있다. 환자의 방사선 방호와 방사선 의료의 품질보

증‧품질 리 사이의 시 지를 추구할 것이다. 다른 국제기구  문기구와

의 동을 통하여, IAEA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를 한 체제를 확립함

으로써 매년 방사선에 노출되는 수억명의 환자를 악하는 능력을 개선할 

것이다. 이 분야에 하여 련 국제기구가 정책을 새로이 개발하고 있으며, 

IAEA는 이러한 정책을 실제로 용할 수 있는 규제 형태로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연구로를 포함한 수많은 원자력 시설이 가동 정지되

거나 해체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해체 작업을 안 하고, 효율 이며, 시의 

하게 추진하기 한 주요 이슈들을 망라하고 있는 국제 실천계획은 자

국의 원자력시설을 해체하기 한 인 라나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을 지원하

기 한 방법과 수단을 악하는데 특히 주력할 것이다.

방사성폐기물의 리를 한 로그램 L과 련하여, 원자력시설의 수명

연장과 장기간과 련된 기술 ‧비기술  이슈들을 다루기 한 회원국의 

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한 활동에 집 할 것이다. 환경에 한 국제 인 우

려는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방사성 물질 배출의 감 압력을 일으키고 있으

며, 인류 이외의 종의 보호에 한 압력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2003년 IAEA가 개최한 공   환경보호 련 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반

한 실천계획이 작성되어 활용되고 있다.

원자력 보안을 한 로그램 M과 련하여, 회원국이 테러리스트의 

에 처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포 이고 일 된 로

그램을 수립하며, 원자력 보안 련 국제  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지원할 것

이다. 이 활동은 회원국들이 자국의 원자력 보안 체제 수립에 반 할 수 있

는 지침서 개발을 포함하며, 회원국이 이러한 국제체제에 충실히 따를 수 있

도록 하는 활동을 포함할 것이다. 이 로그램은 회원국의 보안체제를 검토

하고 지속 인 개선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해 보안에 한 국제 력

을 강화하며 측 가능한 소요재원의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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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비상 응 로그램은 다른 안 성  보안 로그램( 로그램 

J,K,L,M)과의 공통 활동의 일환으로 강화될 것이다. IAEA는 활동을 재정립

하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최첨단 정보가 세계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

력할 것이다.

4.  원자력 활동의 검증

2002～2003년 동안에 이란, 리비아  북한의 핵 로그램 발각과 이후 

개된 상황은 핵비확산 체제에 한 한 으로 부각되고 있다. 200

6～2007 IAEA 로그램과 이의 산은 이러한 변화에 처하여야 하며, 막

한 자원을 수반하게 될 응조치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IAEA는 

재 회원국과 체결한 안 조치 정에 추가의정서를 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든 핵비보유국에 하여 면안 조치 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가의정서 체결은 안 조치의 실효를 거두기 해서 불가결한 것으로, 

이는 추가의정서에 따른 정보는 회원국의 원자력 로그램을 평가하고 해당

국의 원자력 로그램에 한 반 인 모습을 악하기 해 필수 이다. 이

러한 목표의 달성 여부는 각 회원국의 정책 의지에 달려 있지만, IAEA는 

외  활동을 강화하여 추가의정서 체결  발효를 진시키며, 추가의정서

의 체결과 이행을 하여 회원국을 지원할 것이다. IAEA는 회원국들이 핵물

질은 물론 비핵물질의 수출입과 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력하는 

것이 필수 이라고 단한다. 련 정보가 IAEA에 제공되고 축 될수록, 더

욱 포 인 정보가 평가되고, 결과 으로 IAEA가 회원국을 평가한 안 조

치상의 결론이 더 많은 신뢰를 가지게 될 것이다. IAEA가 부여받은 권한은 

회원국의 원자력 련 선언이 정확하며 모든 활동을 망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에서 신고되지 않은 핵물질과 원

자력활동을 탐지하는 IAEA의 능력이 더욱 요해 지고 있다. 

정보에 한 근을 확 하는 이외에, IAEA는 더욱 효과 이고 보다 나

은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재의 탐지 능력을 제고하

여야 한다. 한 IAEA는 민감 핵기술  물질의 공 원  공  경로를 더

욱 잘 악함으로써 핵 암거래 시장의 네트워크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IAEA는 이러한 네트워크에 한 정보의 수집, 분석  추 을 한 활동을 

강화하고, 회원국과의 력을 증 해 나갈 것이다.

원자력 활동의 검증과 련되는 2006～2007년 IAEA 로그램의 주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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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핵무기 제조용 첨단기술과 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핵확산에 민감한 정

보가 속히 확산되고 있고 한 습득도 용이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민감 

장비  기술 자체에 한 근이 용이해지고 있다. 은닉기술과 방법 한 

더욱 정교해지는 상은 안 조치 체제에 한 한 도 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상은 IAEA에게 정보 수집  분석에 한 작업 부담을 증

시킬 것으로 상된다. 

IAEA는 공개된 정보  상업 성 정보 수집․분석 능력을 증 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따라 정보 분석을 한 첨단 소 트웨어의 사용과 같은 정보 

근  처리시스템 분야의 기술  진 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밖에 이러한 

도 에 처하여 IAEA에 부여된 안 조치권을 이행하기 해서는 새로운 

더욱 정교한 검증 장비를 개발하거나 구매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안 조

치 근법  기술을 개선하거나 새로이 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재 신

뢰하고 있는 검증시스템은 조작행 에 더욱 취약해 질 망이다. 그러므로 

이 분야의 개상황을 찰하여야 하며, 기존 안 조치 장비  기술의 취약

은 주기 으로 평가되고 필요한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북한의 원자력 로그램에 한 포  검증 가능성, 특히 북한의 원자력

활동이 온 히 평화  목 으로만 수행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IAEA

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의 하나로 간주된다.

EU 회원국들의 2004년 추가의정서 발효  다른 회원국들의 2～3년 이

내 추가의정서 발효를 해서는, 신고되지 않은 핵물질  활동이 없다는 것

을 범 하게 보증하기 한 IAEA의 추가 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외에

도 IAEA는 이란  리비아의 신고되지 않은 원자력 로그램의 발각으로부

터 교훈을 도출하고, 이로부터 더욱 정교하고 확실한 검증 기술  방법을 

강구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 하는 검증 활동을 하여 련 경험

과 자격을, 특히 재처리와 농축과 같은 민감기술 분야에 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IAEA의 요한 임무의 하나로 남을 것이다. 

2006～2007년 사이에 채용된 직원에 하여 합한 고 훈련을 제공하는 것

은 이러한 훈련을 개최할 수 있는 원자력 시설과 실험실이 제한되어 있으므

로 IAEA로서는 해결하여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회원국의 원자력 로그램을 평가하는 것과 같은 일련의 활동들이 IAEA

의 자원에 심각한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신규 회원국이나 규모 

핵연료주기 활동을 가진 회원국에 한 추가의정서 이행은 이들의 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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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증하고 분석‧평가하기 하여 상당한 자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검증‧

평가 활동을 지원하기 하여 IAEA는 상업용 인공 성 자료의 획득‧평가 

활동과 지리 정보 서비스에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을 배정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확실한 환경 하에서 히 처리, 장  검색하기 하여, 

IAEA는 련 인 라를 2006년 에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EURATOM의 안

조치 련 임무와 역할이 변화할 것으로 기 됨에 따라 이들 회원국에 

한 IAEA의 검증 활동은 하게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장소로의 수송에 한 검증은 재의 수 에 비

하여 추가 인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형의 개별 인 안

조치 로젝트들이 자원의 배분에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례

로는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이 2006년에 상업운 을 개시할 것이며, 체르노

빌 처리시설 로젝트가 상보다 지연되어 곧 시작될 것이며, 안 조치 정

보시스템 (ISIS)의 재구축을 한 규모 사업이 시작되어 기존의 노후된 시

스템을 체하기 한 작업이 3～4년 동안 수행될 것이다.

품질경 은 안 조치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필수 인 략  도구로서, 효

과 인 품질경  시스템의 핵심 요소는 2005년에 일부 시행되고 체 인 

시스템은 2007년 말에 완료될 것으로 망된다. 품질향상과 효율은 상호 의

존 이므로 이들 양자는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며, 품질경 시스템은 사무 효

율을 지속 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망된다. 즉 품질경 은 IAEA가 검증 의

무를 가장 비용 효율 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식 리를 한 강력하고 일체화된 근법을 도입함으로써, 안 조치 이

행, 특히 강화된 안 조치 체제의 이행과 련된 가장 합한 지식이 체계

으로 개발․보존되며 지속 으로 보강될 것이며, IAEA의 담당자들은 안 조

치를 효과 이며 효율 으로 이행하기 한 경쟁력, 문성,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IAEA는 안 조치 업무를 비용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회원국의 계

량 리 체제를 최 한 활용할 것이다. 이를 한 방편으로 지침의 개정과 

문가 견, 훈련  장비제공을 통하여 회원국의 포  계량 리 체제 도입

을 지원할 것이다.

원자력 활동의 검증 분야에 한 2006～2007년 IAEA 로그램의 주요 

변경 방향  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존 안 조치 시스템의 한계 , 제약요인  취약요인에 한 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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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들이 추가의정서를 체결하고, 이를 발효시켜 이행할 수 있도록 지

원

◦ 기존의 탐지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효과 인 검증 장비와 개선된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 수단 개발 는 획득

◦ 회원국의 원자력 로그램과 핵 련 비  네트워크와 연계된 모든 정보

의 수집, 분석  후속조치와 련된 활동의 강화

◦ 형 안 조치 로젝트를 완결시키기 하여 상당량의 자원을 증강시키

거나 재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상

5.  정보지원 서비스

IAEA 사무국은 정보지원 서비스를 한 로그램 하에 원자력 정보 보

의 효과성을 확실하게 하며, 아울러 원자력 분야에서의 IAEA의 역할을 공

표하고 선 하기 하여 효율 인 서비스의 제공에 을 두고 있다. 정보

지원 서비스를 한 2006～2007년 IAEA 로그램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AEA는 지난 20여년간 천만불 이상을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하부구조 확립을 하여 투자하여 왔다. 

이러한 주요한 하부구조를 체하는 것은 분명히 IAEA의 연간 산 범 를 

과한다. IAEA의 이사회는 장비교체기 (ERF : Equipment Replacement 

Fund)을 확보하기 하여 매년 35만불까지 메이  로그램 5와 7의 약액

에서 용하는 것을 승인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IAEA는 5년 동안 

200만불을 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 은 실제 요구에 미치지 못

하고 있으며 최소한 매 2년 주기마다 200만불은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ERF 기 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보안은 IAEA가 신뢰할 수 있고 효과 인 기구로 정립되기 해 반

드시 필요한 기 의 한 분야로서, 이러한 이슈에 하여 걸맞는 심이 기울

어져야 한다.

정보지원 서비스와 련되는 2006～2007년 IAEA 로그램의 주요 변경 

방향  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2005년 동안에 약 40개국의 일반 을 상으로 IAEA의 의사소

통 업무와 련된 여론조사를 시행하며 이에 한 결과는 IAEA의 의사소통 

략을 조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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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체나 일반 과의 의사소통을 하여 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기 한 노력이 기울여질 것이나, 실제 인 이행은 가용자원의 여부에 

좌우될 것이다.

ERF 기 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IAEA가 ICT 하부구조를 교체하는 데는 

25년 혹은 비용 상승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기간은 산업체의 표 인 교체주기, 통상 4～7년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따라서 ERF 기 의 총액은 증액될 필요가 있다. 한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한 조치에 소요될 산과 부합되는 기 을 이 분야에 포

함시킬 필요가 있다.

