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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면수 98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원자력연구개발 분야 실무협의체 운  활성화로 

원자력핵심기반기술 분야의 한․중 공동연구센터 설립기반 조성

 2. 연구결과

◦실무협의체 운 활성화를 위해 양국간 협력의제의 개발 및 기존 협력의제 진행 

상황 점검, 실무협의체 활동결과의 보고 등 수행

◦기술 및 인력교류 활성화로 공동연구센터 설립기반 조성을 위해 핵심기반기술 

분야별 공동세미나 및 전무가 교류와 연구시설 공동이용 기반 구축을 추진, 

결과적으로 2004년 4월 베이징에서 한․중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또한 중국 CARR 운전원을 한국의 HANARO에서 훈련시키는 성과를 보임

○ 핵심기반 분야별 공동연구센터 타당성을 평가함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중국과의 실질적인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하며,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운 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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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한ㆍ중 원자력핵심기반기술 공동연구센터 설립기반 조성 연구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2000년 11월 개최된 한ㆍ중 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 양국 대표는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을 위하여 산하에 5개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합의한 이후 양국

간 원자력핵심기술 분야의 협력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간 기술협력

을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공동 목표를 빠른 시일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자력핵심기반기술 분야의 기술별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원자력연구개발그룹(B 그룹) 실무협의

체의 운 을 통하여 한․중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

로 한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원자력연구개발 분야 

실무협의체 운  활성화로 원자력핵심기반 기술 분야의 한․중 공동연구센

터 설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며, 다음을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 한ㆍ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원자력연구개발 그룹 실무협의체 운  활

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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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및 인력 교류 활성화로 공동연구센터 설립 기반 조성

- 핵심기반기술 분야별 공동연구센터 구축 타당성 평가

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연구내용별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ㆍ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원자력연구개발(B 의제) 그룹 실무협의

체 운 활성화 

2004년도에는 B-그룹은 10개 의제 (2003년도 8개 의제)를 운 하 으

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생산기술개발 사

업으로서 2004년 4월 베이징에서 한․중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 설

립 및 2차례의 운 위원회 개최

- 2004년 2월 16-20일 한국과 중국은 CARR 운전원 훈련과정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하 으며, 2004년 8월 KAERI에서 제1차 

CARR 운전원 훈련과정을 실시

- 2004년 9월에 한국과 중국은 제2차 훈련과정도 2005년 KAERI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함.

- 양측은 원자력학생교류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한․중 공동위원회의 실무그룹의 하나로 공동조정그룹(JCG; Joint 

Coordinator Group)이 구성되도록 제안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하기로 함.

(2) 기술 및 인력교류 활성화로 공동연구센터 설립기반 조성  

의제별 공동세미나 및 전문가 교류가 활발하 으며, 그 주요 성과는 다

음과 같다.

- 2003년 12월 15-16일, 중국 INET의 Xu, Yuanhui 교수를 초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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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소생산을 위한 공동연구센터 설립과 운 에 관해 협의

- 한ㆍ중 열수력 공동세미나 개최 (2003년 10월 27-28일, 중국 NPIC)

- KAERI에서 열린 제4차 OECD/NEA 대용량가속기 이용 및 안정성에 

관한 국제워크숍에 CIAE의 Dr. Xia Haihong을 비롯한 6명이 참석

- 2004년 8월 중순 CAEP 부소장 (Wei Yan Zhang) 과 SIOM의 소장 

(Jian Qiang Zhu)을 초청하여 한국의 핵융합 연구의 방향 설정을 위

한 워크숍을 개최

(3) 핵심기반기술 분야별 공동연구센터 타당성 평가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 한국 강점 기술분야는 동북아 R&D 허브 구축 차원에서 접근하고, 

연구로의 중성자이용 분야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여 양국이 그 필

요성에 대해 공동인식하 으며, 향후 충분한 토의를 거치기로 함.

- 양국 유사한 기술수준 분야는 기술개발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접근

하여 공동연구센터의 설립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양국이 그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전망됨.

- 선진기술 습득 차원에서 접근한 중국 강점 기술 분야는 고온가스로

를 이용한 수소생산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4) 활용 건의

본 연구결과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협력기반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에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한ㆍ중 원자력공동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의 효율

적 운 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한․중간 핵심기술 분야 공동연구

센터 설립을 통해 중국 진출의 거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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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A Study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R&D Collaboration Center 

for Nuclear Fundamental Core Technologies Development between Korea 

and China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Since the "ROK-PRC Joint Committee on Nuclear Energy"(JCNE) 

agreed on establishment of five working groups under the Committee in 

October 2000, practical cooperation for developing jointly nuclear core 

technologies has been achieved. It was necessary that the establishment 

of R&D collaboration centers for nuclear fundamental core technologies 

should be promoted to achieve reciprocally common goal on these 

technologies more efficiently.  This study, therefore, aimed at constructing 

an infra to establish effectively the R&D collaboration centers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operating the "Working Group of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WGSRD, B Group).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an infra to establish 

effectively the R&D collaboration centers for nuclear fundamental core 

technologies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operating active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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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Group of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WGSRD, B 

Group). The conten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To activate the operation of the WGASRD;

- To construct an infra for R&D collaboration centers through 

promotion of active exchanges of technological informations and 

experts;

-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establishment of R&D collaboration 

centers for nuclear fundamental core technologies.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ctivation of WGASRD Operation 

WGASRD operated 10 cooperative projects in 2004 (8 projects in 

2003), and outcomes of the operation were as follows;

- The Korea-China Joint R&D Center for Nuclear Hydrogen 

Technology was established in Beijing in April 2004 to promote 

the VHTR development activity of both sides practically and two 

steering committees were hold in 2004;

- The 1st training course on KAERI's experience of HANARO for 

CARR's staffs was carried out in August 2004 under the mutual 

consent to details of the training program on Feb. 16-20, 2004;

- Both sides agreed that the 2nd training course would be provided 

by KAERI in Sep. 2004; 

- Both sid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Academic Manpower Interchange Program be very 

important. Both sides proposed that JGC( Joint Coordinator Group) 

be appointed as one of working groups of the Joi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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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t would be hold regular meetings.

(2) Construction of an infra for R&D collaboration centers   

Each cooperative project of WGASRD had the active exchange of 

technological infromation and experts, and its major outcomes were as 

follows;

- On Dec. 15-16, 2003, Professor Xu, Yuanhi of INET was invited 

for discussing the establishment of Joint R