6.  기술 력사업의 리

IAEA 헌장에 명시된 “ 세계의 평화와 건강  번 에 원자력의 기여도

를 진하고 확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한 능력을 견지하고, 아울러 원

자력 기술의 평화  응용에 의한 이 을 모든 국가에게 이용 가능토록 한다

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해서는, IAEA는 기술 력 로그램을 작성하고 이

행할 수 있는 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IAEA의 기술 력 략은 성공 으로 수행되어 왔다. 기술 력 사업의 효

과 이고 효율 인 리는 회원국에게 명백한 성과를 도출하여 왔다. 기술

력사업이 기술선도 방식에서 회원국의 우선  요구에 극 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 변화됨에 따라 기술 력 사업의 리도 이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IAEA의 다른 메이  로그램과는 달리, 메이  로그램 6의 가용재원

은 거의 부분인 92%가 인 자원에 투입되고 있다. 기술 력 로그램이 

그 동안 활동 범 나 그 규모면에서 상당히 증가된 것에 비하여, 이를 리

하기 한 인 자원은 상 으로 정체되어 있었다. 로서, 1992년에서 

2003년 사이에 조달된 장비는 3,500만불에서 7,600만불로 100%가 증가하

다. 한 회원국은 109개국에서 137개국으로 26% 증가하 으며, 장학생 훈

련, 문가 견, 장비 구매량은 각각 84%, 194%, 167%씩 증가하 다. 반면

에 메이  로그램 6을 한 정규 인력은 8.9%만이 증가하 을 따름이다.

기술 력사업의 리를 한 2006～2007년 IAEA 로그램의 주요 이슈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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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개정된 기술 력 략은 해당 로그램의 성과 리를 한 새

롭고도 의욕 인 목표들을 설정하고 있다. 구체 으로는 새로운 재원조달 방

식에 의하여 25% 이상 재원을 확충하고, 매년 최소한 3개의 개발기구와 새

로운 트 십을 체결하고, 기술 력 사업을 통하여 회원국의 원자력 기 의 

10%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며, 기술 력사업을 회원국의 국가개발계획

에 충실히 포함되도록 하는 것 등이다.

한 원자력보안에 한 세계 인 심이 증 하면서, 메이  로그램 3

과 긴 히 력하여 회원국의 련 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 하

고 있다. 비록 원자력보안과 련된 활동은 주로 원자력보안기 (NSF : 

Nuclear Security Fund)이나 NTI(Nuclear Threat Initiative)와 같은 특별기여

에 의해 조달되고 있지만, 기술 력 사업의 조달방식이 범 하게 사용되

고 있다.

기술 력사업의 리와 련되는 2006～2007년 IAEA 로그램의 주요 

변경 방향  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메이  로그램 6은 최근 새로운 도 에 처할 수 있는 핵심 능력을 

강화하고 확충시켜야 한다. 이에 따른 변화는 크게 3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ⅰ) 통신, 트 십  기 확충, ii) 회원국 능력의 찰  한 이

용, iii) 로그램 리이다. 첫번째 항목과 련하여, 기술 력 로그램에 

의해 생된 이 에 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하여 외부와의 의사

소통 노력을 극 으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한 트 십과 자원의 동원 

체제를 체계 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항목과 련하여, 기술 력 

로젝트의 성과  향을 분석하는 능력을 개선하고, 남남 력

(South-South Cooperation)  개도국간의 기술 력(TCDC :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을 강화하기 한 새로운 기획안

과 양태(initiatives and modalities)를 효과 으로 시행할 수 있는 능력 개선

에 집 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항목은 로그램 리에 한 것이다. 기술

력 사업의 략에 설정된 다양한 목표와 증가하는 활동 그리고 차 증가

하게 될 수혜국의 규모를 감안하면, 기존의 로그램 활동과 조달 기능에 직

원이 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추가 인 인 자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술 력 로그램의 규모와 복잡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 하고 있지만, 

인  자원의 생산성 한 향상되어 왔다. 이러한 성과는 정보기술에 의한 해

결책을 더 많이 모색하고, 기획 활동을 해 직원들을 재배치함으로써 가능

할 수 있었다. OIOS(Office of Internet Oversight Services)를 용한 기술



- 68 -

력사업의 과정 검토(TC Process Review)를 고려할 때, re-engineering과 추가

인 기술정보 해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더 많은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

을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행 인 것도 있으며, 가용자원의 

최  배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망된다. 그러나 앞서 언 한 새롭고 강화된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는 추가 인 인 자원이 필요하다. 자원의 부족은 

TC 략의 목표 달성을 심각하게 하시키게 될 것이다.

7.  정책  일반 리

정책  일반 리를 한 2006～2007년 IAEA 로그램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탁월한 리를 추구하기 한 리더십이 차기 로그램 주기에서도 지속

될 것이다. 리더십은 통합된 문화(one-house culture)를 진하고 변화에 

응한 효과 인 리를 하여 필수 이며, 정책조정 그리고 회원국  국제

기구와의 교류는 필수 이다. 최고 수 의 법률 서비스에 한 요구도 증

하고 있으며, 이는 강화된 안 조치, 핵테러에 한 보호, 그리고 회원국이 

자국의 법률을 국제 약의 이행에 알맞게 정비하는 것과 련되어 있다.

성과 심 리 (result based management)기법의 도입에 따라 수반되는 

이득을 통합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 IAEA 로그램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결과물과 성과지표에 한 더욱 심화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해 성과평

가 방법이 더욱 합리화되어야 한다.

VIC(Vienna International Center)에서 시행되어야 할 보안강화 조치는 

모든 UN 본부 근무처에서 수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보안기 으로 최우선

의 요성을 갖는다. 이를 한 부분의 자본재는 2004～2005년 사이에 투

입되어야 하며, 일부는 이후에도 반복하여 투입되어야 한다.

IAEA는 업무연속 계획을 수립 에 있으며, 이 계획은 시험과정에서 

두되는 주요 결함이나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하여 갱신될 필요가 있다. 

한 핵심 업무 역에 한 비, 응, 복구를 한 세부 계획 수립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있다.

정책  일반 리와 련되는 2006～2007년 IAEA 로그램의 주요 변

경 방향  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AEA는 직원을 상으로 결과에 근거한 리기법에 한 체계 인 훈련

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이미 시행 인 과정에서 습득한 성과들을 통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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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2006～2007년 기간 에는 새로운 회의장과 석면 제거작업이 

오스트리아 정부의 후원으로 실시될 것이며, 사무실 공간의 합리화도 주요한 

과업이 될 것이다. 2002년에 IAEA는 직원 건강 서비스를 한 부채액을 

7,200만불로 산정한 바 있으며, 이를 2005년까지 9,600만불까지 증액시킬 

정이다. 이에 소요되는 산을 확보하기 하여 IAEA는 2가지 안을 고려

하고 있는 바, 회원국에게 직 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과 정규 산의 

범  내에서 진 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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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IAEA 공동연구 로그램 참여 확 를 한 사업 리 수행

제1   IAEA 공동연구 로그램 황  추이 분석

1.  IAEA 공동연구 로그램의 개

IAEA 공동연구 로그램은 동 기구 헌장 제3조의 ' 세계를 통하여 평화

 이용을 한 원자력 연구‧개발  실제  용을 진하고 원조한다'는 

임무를 이행하기 해 개발된 것이다. 동 사업의 목 은 과학  지식의 진보

를 진시키며, 특히 원자력 련 연구에 개도국들의 참여를 증 시키기 하

여 이를 지원하며 IAEA와 국가연구기  사이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IAEA가 지원하는 연구는 동 기구가 승인받은 로그램, 서 로그램  

로젝트 체제하에서 수행되며, 개 공통의 심이 있는 연구주제에 해 

개도국  선진국의 연구기 들이 력하도록 공동연구 로젝트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IAEA는 공동연구 로그램과 련되지 않은 개별 연구계약도 

수행함으로써 회원국의 연구기 들로부터의 제안에 극 으로 응하고 있

다. 이러한 가용재원의 은 개별 로젝트는 IAEA의 과학 로그램으로 지

원되고 있다.

IAEA는 한 계약자  약자간의 력을 구축함으로써 개도국 회원국

에서 원자력기술의 연구 증진을 강화하기 한 박사학  과정의 공동연구

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계약자가 근무하는  기 에서 수행하는 박

사과정 훈련 로그램이다. 재 3개 박사과정 공동연구 로그램이 보건의료 

로그램 하에 ⅰ) 방사성핵종 방법을 이용한 간암 리, II) AIDS 암환자의 

방사성치료 성과 개선, III) 여러 가지 양실조에 노출된 개도국 국민의 미

량 양소 상태 연구용 동 원소 기법 등을 해결하기 해 수행되고 있다.

IAEA 공동연구 로그램은 11개 IAEA 로그램17)과 이의 서 로그램

을 지원하기 해 수행되고 있으며, IAEA 공동연구 로그램에 의해 수행되

고 있는 IAEA 서 로그램의 목록은 부록 A와 같다. 

17) 로그램 A 원자력발 , 로그램 B 핵연료주기  재료 기술, 로그램 C 지
속 인 에 지 개발을 한 역량 강화  원자력 지식 보존, 로그램 D 원자
력과학, 로그램 E 식량  농업, 로그램 F 보건의료, 로그램 G 수자원, 

로그램 H 해양  육상 환경 보호, 로그램 I 물리  화학 인 용, 로
그램 J 원자력시설 안 , 로그램 K 방사선  수송 안 , 로그램 L 방사성
폐기물 리, 로그램 M 원자력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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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IAEA 공동연구 로그램의 구분

IAEA 공동연구 로그램은 IAEA로부터 일부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

계약(Research Contract)과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 약(Research 

Agreement)으로 구분된다.

연구계약의 경우 IAEA는 연구에 필요한 정 비율의 산을 지원하며 

연구계약자도 이와 동일한 수 의 연구비를 부담하는 공동연구비 부담 원칙

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IAEA를 통한 연구비는 통상 5,000달러의 범 에

서 지원되며 최고 10,000달러까지 지원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는 외 으로 IAEA의 필요에 의한 사업 참여인 경우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IAEA가 비용을 분담하는 연구계약은 기술 으로 한 내용의 신청서

를 제출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연구기반을 통하여 수행된다. 만일 연구결

과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경우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연

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황을 계약개시 9개월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보

고서는 계약종료 시 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최종 보고

서에 한 사항이 다시 체결된다. 연구 계약에 따른 연구비 지원은 2회에 걸

쳐 분할하여 지 되며, 그 지 시 은 계약체결 당시와 계약 종료시로 균등

분할 지 된다. 만일 연구 계약 종료 시 에서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과제 계약에 해서는 2차분의 연구비 지원을 보류하며, 연구결과가 제출된 

후 연구계약 차에 따라 연구비를 지원한다. 계약 갱신시에는 연구비의 

반을 계약 갱신 에 지 하며 나머지는 계약 완료시에 지 한다. 

연구 약의 경우 IAEA는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는 신에 연구계약과 동

일하게 주기 인 연구 조정회의의 참가경비를 지원한다. 연구 약은 IAEA가 

수행하려는 연구 분야에 보다 문 인 기술을 가진 국가의 연구기 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IAEA가 연구를 수행하고자 제안한 기간 동안은 동 약은 

지속 으로 수행되며 별도의 연구기간의 갱신은 없다.

동 로그램에 참여하는 과학자들의 모임인 연구조정회의는 진 사항을 

검토하고 다음 조사에 한 략 인 계획을 세우며 과제 수행동안 얻어진 

결과에 한 최종보고서를 비하기 해 략 매 12～18개월마다 개최되고 

있다. 동 회의의 참가 비용은 공동연구 로그램을 수행하는 IAEA 부서의 

산으로 처리된다.

  나. 참여기 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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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공동연구 로그램의 상기 은 소정의 차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를 

제안한 회원국의 학, 연구소, 실험실  기타 연구기 이다. IAEA는 정한 연

구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실질 으로 공헌할 수 있는 연구기 과의 계약

을 통하여 동 사업을 수행한다. 

IAEA 공동연구 로그램에 참여할 기 과 연구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 회원국의 연구기 이 IAEA에 연구개발을 제안한 경우 기구는 연구기 의 시

설  인력, 제안 과제와 련된 연구 활동, 특히 IAEA의 역할‧기능과 IAEA 

추진 로그램과의 련성을 세 히 고려함

○ IAEA의 추진사업이나 IAEA의 역할‧기능과 일치되는 분야의 연구계획을 신

청한 기 에서 연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단될 경우, 다음 사

항을 심사한 후 결정함

    - 기 의 가용 시설  인력

    - 사업과 련한 연구상황 등

○ 개도국 수행 연구사업에 우선권 부여

    - 로그램에 투입할 수 있는 산의 한계로 인하여 개도국의 연구기 으로 

부터 수한 연구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함

○ 지원 상 공동연구 로그램의 목 에 한 타당성

○ 제안된 연구계획의 과학 인 평가와 소정의 기간내 완료될 가능성

○ 연구 의 경쟁력과 필요한 실험실, 부지, 다른 기 에 있는 시설의 이용

가능성

○ 공동연구 로그램수행 자 의 수

산의 한계  효과 인 조정을 하여 공동연구 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참여기 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 한 한 국가에서 동일 과제에 하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련성이 높고 체계

인 신청이 IAEA로부터 항상 승인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는 IAEA

를 통한 연구조정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해 나가고 있다.

  다. 목 과 성과

IAEA 공동연구 로그램은 IAEA가 수행하는 로그램과의 조화를 이루

어야하며 우선 으로 IAEA의 체 인 임무에 해 기여해야만 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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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연구기 의 필요와 IAEA의 상호 이해가 있어야만 유익하게 활용되

며, IAEA가 수행하는 로그램의 보충 인 역할을 할 경우 시 지효과를 발

생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동 로그램은 회원국의 필요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는 IAEA 기술 력 사업을 상호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회원국들을 한 공동연구 로그램의 참가와 지식‧기술의 보 은 다음의 

사항들을 통해서 이 지고 있다.

○ 수직, 수평 인 력 증진을 통하여 기술습득  개발을 장려

○ 진보된 기술을 얻기 해서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문제에 한 새

로운 지식의 습득‧개발과 보다 폭넓은 이해와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회원국들이 자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동기를 부여하며, 그 게 

함으로써 원자력 기술과 생되어 발 된 지식과 기술을 이용 증진

  라. 연구의 유형 

IAEA 공동연구 로그램의 카테고리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없으므로 

실제로 상당히 복될 수 있다. 일반 으로 기 연구를 지원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조정된 연구 활동은 회원국의 과학자들과 기 이 차기 연구안건으로

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략 이며, 응용된 문제를 수반하는 고도의 

연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최종 이용자 는 최

종 수혜자가 채택하는 과정에서는 요한 응용연구가 종종 요구되어지나 복

잡한 제3자의 배치를 포함하여 잘 시도되고 시험된 기술의 이 에 을 

맞추는 연구기회도 있다. 

◦ 기 연구(Basic Research)

기 연구는 단기간 사회에 이익을  수 있는 기술 는 결과보다는 지

식 그 자체를 향상시키는 데 목 이 있다. 이런 유형의 연구는 연구에 직

으로 응용되는 것이 아니라 에서 언 했듯이 장기간 사회‧경제  혜택

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 략연구(Strategic Research)

향후 개발이 필요한 잠재 인 개념과 기술을 발 시키기 한 것으로 이

것은 과학 ‧기술 인 문제에 즉각  해결을 제공하기보다는 첨단 지식의 

도출에 있다. 따라서 유용한 결과의 도출은 5～10년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그 이후의 기간에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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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연구(Applied Research)

부분의 공동연구 로그램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직면한 목 에 한 

개선의 유무를 떠나 유용하게 응용되는지를 결정하는 략연구를 통해 얻어

진 기술과 개념을 평가하기 한 연구를 말한다. 이런 종류의 연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다른 곳에서 응용될 수 있어야 하며, 한 다른 부분으로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 응연구(Adaptive Research)

최종 수혜자의 필요에 따라 시험된 개념과 기술을 지역 인 상황에 합

하도록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용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부분 특정 국가 

는 특정지역에서 유용하므로 효과의 기회는 제한 이다.

  마. 결과의 활용

연구결과는 모든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 국제  IAEA의 출

물을 통해 배포되고 있다. 공동연구 활동은 공동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이 

IAEA 기술 력 로젝트의 질을 높이는 데 이용되기 때문에 동 로젝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일부 연구결과는 기술 력사업과 직 으로 련되

는 것이며 기술 력 로젝트의 성공 인 수행으로 이어지는 반면, 어떠한 기

술 력 로젝트는 공동연구 로그램에 포함되기도 한다. 한 공동연구 로

그램과 기술 력 로젝트가 동시에 수행될 수도 있다. 

IAEA로 제출된 연구 결과보고서는 동 기구에 귀속된다. 연구계약자는 

IAEA에 작권을 이양하여야 하며, 동 기구는 연구수행 결과  보고서를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연구 

계약자  수행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IAEA가 동 로젝트에 기여하 음을 언 하여야 한다. IAEA로부터 입수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것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IAEA 공동연구 로그램에 의하여 수행된 모든 연구결과는 세계 으로 

원자력의 평화  이용  개발을 하여 이용된다. IAEA  연구계약자는 

연구결과물의 발간에 력하여야 하며, 한 수단을 통하여 연구결과의 이

용을 제한할 수 있다. IAEA와 연구계약자  하나의 통제하에 모든 회원국들

이 연구 결과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나 제안

을 가하지 않는 범  내에서 특허  연구결과를 보호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IAEA와 연구계약자는 상기의 조건하에서 특허를 얻고자 하는 일방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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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특허 취득  연구결과 보호를 한 권리를 취득하는데 상호 조하여

야 하며, 이 경우 특허의 이용에 마찰을 피하기 하여 보조 약정을 체결한

다.

연구계약자는 연구계약 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이용과 련하여 반 인 

사항을 동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볼 

때 동 로그램에 참여한 연구계약자와 IAEA 회원국은 동 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특허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

할 목 으로 동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단순한 학술 인 차

원 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산업 인 이용 확 를 모색하는 방향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특정 연구개발을 목표로 동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면 한 검토가 필

요하며, 이미 기존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기술을 습득하는 수

으로 근하여야 할 것이다.

  바. 연구참여자의 역할

IAEA 공동연구 로그램의 참여자는 IAEA와 연구계약자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이들은 각각의 고유한 책임  의무를 가지고 있다. IAEA는 연구계약 

체결시 결정된 연구비의 반을 연구계약 시  혹은 연구착수 시 에서 지

불하며, 공동연구를 담당하는 IAEA 사무국 직원은 각각의 계약에 의하여 결

정된 연구내용에 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며, 공동연구 

완료시 에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 나머지 반의 연구

비를 지불할 책임을 갖고 있다.

연구계약자는 공동연구 로그램 수행을 하여 IAEA로부터 제공된 연구

비를 연구 수행에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변경시 즉시 IAEA에 통보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며 연구를 하

여 IAEA로부터 제공된 장비의 유지  안  리에 한 책임을 진다. 

2.  IAEA 공동연구 로그램의 추이 분석

IAEA 공동연구 로그램의 산은 '정규 산(Regular Fund)'과 '외부재원

(External Fund)'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규 산은 IAEA 기술부서가 수행하는 

사업에 공동연구 로그램를 한 산을 책정하여 제공하는 것이며, 외부재

원은 회원국이 해당 공동연구 로그램을 추진하기 한 산을 제공하는 것

으로 주로 Footnote a/ 자 18)  산외 특별기여(Extra-budg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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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최근 10년간 공동연구 로그램의 정규 산 추이

Contribution)를 통하여 지원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공동연구 로그램의 정규 산 추이를 살펴 보면 (그림 

4-1-1)과 같으며, 평균 7.34만불의 산이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CRP 약지원과 연구조정회의(RCM)을 지원하기 해 정규 산에서 

6,765,324불이 지출되었고, 추가 인 약  연구조정회의 지원을 해 

230,859불의 산외특별기여 이 사용되었다. <표 4-1-1>은 총 집행 액 

6,996,183불의 로그램별 집행 산을 요약한 것이다. 이의  추진 내용

은 식품‧농업 분야 2,652,082불(38%), 보건의료 분야 1,492,672불(21%), 핵데이

터‧연구로‧가속기 분야 682,078불(10%), 핵물리‧화학 분야 555,214불(8%)이

며, 체 사업 산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18) Footnote a/는 회원국이 개발도상국에 기술지원을 확 하고자 하기 하여 

IAEA에 일부 산을 우선 치하고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산을 지원

하는 것이다. 지원사업의 상에는 개도국으로의 문가 지원, 훈련생  과학자 

방문 수용지원, 공동연구 로그램의 수행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부분의 

Footnote a/ 사업은 IAEA가 각국에서 신청한 정규기술 력 사업 검토시 사업의 

수행 필요성은 인정되나 IAEA 정규기술 력 사업 자 (TCF)의 부족으로 이를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을 상으로 별도의 특별재정지원국(Donner Country)을 응

모하여 이들의 자발  기여 으로 추진하는 IAEA 기술 력 사업이다. 재정지원

국은 IAEA가 제시한 Footnote a/ 사업  외교  계, 사업의 성격, 자국의 지

원 능력, 향후 기 효과 등을 반 으로 단하여 지원 상국  사업을 선정하

고 문가 견, 기자재 제공, 기술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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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그  램
집 행 내 역

합  계
Contracts CRP Purchases RCMs Expneses

A Nuclear Power 88 500 0 136 947 225 447

B Nuclear Fuel Cycle and Material Technologies 71 500 0 94 841 166 341

C Capacity Building and Nuclear Knowledge 76 200 0 39 580 115 780

  Maintenance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D nuclear Science 423 950 716 257 412 682 078

 Major Programme 1 660 150 716 528 780 1 189 646

E food and Agriculture 2 089 093 1 208 561 781 2 652 082

F Human Health 1 269 413 11 497 211 762 1 492 672

G Water Resources 221 000 0 121 998 342 998

H Protection of the Marine and Terrestrial Environment 38 500 0 43 216 81 716

I Physical and Chemical Applications 325 000 13 368 216 846 555 214

  Major Programme 2 3 943 006 26 073 1 155 603 5 124 682

J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86 800 0 71 114 157 914

K Radiation and Transport Safety 75 000 0 30 315 105 315

L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94 000 0 142 867 236 867

M Nuclear Security 107 900 0 73 859 181 759

  Major Programme 3 363 700 0 318 155 681 855

합          계 4 966 856 26 789 2 002 538 6 999 183

Total Contract/CRP Awards 4 993 645

Total RCM Expenses 2 002 538

 Total Expenditures 6 996 183

<표 4-1-1> 2004년 로그램별 집행 내역

(단  :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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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2004년 CRP 로그램별 집행 내역

(그림 4-1-3) 최근 10년간 공동연구 로그램 계약건수 추이

한 2004년 IAEA의 로그램별 CRP의 산을 살펴 보면 (그림 4-1-2)

과 같다.

지난 10년간 최근 10년간 공동연구 로그램 계약건수 추이를 살펴 보면 

(그림 4-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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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2004년말 수행 인 주요 로그램별 약  계약건수

(그림 4-1-5) 2004년 수행 CRP 사업  연구조정회의

2004년 IAEA는 1,680건의 연구 약  계약을 지원하 다. 이  95%는 

133개의 수행 인 CRP 참여이며 나머지 5%는 개별 로젝트이다. 이러한 

CRP 지원을 해 77건의 연구조정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02,538불이 연구

조정회의 지원을 해 지출되었다. (그림 4-1-4)는 이러한 약  계약의 주

요 로그램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4-1-5)는 2004년에 개최된 CRP

의 로그램  연구조정회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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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최근 10년간 공동연구 로그램 건수  RCM 개최 추이

최근 10년간 공동연구 로그램 건수  RCM 개최 추이를 살펴 보면 (그

림 4-1-6)과 같다.

한편, 공동연구 로그램의 연구비를 지역별로 살펴 보면 <표 4-1-2>와 같

다. 개발도상국이나 경제여건이 어려운 국가가 분포된 지역은 연구 약보다

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산을 IAEA가 지원하는 연구계약의 형태로 참여하

고 있는 반면, 북미 지역의 경우 주로 연구 약으로 참여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구 분 동남아시아 아 리카 북미 서유럽 동유럽 서아시아 남미 합계

1996~2000 8,461,642  3,550,813  686,750 2,581,800 5,415,092  655,629 5,027,173 26,378,899

2001 1,520,496  565,173  128,600  434,140  823,270  174,700  940,550 4,586,929

2002 1,526,182  534,900  111,000  367,800  967,710  170,000  910,630 4,588,222

2003 1,491,950  536,312  217,750  438,800 1,085,732  169,000  954,280 4,893,824

2004 1,735,300  623,200  123,000  298,300 1,081,200  203,270  902,586 4,966,856

합계 14,735,570 5,810,398 1,267,100 4,120,840 9,373,004 1,372,599 8,735,219 45,414,730

(%) (32.5) (13) (3) (9) (20.5) (3) (19) (100)

<표 4-1-2> 최근 10년간 IAEA 연구비 수원 지역별 비교

                                                         (단  :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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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2004년 IAEA 연구비 수원 지역별 비교

2004년 IAEA 공동연구 로그램 연구비를 지역별 살펴보면 (그림 4-1-7)

과 같다.

IAEA 사무국은 차기년도에 신규로 수행할 공동연구 로그램에 회원국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매년 말에 신청 안내 서한을 발송하고 있다. 과제제안서는 

원자력과학‧응용부 연구행정섹션(Research Administration Section)에서 수

를 담당하며, 연구행정섹션은 제안된 연구과제를 해당 기술부서의 기술담당

에게 송부한다. IAEA 사무국 기술부서의 해당 연구 로그램 기술담당 은 

제안된 과제를 평가19)하여 참여할 회원국 연구기 을 선정함으로써 로그

램을 착수한다. 이 후 종료 까지 매년 제출되는 연구경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연구계약의 갱신 여부를 단하며, 과제 종료시 최종보고서를 토 로 

IAEA 기술보고서(TECDOC)를 발간하는 등 제반 연구 리와 함께 매년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평가 후 승인된 경우 연구계약‧ 약의 서명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되며, 

동 서류에는 공동연구 로그램의 구분번호, 업무의 범 , IAEA의 책무, 연구

로그램의 수행 기술담당 을 알려 주게 된다. 연구책임자는 서류에 언 된 

사항을 고려하여 체결 여부를 단하며, 체결시 연구책임자는 서명후 IAEA 

사무국의 연구행정과로 송부함으로써 계약의 차가 완료된다.

19) 평가의 기 으로 연구기 의 시설‧인력, IAEA가 수행하는 연구활동의 목 에 

부합하는가의 여부, IAEA가 수행하는 로그램과의 련성 등을 고려한 후 선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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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 구 계 약 연 구  약 합      계

신 청 수 락 신 청 수 락 신 청 수 락
수락률

(%)

1993~1999 10,416  6,228  3,531  3,311 13,947  9,539 68

2000  1,259    818    224    153   1,483    971 67

2001  1,201    790   170   142  1,371   932 68

2002  1,126    805   238    198  1,364  1,003 73

2003  1,081    766    161    117  1,242   883 71

2004  1,096    819   148    123  1,244    942 76

합계 16,179 10,226  4,472  4,044 20,651 14,270    69.1

<표 4-1-3> IAEA 공동연구 로그램 따른 수락률(1993～2004년간 통계)

<표 4-1-3>은 1993～2004년 동안 회원국으로부터의 연구 제안에 따른 수

락률을 나타낸 것이다. 연구계약과 연구 약의 평균 수락률은 약 68%로 연

구계약의 경우 60%이며, 연구 약의 경우 94%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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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우리나라 참여 황  미참여 로그램 분석

2004년 12월말 재 수행되고 있는 IAEA 공동연구 로그램은 연구계약

이 1,024건, 연구 약이 496건으로 총 1,520건20)에 달하고 있다. 이 에서 우

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56건으로 그간 과학기술부의 극 인 지원 

결과, 참여건수로 볼 때 세계 5 21)를 차지하는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5년 11월말 재 IAEA는 <표 4-2-1>과 같이 127개 공동연구 로그램

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우리나라는 45개 로그램22)에 참여하고 있다. 이

의 국내 참여 기 을 살펴보면, 가톨릭 학교, 건국 학교, 경북 학교, 서울

학교, 제주 학교, 농 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작물과학원, 식품의약품안

청,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한국

력공사 력연구원, 한국 력기술(주),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환경기술

원, EB테크(주) 등 16개 기 이 있다. 

향후 IAEA 공동연구 로그램의 국내 참여를 보다 효율 으로 꾀하려면, 

재 참여하고 있지 않는 77개 로그램에 한 국내 문가의 선정과 참여 

유도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하여 련 학회 해당 문 분과를 통하여 참

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를 들어 축산물 생산시스템 련 IAEA 공동연구 로그램  국내 미참

여 로그램인 ‘소규모 낙농시스템 향상을 한 통합  근(D3.10.23 : 

Integrated approach for improving small scale market oriented dairy 

systems)’, ‘가축생산성 향상을 한 반추  분자생물학 기법의 개발  이용

(D3.10.24 : Development and use of rumen molecular techniques for 

predicting and enhancing livestock productivity)’, ’Cryptamosomosis의 제

어와 박멸을 한 진단  모니터링에서 PCR 는 PCR-ELISA 방법의 개발, 

검증  표 화(D3.20.21 : Developing, validating and standardising 

methodologies for the use of PCR and PCR-ELISA in the diagnosis and 

20) 출처 : IAEA CRP 2004년 연보, 2005년 5월 발간

21) IAEA 참여건수 상  순 는 미국(120), 인도(96), 국(82), 러시아(66), 한국(56), 
라질(56)이며, 이하의 순 는 국(55), 독일(50), 알르헨티아(49), 랑스(37), 

호주(35), 헝가리(32), 키스탄(52), 터키(32), 체코(31), 일본(31), 폴란드(31), 남
아공(31), 태국(31) 등이다.

22) 2005년 11월말 재 우리나라는 연구계약 형태로 17개 사업, 연구 약 형태로 
33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참여하고 있는 45개의 로그램에는 동
일 로그램에 해 국내 문가 2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5개 로그램이 포
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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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of control and eradication programmes for trypanosomosis)‘ 등

에 하여 국내 유  학회와 연구기 의 참여를 극 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3)

한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련 IAEA 공동연구 로그램  국내 미참여 

분야는 ‘원  데이터처리기술  수화학 부식제어를 한 진단(T1.20.14 : 

Data processing technologies and diagnostics for water chemistry and 

corrosion control in nuclear power plants(DAWAC))’, ‘연구로 알루미늄 피

복  사용후핵연료의 수  부식(T1.30.10 : Corrosion of research reactor 

aluminium-clad spent fuel in water(Phase II))’ 등이다.

따라서 각 분야별 IAEA 공동연구 로그램 미참여 과제를 조사하고 이에 

하여 본 국제 력기반조성사업을 통해 지속 으로 국내 참여를 극 으

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23) 본 과제의 일환으로 2005년 11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개최된 ‘방사선조사의 
이해와 응용 세미나’에서 상기 미참여 분야의 국내 참여 증진을 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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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

착수년도
사업

종료 정
한국 

참여기

D12008 
Selection for greater agronomic water-use 
efficiency in wheat and rice using carbon 
isotope discrimination

2003.11.01 2008.10.31 

D15007 
Integrated soil, water and nutrient 
management for sustainable rice-wheat 
cropping systems in Asia

2001.10.01 2006.10.31 

D15008 
Assess the effectiveness of soil conservation 
techniques for sustainable watershed 
management using fallout radionuclides

2002.11.01 2007.12.31 

D15009 Integrated soil, water and nutrient 
management in conservation agriculture 2004.12.01 2009.11.30 

D23023 
Improvement of tropical and subtropical fruit 
trees through induced mutations and 
biotechnology

2000.08.01 2005.11.30 

D23024 
Physical mapping technologies for the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mutated 
genes contributing to crop quality

2002.09.02 2007.12.31 

D23025 
Pyramiding of mutated genes contributing to 
crop quality and resistance to stress affecting 
quality

2004.07.01 2009.06.30 작물과학원(C)

D23026 
Identification and pyramiding of mutated 
genes: novel approaches for improving crop 
tolerance to salinity and drought

2004.12.01 2009.11.30 

D23027 
Molecular tools for quality improvement in 
vegetatively propagated crops including 
banana and cassava

2005.05.01 2010.04.30 

D24011 Effects of mutagenic agents on the DNA 
sequence in plants 2003.09.15 2008.09.14 

작물과학원(C)
서울 (C)

D31023 Integrated approach for improving small scale 
market oriented dairy systems 2001.11.01 2006.12.31 

D31024 
Development and use of rumen molecular 
techniques for predicting and enhancing 
livestock productivity

2003.11.15 2009.11.14 

D31025 
Gene-based technologies in livestock breeding: 
Characterization of small ruminant genetic 
resources in Asia

2004.12.01 2009.11.30 

D32021 

Developing, validating and standardising 
methodologies for the use of PCR and 
PCR-ELISA in the diagnosis and monitoring 
of control and eradication programmes for 
trypanosomosis

2000.11.15 2006.02.28 

D32022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the effective 
monitoring of veterinary drug residues in 
livestock and livestock products in developing 
countries

2002.01.01 2006.12.31 제주 (C)

D32023 Veterinary surveillance of Rift Valley Fever 2005.05.01 2010.04.30 

D41018 Improvement of codling moth SIT to 
facilitate expansion of field application 2002.05.01 2007.04.30 

D41019 Molecular technologi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IT 2003.06.12 2008.06.11 

D41020 Improving sterile male performance in fruit 
fly SIT programmes 2004.07.01 2009.06.30 

D41021 
Development of mass rearing for New World 
(Anastrepha) and Asian (Bactrocera) fruit fly 
pest in support of SIT

2004.11.15 2009.11.14 

D42009 Enabling technologies for the expansion of 
SIT for old and new world screwworm 2001.08.01 2007.03.31 

<표 4-2-1> IAEA 공동연구 로그램 황  우리나라 참여 사업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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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

착수년도
사업

종료 정
한국 

참여기

D42010 
Improved and harmonized quality control for 
expanded tsetse production, sterilization and 
field application

2003.06.12 2008.06.11 

D43002 
Evaluating the use of nuclear techniques for 
the colonization and production of natural 
enemies of agricultural insect pests

1999.08.01 2005.05.31 

D54003 Quality control of pesticide products 2000.12.01 2005.12.31 
농업과학
기술원(C)

D55001 
The classification of soil systems on the basis 
of transfer factors of radionuclides from soil 
to reference plants

1998.11.01 2004.06.30 

D61022 
Use of irradiation to ensure hygienic quality 
of fresh, pre-cut fruits and vegetables and 
other minimally processed food of plant 
origin

2001.04.01 2005.08.31 

D61023 
Testing the efficiency and uncertainty of 
sample processing for analysis of food 
contaminants

2002.04.01 2007.12.31 

D62007 Irradiation to ensure the safety and quality 
of prepared meals 2002.01.01 2006.02.28 KAERI(C)

E13019 
Doctoral CRP on Management of liver 
cancer using radionuclide methods with 
special emphasis on trans-arterial 
radioconjugate therapy and internal dosimetry

2000.09.01 2005.12.31 

E13022 
Harmonization of radionuclide procedures and 
protocols in the management of neonatal 
hydronephrosis

2001.08.01 2005.12.31 

E13023 
Radiopharmaceutical imaging to predict and 
evaluate the response of breast cancer to 
neoadjuvant chemotherapy

2001.08.01 2005.11.30 

E13024 
Improvement in the treatment of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 by the 
detection of minimal residual disease (MRD)

2002.10.24 2006.12.31 

E13025 Nitrate augmented myocardial imaging for 
assessment of myocardial viability 2002.09.01 2005.12.31 

E13026 Comparative evaluation of 
radiopharmaceuticals for radiosynovectomy 2002.10.15 2005.12.31 서울 (C)

E13027 Role of radionuclide techniques in the 
diagnosis of early dementia 2003.07.01 2008.06.30 가톨릭 (C)

E13028 
Standardisation and quality control of 
in-house prepared radiopharmaceuticals for 
nuclear oncology

2004.06.01 2008.05.31 

E13029 
Evaluation of a single utilization of 
pulmonary perfusion scintigraphy in patients 
with suspected pulmonary embolism

2004.09.01 2007.08.31 

E13030 
Development and quality control of hospital 
prepared radiopharmaceuticals for infection 
imaging for use in HIV/AIDS positive 
patients

2004.11.15 2007.11.14 

E15019 
Improved accuracy of molecular and 
immunological markers for prediction of 
efficacy of antimalarial drugs

2005.06.15 2009.06.14 

E21005 Harmonization of quality practices for 
nuclear medicine radioactivity measurements 2004.12.15 2008.12.14 

식품의약품
안 청(A)

E21006 
Test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de of 
practice for dosimetry in X-ray diagnostic 
radiology

2005.11.15 2007.11.14 

E24012 
Development of TLD-based quality audits for 
radiotherapy dosimetry in non-reference 
conditions

2001.12.15 2007.02.28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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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

착수년도
사업

종료 정
한국 

참여기

E24013 
Development of procedures for quality 
assurance for dosimetry calculations in 
radiotherapy

2004.04.01 2008.03.31 

E24014 Development of procedures for in vivo 
dosimetry in radiotherapy 2004.12.15 2007.12.14 

E33018 
Aspects of radiobiology applicable in clinical 
radiotherapy - Increase of the number of 
fractions per week

1998.09.15 2006.05.31 

E33021 
The role of teletherapy (TT) supplementary to 
intraluminal high dose rate (ILHDR) 
brachytherapy (BT) in the palliation of 
advanced oesophageal cancer

2002.09.01 2006.08.31 

E33022 
Doctoral CRP on clin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to improve radiotherapy outcome in 
AIDS cancer patients

2003.06.15 2009.06.14 

E33023 Resource sparing treatment of head and neck 
cancer 2003.09.15 2009.09.15 

E33024 Radiobiological and clinical study on 
viral-induced cancers response to radiotherapy 2004.08.01 2010.07.31 국립암센터(A)

E33025 Resource sparing curative treatment in breast 
cancer 2005.10.01 2011.09.30 

E41013 
Use of nuclear and related analytical 
techniques in studying human exposure to 
toxic elements consumed through foodstuffs 
contaminated by industrial activities

2001.12.15 2005.12.31 

E41014 
Exposure to toxic and potentially toxic 
elements in women of childbearing age in 
developing countries

2005.07.01 2008.06.30 

E43013 

Doctoral CRP on Isotopic and complementary 
tools for the study of micronutrient status 
and interactions in developing country 
populations exposed to multiple nutritional 
deficiencies

2001.12.15 2005.12.31 

E43014 

Application of isotopic and nuclear techniques 
in the study of nutrition-pollution 
interactions and their impact on the 
nutritional status of human subjects in 
developing country populations

2001.12.15 2005.12.31 

E43015 
The application of isotopic and nuclear 
techniques in studies related to intrauterine 
growth restriction (IUGR) issues in 
populations from developing countries

2003.09.15 2007.09.14 

E43016 
Assessment of total energy expenditure and 
body composition for older adult subjects 
with different lifestyles

2003.11.01 2007.10.31 

E43017 
Assessment of nutrients uptake from 
biofortified crops in populations from 
developing countries

2005.07.01 2008.06.30 

E43018 Zinc nutrition during early life 2005.09.15 2008.09.14 

F11010 
Development of distance learning (DL) 
modules on troubleshooting of nuclear 
instruments

2001.11.01 2005.02.14 

F12015 Development of improved sources and 
imaging systems for neutron radiography 2003.03.15 2006.03.14 

F12016 Ion beam modification of insulators 2004.08.01 2008.07.31 

F12017 Development of new techniques and 
applications of accelerator mass spectrometry 2004.12.15 2008.12.14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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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

착수년도
사업

종료 정
한국 

참여기

F12018 
Development of harmonized QA/AC 
procedures for maintenance and repair of 
nuclear instruments

2005.09.15 2008.09.14 

F12019 
Development of nuclear microprobe techniques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individual 
microparticles

2005.07.01 2008.06.30 

F13009 Dense magnetized plasmas 2001.12.15 2007.04.30 KAERI(A)

F13010 Joint research using small tokamaks 2004.09.01 2008.08.31 

F21009 Industrial process gamma tomography 2003.03.15 2006.03.14 KAERI(C)

F21010 Validation of tracers and software for 
inter-well investigations 2004.07.01 2008.06.30 

F22037 Comparative laboratory evaluation of 
therapeutic radiopharmaceuticals 2002.08.01 2005.10.31 KAERI(A)

F22038 Development of 99mTc based small bio 
molecules using novel 99mTc cores 2003.03.15 2006.03.14 

F22039 Controlling of degradation effects in radiation 
processing of polymers 2003.11.15 2006.11.30 KAERI(A)

F22040 Development of generator technologies for 
therapeutic radionuclides 2004.07.01 2008.06.30 KAERI(A)

F22041 Improved high current liquid and gas targets 
for cyclotron produced radioisotopes 

원자력의학원
(C)

F23021 New applications of prompt gamma neutron 
activation analysis (PGNAA) 2002.09.01 2005.12.31 KAERI(A)

F23022 Remediation of polluted waters and 
wastewater by radiation processing 2002.05.01 2006.04.30 EB테크(주)(A)

F23023 Applications of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to investigate the authenticity of art objects 2004.11.15 2008.11.14 

F23024 Electron beam treatment of organic pollutants 
contained in gaseous streams 2004.12.15 2008.12.14 건국 (C)

F32003 Design criteria for a network to monitor 
isotope compositions of runoff in large rivers 2002.04.01 2008.03.31 

F33013 
Application of isotopes to the assessment of 
pollutant behaviour in the unsaturated zone 
for groundwater protection

2000.12.15 2005.12.14 

F33014 
Nuclear and isotopic techniques for the 
characterization of 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 (SGD) in coastal zones

2002.08.01 2006.07.31 

F33015 Isotopic age and composition of streamflow as 
indicators of groundwater sustainability 2004.07.01 2010.06.30 

F34010 
Isotope methods for the study of water and 
carbon cycle dynamics in the atmosphere and 
biosphere

2004.11.15 2008.11.14 

F41019 Improvement of the standard neutron cross 
sections for light elements 2002.04.01 2006.06.30 KAERI(C)

F41020 Evaluated nuclear data for the 
Thorium-Uranium fuel cycle 2002.11.01 2005.12.31 

F41021 Nuclear data for production of therapeutic 
radionuclides 2002.12.01 2006.12.31 서울 (A)

F41022 
Parameters for calculation of nuclear 
reactions of relevance to non-energy nuclear 
applications

2003.03.15 2006.12.31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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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

착수년도
사업

종료 정
한국 

참여기

F41023 Development of a reference database for ion 
beam analysis 2005.07.01 2008.06.30 

F42005 Reference database for neutron activation 
analysis 2005.07.01 2008.06.30 

F42006 Updated decay data library for actinides 2005.09.15 2008.09.14 

F43013 Tritium inventory in fusion reactors 2002.08.01 2006.11.30 

F43014 Atomic and molecular data for plasma 
modelling 2005.06.15 2009.06.14 

G41003 
Radiochemical, chemical and physical 
characterisation of radioactive particles in the 
environment

2000.12.01 2007.12.31 

I14004 
Cost effectiveness of nuclear power compared 
to CO2 capture and sequestration from fossil 
fuel power plants

2002.05.15 2006.05.31 KAERI(A)

I21018 
Master curve approach to monitor the 
fracture toughness of reactor pressure vessel 
in nuclear power plants

2005.03.01 2008.12.31 KAERI(A)

I21019 
Review and benchmark of calculation methods 
for structural integrity assessment of reactor 
pressure vessels during pressurized thermal 
shocks

2005.09.15 2008.12.31 
한국원자력

안 기술원(A)

I25001 Small reactors without on-site refuelling 2004.12.01 2008.12.31 

I31012 Evaluation of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performance 1997.11.01 2006.12.31 KAERI(A)

I31013 
Conservation and application of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HTGR) 
technology: Advances in HTGR fuel 
technology development

2000.11.01 2008.12.31 KAERI(A)

I31014 
Natural circulation phenomena, modelling 
and reliability of passive systems that utilize 
natural circulation

2004.03.01 2008.02.29 KAERI(A)

I32004 
Studies of innovative reactor technology 
options for effective incineration of radioactive 
waste

2001.12.15 2005.12.31 KAERI(A)

I32005 
Updated codes and methods to reduce the 
calculational uncertainties of the LMFR 
reactivity effects

1999.10.01 2006.05.31 KAERI(A)

I32006 
Analytical and Experimental Benchmark 
Analyses of Accelerator Driven Systems 
(ADS)

2005.10.01 2010.09.30 

I33010 Intercomparison of techniques for pressure 
tube inspection and diagnostics 1998.12.15 2005.12.31 

력연구원(C)
KAERI(A)

I35002 
Economic research on, and assessment of, 
selected nuclear desalination projects and case 
studies

2001.12.15 2006.12.31 KAERI(C)

J13009 Accident severity during air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1998.06.01 2005.09.30 

J17007 
Avoidance of unnecessary dose to patients 
while transitioning from analogue to digital 
radiology

2002.11.15 2006.12.31 

J17008 
Evaluate quantitatively and promote patient 
dose reduction approaches in interventional 
radiology

2002.11.15 2006.02.28 

J17009 Dose reduction in computed tomography 
(CT) while maintaining diagnostic confidence 2002.11.15 2006.02.28 

(계 속)



- 90 -

로젝트
코드

사  업  명
사업

착수년도
사업

종료 정
한국 

참여기

J41005 Safety significance of near field earthquakes 2002.07.01 2005.12.31 
한국 력기술(주)(C)

한국원자력
안 기술원(C)

J42004 
Assessment of the interfaces between 
neutronic, thermal-hydraulic, structural and 
radiological aspects in accident analyses

2002.12.01 2005.11.30 

J71010 
Safety significance of postulated initiating 
events for different research reactor types and 
assessment of analytical tools

2002.09.01 2006.08.31 KAERI(A)

J72004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of nuclear 
facilities in relation to external events 2005.10.01 2009.09.30 

J91006 
Application of safety assessment 
methodologies for near surface waste disposal 
facilities (ASAM)

2002.08.27 2005.12.31 
한수원NETEC

(A)

K41008 
Nuclear applications to determine 
bioaccumulation parameters and processes 
used for establishing coastal zone monitoring 
and management criteria

2002.12.15 2005.12.14 경북 (A)

K41009 Nuclear and isotopic studies of the El Nio 
phenomenon in the ocean 2004.03.01 2009.02.28 

M22006 
Improvement of technical measures to detect 
and respond to illicit trafficking of nuclear 
material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2003.03.15 2006.03.14 KAERI(A)

T12014 
Data processing technologies and diagnostics 
for water chemistry and corrosion control in 
nuclear power plants (DAWAC)

2001.03.01 2006.03.31 

T12015 Improvement on the models used for fuel 
behaviour simulation (FUMEX II) 2002.09.01 2005.12.31 KAERI(A)

T12017 Delayed hydride cracking (DHC) of 
zirconium alloy fuel cladding 2005.03.01 2009.12.31 KAERI(A)

T12018 
Developing techniques for small scale 
indigenous Molybdenum 99 production using 
Low Enriched Uranium (LEU) fission or 
neutron activation

2005.09.15 2009.09.14 KAERI(A)

T13010 Corrosion of research reactor aluminium-clad 
spent fuel in water (Phase II) 2002.03.15 2006.03.14 

T13011 
Study of process-losses in separation 
processes in Partitioning and Transmutation 
(P&T) systems in view of minimizing long 
term environmental impacts

2003.09.01 2008.09.30 KAERI(A)

T13012 Spent fuel performance assessment and 
research (SPAR II) 2004.12.01 2009.12.31 KAERI(A)

T21022 
Characterization and performance studies and 
demonstration in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ies of swelling clays as engineered 
barriers of geological repositories

2004.03.01 2008.02.29 KAERI(C)

T21023 
New development and improvements in 
processing of "problematic" radioactive waste 
streams

2003.03.15 2007.03.14 
한수원(NETEC)(A)

KAERI(A)

T21024 
The use of numerical models in support of 
site characterization and performance 
assessment studies of geologic repositories

2005.10.01 2010.09.30 KAERI(A)

T24006 Disposal aspects of low and intermediate 
level decommissioning waste 2002.09.01 2006.08.31 한수원NETEC(A)

T24007 Innovative and adaptive technologies in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2004.05.01 2009.04.30 KAERI(A)(2)



- 91 -

제3  참여 확 를 한 사업 리 체계 구축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IAEA와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자료

의 리가 각 기 이 수행하는 연구에 하여 해당 기 만이 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종합 인 리를 통한 정보의 활용이 무한 실정이므로 이의 체

계  리  활용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동 연구를 수행하기 이

까지 각 연구책임자가 개별 으로 IAEA와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

었으므로 체계 인 리와 이를 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 

IAEA 공동연구 로그램의 참여활성화를 해서 IAEA 공동연구를 담하여 

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어 왔으며, 특히 신규 참여를 

확 하기 해서 련 행정지원 수행을 수행할 수 있는 담기 의 필요성

이 요청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선 수행 인 과제에 한 연구과제의 선정시

부터 연구개발의  단계에 걸쳐 반 으로 리하고, 향후 공동 활용을 

하여 종합 인 리 체계를 구축하 다. IAEA 공동연구 로그램 리  추

진 체계 구축을 한 기본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과학기술부는 IAEA 공동연구 로그램의 효율  추진  리를 해 한

국원자력연구소를 사업수행 기 으로 지정·운 하 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각 기 의 연구책임자들이 IAEA 공동연구 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무 업무를 효율 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 과학기술부는 IAEA 공동연구 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IAEA 공동연구 로그램 수행 기 과의 유기 인 조체제의 구축

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하여 각 원자력기 간 IAEA 공

동연구 로그램에 한 행정 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와의 

력을 해 연례회의24) 등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AEA 공동연구 로그램의 효율 인 추진과 리를 해 사업수행 기

으로 지정·운 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소는 ⅰ) IAEA 공동연구 로그램 

수행시 수반되는 실무업무를 수행하며, ⅱ) IAEA 공동연구 로그램 선정을 

지원‧ 리하기 한 체계를 구축하며, ⅲ) IAEA와의 공식 연락 창구의 역할

을 수행하며, ⅳ) 공동연구 로그램의 이행 상황을 검하고 공동연구의 결

24) 이와 함께 공동연구 로그램의 효율  수행과 신규참여 증진 방안을 도출하기 

한 세미나를 2000년 3월 28일, 2001년 2월 2일 각각 개최한 바 있으며, 이의 

발표 요약은 부록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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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우리나라 연구기 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

다.

신규 과제  재 수행되고 있는 IAEA 공동연구 로그램을 종합 으로 

지원‧ 리하기 한 체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4-3-1)과 같으며, 이는 공

동연구 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부 
원자력 력과 ① IAEA 

공동연구 로그램
신청서 제출

② 신청서

  수
신청서 리 

 제반 조치
수행 요청

⑥ 결과 통보

⑦ 연구 수행

⑧ 과제수행 
간보고서  
결과보고서

IAEA 

④ IAEA 
과제검토 

(수행여부) 
수행

IAEA측에 IAEA 
국제공동연구 로그

램 신청서 송부

⑨ 과제수행 
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수‧ 리

 ⑩ 간‧ 
결과보고서 
검토(차기년
도 수행여부 

결정)

⑪ 과제 수행연장
여부 결정후 갱신

연장요청
통보

②～⑩까지는 
동일한 순으로 추진됨

IAEA 공동연구 로그램
연구기

한국원자력연구소

③ 신청서 검토
 리
검토

⑤ 검토 결과 
수

(그림 4-3-1) IAEA 공동연구 로그램 리  추진 체계



- 93 -

제4  원자력 련 기  홈페이지와 학회를 통한 참여 증진

본 연구 연구과제 하에 한국원자력연구소가 'IAEA 공동연구 로그램 활

성화를 한 담 실무수행기 ’으로 지정되었다. 동 연구 과제 수행 이 까

지 과학기술부가 배포해 오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공동연구 로그램 신

청안내서'를 동 연구소 주 으로 원자력 련 정부, 연구기 , 산업체, 학 

등에 배포하여 IAEA 공동연구 로그램의 신규 참여를 극 으로 수행하

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부 홈페이지는 물론, 국내 주요 학, 원자력 련 학

회  연구기 의  공지사항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 인 참여를 꾀할 수 있

었다.25) 특히 공동연구 로그램 참여 확 를 한 설명회, 우수사례 발표  

워크샵을 개최하여 신규참여를 극 화하는 노력을 개하 다.

동 공동연구 로그램 신청안내서는 IAEA로부터 차기년도에 수행될 연구

과제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안내 책자를 작성하여 이를 2005년 4월에 1,000부

를 배포하 다. 아울러 원자력 련 학회 학술발표회, 심포지움 개최시 동 신

청안내서를 배포함으로써 실질 인 신규 참여 효과의 극 화를 꾀하 다. 동 

신청안내서는 IAEA 공동연구 로그램의 기본 원칙, 일반 조건, 연구지원 

상 분야  재 수행 인 IAEA 공동연구과제 등을 안내하기 하여 작성

되며, 한 연구 계약  약의 작성 방법을 기술하여 제공하는 동시에 

IAEA 공동연구 로그램의 수행에 따른 이 과 효과를 리 알림으로써 참

여를 증진시키기 한 것이다.

본 과제 수행 기간  국내 학회에서 IAEA 분야별 로그램 황  향

후 망에 하여 발표하거나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보다 효율 으로 신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개하 다.

앞으로 IAEA 공동연구 로그램의 국내 참여를 체계 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 메일링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과 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2005. 4. 21) : 266회 조회, 한국원자력학회 홈페
이지 공지사항 (2005. 4. 18) : 186회 조회, 한핵의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2005. 4. 21) : 189회 조회, 한방사선기술학회 홈페이지 ‘학회자료실’ (2005. 4. 
14) : 142회 조회, 한국원자력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2005. 4. 15) : 680회 조
회 총 1,463회 조회(상기 기 , 단체 이외의 국내 학, 연구소, 학회 홈페이지 
게시 건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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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한 신규신청 안내

(그림 4-4-2) 한국원자력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한 신규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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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 한핵의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한 신규신청 안내

(그림 4-4-4) 한방사선기술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한 신규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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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한국원자력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한 신규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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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IAEA 로그램 신규 참여 증진  효율  수행 방안

제1  IAEA 공동연구 로그램 참여의 이

국내 원자력 련 연구기 이 IAEA 로그램에 더욱 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로 참여하려는 연구책임자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 

수행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IAEA 공동연구 참여시 이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인 공동의 문제에 해 상호 력  처를 들 수 있다. 구

체 인 장 은 i) 국제  코드‧표 의 제정과 같은 국제 공동문제에 한 상

호 력  처, ii) 새로운 연구 분야에 한 차기 연구 로그램의 공동 도

출  공동연구 과제 개발, iii) 안 성 평가기술의 실증과 같이 개별 국가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에 하여 국제 공동작업에 의한 평가를 수

행함으로써 인허가 등 실증의  효과를 얻음, iv) 자체 으로 수행한 평가

결과의 객 인 검토와 이의 평가방법에 한 국제  컨센서스 형성 가능

성 등이다.

둘째, 시험  성격의 연구 참여를 통한 연구범  확장  신기술의 용

을 들 수 있다. 구체 인 장 은 i) 국제 공동연구 참여에 따라 연구 범 와 

시각의 확 , ii) 선진국에서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의 성공여

부에 계없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이다.

셋째, 연구 수 의 국제화  국가 상 제고를 들 수 있다. 구체 인 장

은 i) 해당 분야에서 세계 인 연구진과 자료․기술의 교환․공유를 통해 

첨단 기법의 획득과 취약 분야의 보완, ii) 연구실의 국제 수  유지, 국내 연

구의 상 검증, 국내 기술 제고, 국제학술논문 발표 증 , 인  분야의 고도 

기술 악, iii) 연구 재료․결과, 최신 정보, 기술 경험, 데이터의 공유 등 향

후 폭넓은 국제 기술 교류를 한 기반 구축, iv) 정보 공유를 통한 참여국 

간의 양자 력 기반 구축  상호 신뢰도 증진, v) 국제기구 주  공동연구 

참여에 따른 국내 기술․연구기 의 외 홍보 효과  국가 상 제고 등

이다.

넷째, 폭넓은 기술․정보 교류  최신 기술 근성을 들 수 있다. 구체

인 장 은 i) 해당 분야의 세계 인 문가와 3～5년간 함께 참여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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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연구진의 상호 방문, 문가 활용, IAEA 훈련생 수용 등 인  교류 확

, ii) 연 1회 개최되는 연구조정회의 참석을 통해서 기술 인 문제 과 

황 등을 충분히 악할 수 있으며, 세계 유수기 의 데이터 수집이 용이함, 

iii) 각국의 데이터 비교, 연구실간 상호 검정시험 등의 참여를 통해 정보 

근 용이, 기술 자문, 기술 공유 기회 확 , iv) 참여하고 있는 로그램과 

련되는 연구 안들에 한 의견 교환이 용이하며, 유사 연구 분야의 문가

와 최신 정보  기술경험에 한 주기 인 상호 력, 교류  인맥 형성의 

기회 제공 등이다.

다섯째, 연구의 효율성 제고  국내 연구 수행 시 자문 역할 기 를 들 

수 있다. 구체 인 장 은 i) 참여 연구진 사이에 연구 정보  재료의 상호 

교환을 통해 연구의 효율성 제고, ii) 참여하고 있는 많은 문가들로부터 손

쉽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 로젝트 수행 의 문제 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구 방향, 결과 등에 한 참여 문가

의 의견을 반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이다.

여섯째, IAEA 문가들과의 계 유지를 통한 기술 력 활동 확 를 들 

수 있다. 구체 인 장 은 i) 참여 로젝트의 IAEA 담당 과 긴 한 계를 

유지, ii) 이를 통해 IAEA 해당 부서 소 의 로그램과 기술 력 사업에 참

여하는 기회 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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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신규참여 증진  효율  수행 방안

1.  신규 참여 확  방안

앞서 언 한 IAEA 공동연구 참여시 이 을 배경으로 신규 참여를 증진

시키기 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차원의 극 인 노력 개를 들 수 있다. 구체 인 방안은 i) 

국내 연구과제 수행 시 련 분야의 IAEA 공동연구의 참여를 극 유도하

고 이에 따른 평가 반  등의 지원, ii) IAEA 한국 표부와 소  정부 부처

의 체계 인 정보 입수, iii) IAEA에서 주 하는 워크샵  훈련과정의 극

인 참여 유도  국내 유치 확 , iv) 과학기술부 국제 력사업의 일환으로 

IAEA 로그램 참여 증진을 한 체계 인 리  지원 등이다.

둘째, IAEA 공동연구 총 부서  기술담당 과의 력 강화를 들 수 있

다. 구체 인 방안은 i) IAEA 기술담당 과의 계 유지  을 통해 신

규사업 제안 단계부터 이에 참여함으로써 주도 인 역할 수행, ii) 연구 분야 

 특정 주제 기획의 사  인지  한 응모 비 기간 확보, iii) 신규 

참여 가능 분야  가용 재원 련 정보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입수함으로써 

참여 증진, iv) IAEA의 기술담당 은 2～3개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므로 이에 

한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여 국내 해당 분야의 정 연구진에게 이를 달

함으로써 참여 증진 등이다.

셋째, 신규과제의 극 인 제안을 들 수 있다. 구체 인 방안은 i) 국내 

개발이 필요한 기술 항목이 있을 경우 IAEA가 매년 개최하는 기술회의에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26), ii) 신규 과제 개발 시 이에 극 참여함으로써 기

획 단계에서부터 상 참여국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 개, iii) IAEA의 

해당분야 실무자와 긴 한 을 통해 심 분야의 신규사업 추진의 극

인 제안 등이다.

넷째, 극 인 국제학술 활동을 통한 인지도의 제고를 들 수 있다. 구체

인 방안은 i)  논문 기고, 국제학회 참석  논문 발표 등을 통해 국내 연

구진의 외 인지도 제고, ii) IAEA 주  기술회의에 극 인 참여로 국제

인 인지도를 확보하고 연구 활동 역을 확 함으로서 신규 참여  추가 

선정 기회 확  등이다.

26) 방사선 온열 병합 치료 연구의 경우는 일본 연구진이 IAEA에 요청하여 이루어
진 것임.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IAEA에 한 연구 요청을 보다 극 추진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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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공동연구 안내 다양화를 들 수 있다. 구체 인 방안은 i) IAEA 

공동연구의 국내 참여 연구책임자간 워크샵, 세미나 등을 개최함으로써 효율

인 참여  신규 참여증진 방안 도출, ii) 국내 원자력 련 홈페이지에 공

동연구 내용을 수시로 알리고 이의 내용을 정기 으로 갱신, iii) 국내 연구

기 의 담당 부서에게 IAEA 로그램의 특성  활용 방안을 극 으로 

홍보, iv) 국내 원자력 련학회 문 원회를 최 한 활용, v) 원자력 련 

학회, 연구회 등의 행사 개최 시 공동연구의 개념  참여 의의를 리 알림

으로써 신규 참여 유도  등이다.

여섯째, 신규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로그램의 성격 숙지를 들 수 있

다. 구체 인 방안은 i) 연구 약(Research Agreement)의 소정 신청 양식은 

단 2쪽이므로 별지에 연구책임자의 연구실 , 주요 논문, 이력서, 특히 추진 

인 련 분야의 국내 수행연구 과제 내용 등을 첨부하여 제출, ii) 매년 

IAEA 사무국이 제시하는 신규사업 분야에 합한 제목이 없을 경우 유사 

내용이나 연구 상으로 극 인 제안, iii) 연구특성상 최  제안내용은 기

본 틀의 범주 내에서 약간의 방향 수정이 가능하므로 신규 진입의 부담을 

크게 가질 필요가 없음, iv) 재계약 체결 시 연차 연구보고서는 3～10쪽 분량

의 요약 제출로 평가되므로 이의 작성에 부담을 갖고 신규 참여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음, v) 연구책임자 1인이 2개 이상의 공동연구 참여가 가능

하므로 추가로 다른 공동연구 과제의 참여를 신규 신청할 수 있음, vi) 신규

사업 신청을 동일 연구  소속의 연구원 명의로 2～3건 신청 가능, vii) 동일 

공동연구에 1개국 2개 연구기 의 참여가 가능하므로 연구소와 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viii) IAEA가 제안한 신규 사업의 제목에 'in 

Korea'를 붙여 동일 제목 하에 우리나라의 사례 신청 등이다.

2.  효율 인 연구 수행 방안

IAEA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원자력 련 연구기 이 보다 효

율 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연구 수행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연구개발 정책 수립  과제 지원을 들 수 있다. 구체 인 방

안은 i) 보다 장기 인 참여 확 를 해서는 IAEA 장기 로그램에 의거

하여 국내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우선순 의 분야를 선정하여 참여 극 화 

도모, ii) IAEA 공동연구 참여시 효과 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해서는 

소요 산과 인력 측면에서 국내 연구책임자가 이와 련되는 연구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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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수 임, iii)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가 신청하는 

과제에 해서는 IAEA측의 연구비 지원이 다소 조한 실정이므로 정부 차

원의 연구비 지원 신청에 우선순 를 부여하고 평가에 반 , iv) 과학기술부 

국제 력사업의 일환으로 IAEA 로그램 참여 증진을 한 과제를 지속

으로 추진함으로써 극 인 홍보와 체계 인 리, v) 연구 참여  수행을 

한 행정  차에서 연구책임자 소속기 의 한 조를 받을 수 있도

록 지원, vi) IAEA 연구조정회의  련 행사의 국내 유치를 진할 수 있

도록 극 인 행정 편의 제공  지원 등이다.

둘째, 신규 로그램 개발에 능동  참여  아국 주도사업 확 를 들 수 

있다. 구체 인 방안은 i) 장기  안목에서 아국 주도사업 발굴을 하여 

IAEA 공동연구에 한 국내 참여 강 ․취약 분야 분석을 통한 략 수립, 

ii) 국내 개발이 필요한 기술 항목이 있을 때는 보다 능동 으로 참여할 필요

가 있음, iii) 신규 공동연구 추진 시 IAEA 주  기술회의에서 의제로 채택

하여 참가국의 사  동의를 얻는 비가 필수 이므로 이에 극 참여, iv) 

기존 연구 로그램 진행  참여 1개국의 새로운 제안으로 신규 사업 구성 

시 기존 참여국 일부를 선정하여 신규사업 추진, v) 취약 연구 분야를 선정

하여 몇 개국의 문가가 제안함으로써 신규 로그램을 구성할 수도 있으

므로 향후 우리나라 주도로 이를 극 활용 등이다.

셋째, 극 인 과제 개발  자료 공유 노력을 들 수 있다. 구체 인 방

안은 i) 막 한 경비가 소요되는 형 시험은 벤치마크용으로 1～2개국에서 

수행하고 이에 한 시험결과를 IAEA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여 효과 인 기술개발을 이룰 수 있으므로 극 으로 참여, ii) 국내

에서 우수한 시험결과를 가진 경우 IAEA에 다른 국가와 이를 공유할 수 있

음을 알리고 IAEA 공동연구를 능동 으로 주도 등이다.

넷째, 분야별 문가 그룹 결성  워크샵․세미나 정례화를 들 수 있다. 

구체 인 방안은 i) 유사한 연구 분야의 연구자간 워크샵  외부 문가 청 

세미나 개최함으로써 상호 력 증진, ii) 신규참여 확   효율  수행을 

한 워크샵․세미나를 지역별로 매년 정례화하여 개최하고 이의 참석 범 를 

확  등이다.

다섯째, 국제회의 참여․유치 확 를 들 수 있다. 구체 인 방안은 i) 

IAEA 주  기술회의  각종 로그램에 극 인 참여  우수 연구 결과

들을 발표하여 한국의 상 제고 노력, ii) 연구조정회의 주 을 통해 국내 

연구진의 인지도 제고  연구 역량 강화, iii) IAEA 주  각종 국제회의,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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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과정 등의 극 인 국내 유치를 통하여 국내 련 연구원이 옵서버로서 

참가 기회 제공, IAEA 담당 과 력체계 강화, 각국 문가의 국내 체류 

기간  국내 연구 수행을 한 문가 활용 효과 도모 등이다.

여섯째, 계약 갱신을 한 의무 이행을 들 수 있다. 구체 인 방안은 i) 

연구계약의 경우 재계약 여부는 연구진도 보고서에 좌우되므로 보다 구체

으로 작성하고,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 ii) 연구 약의 경우도 연구조정회의 

참석 시 국가보고서의 발표에 만 을 기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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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건의사항

과거 과학기술부가 IAEA 공동연구 참여 증진을 해 원자력국제 력기

반조성사업으로 추진해 온 지원 은 참여과제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신규 참

여 확 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신규 참여 증진을 효과 으로 달성

하기 한 략으로는, 기 참여 공동연구  추가 참여 가능 분야 도출과 함

께 미 참여 공동연구  신규 참여 가능 분야를 조사․분석하여 국내 정 

문가의 참여를 극 으로 모색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원자력 련 학회를 통해 동 로그램 참여시 이 을 리 알림

으로써 동 로그램의 신규 참여에 한 국내 연구진의 심을 효율 으로 

고취시킬 수 있다. 아울러 추가  신규 참여가 가능한 분야에 한 정 

문가의 선정을 해서는 원자력 련 학회의 문 분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신규과제에의 참여를 장려하기 해서는 우선 련연구가 국내에서 수행

되고 있거나 신규 과제화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규 과제화를 한 

제반 지원, 즉 매칭 펀드가 아닌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산, 행정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신규 과제의 발굴은 기존 과제가 종료될 즈음이면 기존 과제의 종료에 

이어서 수행할 수 있는 유사 과제를 만들려는 태동이 일반 이다. 따라서 

IAEA 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 에 비가 필요하나, 행 PBS의 

체제 하에서는 시간과 산을 할애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 략 이외에 본 연구에서 제안된 IAEA 공동연구 참여시 장

 분석과 신규참여 확   효율  운 을 한 구체 인 방안은 신규로 

참여하려는 연구책임자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연구 수행의 지침으

로 활용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신규 참여 신청 시 이의 수락률을 제고시

킬 것으로 단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략과 방안이 향후 국제공동연구의 증진  

효율 인 추진을 한 원자력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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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 반 개 요

1. 연구사업 지원근거

   ◦ 국제원자력기구(IAEA) 헌장 제3조의 “ 세계를 통하여 평화  

이용을 한 원자력 연구개발  실제  용을 장려‧지원한

다”는 방침에 의거하여 회원국의 원자력 연구활동 지원

2. 상기

   ◦ IAEA 로그램과 일치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한 회원국의 

학, 연구소, 실험실(농업, 의학, 산업)  기타 연구기

       - 정한 연구인력․시설을 갖추고 있는 회원국의 연구 기

   ◦ IAEA 로그램에 실질 으로 공헌할 수 있는 연구사업 지원

3. 연구비 지원규모  부담원칙

   가. 연구계약(research contract)

       ◦ IAEA에서는 총 연구개발비의 정 비율을 제공

       ◦ IAEA는 회원국의 연구계약 수행자가 제안한 연구과제에 

하여 총 연구비  정 비율을 연구계약 수행자와 분담

       ◦ IAEA에서는 1개 연구계약에 하여 통상 연간 5,000불 

지원27)

          - 특별한 경우 5000불/년 이상의 연구비 지원도 가능함

27) 연구계약(Research Contract) 소정양식 ‘8. Budget’의 총 산은 25,000불 이상으
로 계상하고, 이  IAEA가 지원할 수 있는 최  요율인 총 산의 20% 이하

    ◦ 총 산이 25,000불인 경우 5,000불 요청, 그러나 총 산이 이보다 커도 5,000
불 과 지원요청은 불가함

   ◦ 한편, 우리가 제공하는 총 산의 80% 부분은 IAEA와 무 하게 우리의 연구펀드가 자체

으로 비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할 뿐 IAEA에 이를 증명하거나 송 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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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참여 기 은 인력, 시설 등을 In-Kind 형태로 지원

       ◦ IAEA는 연구계약 수행자에 해 주기 인 연구조정회의

(RCM)의 참가경비 지원

          - 항공료, 체재비 액 지원

   나. 연구 약(research agreement)

       ◦ 연구비 지원 없음

       ◦ 연구 약이 체결된 경우 IAEA는 연구 수행자에게 주기

인 연구조정회의 참가경비 지원

4. 연구지원  상기  선정기

   ◦ 회원국의 연구기 에서 IAEA에 특정 연구개발을 제안한 경우 

IAEA는 연구기 의 시설  인력, 제안과제와 련된 연구 활

동 등 제반 조건, 특히 IAEA의 역할‧기능  IAEA 로그램

과의 련성을 세 히 고려한 후 연구사업(계약 는 약)을 

체결함

   ◦ IAEA의 추진사업이나 IAEA의 역할  기능과 일치되는 분야

의 연구계획을 신청한 기 에서 동 연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단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검토‧심사한 후 결

정

       - 기 의 가용시설  인력

       - 사업과 련한 연구상황 등

   ◦ 개도국 수행 연구사업에 우선권 부여

       - 로그램에 투입할 수 있는 산의 한계로 인하여 개도국의 

연구기 으로부터 수한 연구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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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 방법  기간

1. 신청방법

   ◦ 각 기 에서 IAEA 소정양식의 연구계약( 약) 신청서를 작성, 
총 기 인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제출

       -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수된 신청서를 취합하여 과학기술부
의 검토를 거쳐 IAEA에 신청

   ◦ IAEA는 이를 심사한 후 연구사업 수행자의 소속 기 장에게 
연구사업을 한 계서류(계약서) 직  송부, 기 장의 계약
체결 서명 요청

       - 각 기 장은 동 계약서에 서명한 후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원
본 2부, 사본 1부 총 3부 송부

       -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서명 완료된 연구사업계약서를 과학기
술부에 통보한 후 IAEA에 제출

   ◦ IAEA 연구계약  약 신청양식 : 동 안내서 첨부물 참조 

(이메일 : kpkim@kaeri.re.kr)

2. 신청서 수처

      우편번호 : 305-353 

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
기구 (IAEA) 국제공동연구 로그램 (CRP)의 참여 증진  기
술 력의 효율화 방안’ 과제책임자 

김경표 책임연구원 (이메일 : kpkim@kaeri.re.kr)

3. 신청마감 

   ◦ 2005년 4월말 수분 IAEA 사무국에 1차 제출

   ◦ 2005년 5월  수분 2차 제출, 이후 3차분 제출 정

      ※ IAEA 제출기한 : 2005년 5월, 조기 마감 망

4. 기타사항

   ◦ IAEA의 연구 계약서 혹은 약서에 서명한 후(계약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서 사본 1부를 한국원자력연구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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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계약 일반조건

1. 계약‧ 약 기간 

   ◦ 연구계약의 경우 통상 1년마다 과제수행 결과를 평가한 후 재

계약

   ◦ 연구 약의 경우 IAEA가 제안한 과제의 수행기간까지 약 

체결

2. 연구보고서

   ◦ 계약기간 종료시 에서 최종보고서를 IAEA에 제출

   ◦ 연구 약의 경우 연구수행자는 각각의 IAEA 연구조정회의에 

보고서를 제출

   ◦ 계약 갱신의 경우

       - 계약 최종기간말에 최종보고서 제출

       - 매년 계약갱신신청서(request for renewal of research 

contract) 와 함께 경과보고서(progress report)를 제출

3. 연구계약시 자 지  조건 

   ◦ 자 지불 일시는 계약 상시 결정

   ◦ 자 은 으로 지

       - IAEA가 계약자를 신하여 장비지   기타 비용을 지불

할 경우 그 총 액에서 동 비용을 제외한 액을 지 함

   ◦ 자 지 은 연구계약 체결시와 계약 종료시로 2회 균등분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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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갱신시 자 의 반을 계약 갱신 에 지 , 나머지는 완료

시 지

   ◦ 계약에 의하여 계약자 신에 IAEA가 장비를 구입하여 제공

한 경우 연구계약 체결시 일시불로 지

   ◦ 자  지 시 60%까지 회원국의 화폐로 지  가능

 

4. 연구결과 발간  작권

   ◦ 연구결과는 하고 효과 인 방법으로 공개

   ◦ 작권은 계약시 명시 

   ◦ 연구 수행자는 연구보고서 발간시 IAEA가 동 연구사업에 지

원하 음을 명기하여야 함

   ◦ 각 연구계약의 2번째 혹은 최종 자  지 은 수행 연구의 진

행보고서 혹은 경과보고서를 IAEA가 수하여 이를 평가한 

후 지 함

5. 장비구입

   ◦ 연구기 은 연구에 필요한 기기를 IAEA 자 으로 직  구입 

가능(IAEA에서 동 업무 행 가능)

      - IAEA는 연구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장비 구입을 행할 수 

있음

6. 기타조건

   ◦ 연구 수행  발생되는 사고 등 불이익에 해 IAEA는 책임지

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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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청서 작성시 주의 사항

1. 신청서 작성방법

   ◦ IAEA는 제안서의 평가  산지원 지연을 야기시키는 실수

를 피하기 하여 아래의 기 에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해  

것을 요청함

- 연구계약서 양식(Research Contract Proposal Form(N-17/ 

Rev. 6)) 혹은 연구 약서 양식(Proposal for Research 

Agreement Form (N-20/ Rev. 2))으로 작성할 것28)

- Page 9의 서명란에 주  연구책임자의 서명  연구기 장

의 서명을 득한 후 제안서 원본을 송부할 것

- 연구제안서는 어로 작성할 것

- Fax로 송부된 연구제안서는 수하지 않음

- Page 1, box 1 란에 연구기 명  주소를 정확히 기재할 것

- Pare 1, box 3A 제안한 연구과제 분야를 명기할 것29)

2. IAEA 공동연구 로그램 문의

   ◦ 과학기술부 원자력 력과 IAEA 담당  

       - 화 : (02) 2110-3652

       - Fax. : (02) 504-6152

   ◦ 한국원자력연구소 IAEA 국제공동연구 로그램 과제책임자 

       - 화 : (042) 868-2741 김경표 책임연구원

       - Fax. : (042) 862-8465

       - E-mail : kpkim@kaeri.re.kr

28) 신청서 양식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한 E-mail 요청시 (kpkim@kaeri.re.kr) 일 송부 회신

29) IAEA의 신속한 평가  과제수행을 하여 IAEA내 어느 부서가 수행할 것인지, 공
동연구사업(CRP)이 어느 분야에 해당되는지를 명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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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05년도 지원 상 연구과제

1. 일 반

   ◦ IAEA 목 에 부합하는 공동연구 로그램에 하여 우선 으

로 산 지원을 통한 과제 수행 

   ◦ 극히 외 인 경우로 IAEA 주요 로그램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분야의 공동연구 로그램 제안에 해서도 재정지원 가

능

   ◦ 별첨 목록은 2005년도 IAEA로부터의 수한 산 지원 가능

분야  연구과제임 

- 2005년도 신청서 작성시 지원 상 신규과제를 심으로 신청

- 동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도 신청이 가능함

2. 2005년도 IAEA 지원 상 신규과제 (35개 로젝트)30)31)

가. NUCLEAR POWER

1)   Nuclear Power Plant Operating Performance and Life Cycle 

Management (1개 로젝트)

ꠂ  Master curve approach to monitor the fracture toughness of 

reactor pressure vessel in nuclear power plants (I2.10.18)

2)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Nuclear Technologies (1개 

로젝트)

ꠂ  Small reactors without on-site fuelling (I2.50.01)

3)  Technology Developments and Applications for Advanced 

30) (  )안의 숫자는 응모 과제수임

31) 구체 인 신규응모 분야는 본 책자 ‘VI. 참고자료 1. IAEA 연구사업 신청안내 
공문’에 공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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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ors (2개 로젝트)

ꠂ Analytical and experimental benchmark analyses of accelerator 

driven systems (ADS)(I3.20.06)

ꠂ Analyses of and lessons learned from the operational experience 

with fast reactor equipment and systems (I3.20.07)

나. NUCLEAR FUEL CYCLE AND MATERIALS 

TECHNOLOGIES

1)  Nuclear Fuel Performance and Technology (1개 로젝트)

ꠂ Delayed hydride cracking (DHC) of zirconium alloy fuel 

cladding (CAURB)

2)  Management of Spent Fuel from Power Reactors (1개 로젝트)

ꠂ Spent fuel performance assessment and research (SPAR-II) 

(T1.30.12)

3)  Topical Nuclear Fuel Cycle Issues and Information Systems 

(2개 로젝트)

ꠂ Comparative assessments of the performance of various 

thorium-based reactor and fuel cycle concepts  

ꠂ Analysis of material flows for advanced and innovative reactors 

and fuel cycles (CAURB)

다. CAPACITY BUILDING AND KNOWLEDGE 

MAINTENANCE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1)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1개 로젝트)

ꠂ Comparative analysis of methods and tools for nuclear 

knowledge preservation

라. NUCLEA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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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earch Reactors (1개 로젝트)

ꠂ Developing techniques for small scale indigenous molybdenum 

99 production using LEU fission or neutron activation

2)  Utilization of Accelerators and Instrumentation (4개 로젝트)

ꠂ Ion beam modification of insulators (F1.20.16)

ꠂ Development of new techniques and applications of accelerator 

mass spectrometry (F1.20.17)

ꠂ Development of nuclear microprobe techniques for the total 

quantitative analysis of microscopic structures 

ꠂ Development of harmonized QA/AC procedures for 

maintenance and repair of nuclear instruments (F1.20.18)

마. FOOD AND AGRICULTURE

1)  Sustainable Intensification of Crop Production Systems (1개 

로젝트)

ꠂ Molecular tools for quality improvement in vegetatively 

propagated crops including banana and cassava (D2.30.27)

2)  Sustainable Intensification of Livestock Production Systems 

(2개 로젝트)

ꠂ Gene-based technologies in livestock breeding: characterization 

of small ruminant genetic resources in Asia (D3.10.25)

ꠂ Veterinary Surveillance of Rift Valley Fever

바. HUMAN HEALTH

1)  Nuclear Medicine (3개 로젝트)

ꠂ Development and quality control of in-house prepared 

radiopharmaceuticals for infection imaging for use in 

HIV/AIDS positive patients (E1.30.30)

ꠂ Improved accuracy of molecular and immunological marker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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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of efficacy of antimalarial drugs (E1.50.19)

ꠂ Development of standardised mass rearing systems for male 

anopheles mosquitoes (D4.20.11)

2)  Applied Radiation Biology and Radiotherapy (2개 로젝트)

ꠂ Radiobiological and clinical study on viral-induced cancers 

response to radiotherapy (E3.30.24)

ꠂ Investigation of resource sparing external beam radiotherapy 

and brachytherapy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3)  Dosimetry and Medical Radiation Physics (2개 로젝트)

ꠂ Harmonization of quality practices for nuclear medicine 

radioactivity measurements (E2.10.05)

ꠂ Test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de of practice for 

dosimetry in X-Ray diagnostic radiology 

4)  Nutrition and Effects of Contaminants on Human Health (5개 

로젝트)

ꠂ Assessment of micronutrients bioavailability from biofortified 

crops in populations from developing countries (E4.30.17)

ꠂ Zinc homeostasis in breastfed infants 

ꠂ Stable isotope technique to assess nutritional status in people 

living with HIV/AIDS 

ꠂ Assessing and monitoring obesity among children using 

nuclear and isotopic techniques 

ꠂ Exposure to toxic and potentially toxic elements in women of 

childbearing age in developing countries (E4.10.14)

사.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1)  Engineering Safety of Existing Nuclear Installations and Site 

Evaluation (2개 로젝트)

ꠂ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of nuclear facilities in rel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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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events (J7.20.04)

ꠂ Losses of pre-stressing in nuclear structures

2)  Safety of Fuel Cycle Installations (2개 로젝트)

ꠂ Characterization and performance studies and demonstration in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ies of swelling clays as 

engineered barriers of geological repositories (T2.10.22)

ꠂ Development of safety indicators for fuel cycle facilities

아. RADIATION AND TRANSPORT SAFETY

1)  Occupational Radiation Protection (1개 로젝트)

ꠂ Activity concentrations in workplaces processing material with 

enhanced levels of naturally occurring radionuclides

자.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1)  Technologies for Disposabl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1개 로젝트)

ꠂ The Use of numerical models in support of site characterization 

and performance assessment studies of geologic repositories 

◎ 연구분야별 수행과제의 세부 내용은 첨부한 IAEA 문서  “Ⅲ. 

Agency Co-ordinated Research Projects in relation to which 

Research may be Supported”를 참조





부록 B.1. IAEA CRP 신규 신청 공문

부록 B.2. IAEA CRP 신청서 양식

  가. Proposal for Research Agreement

  나. Research Contract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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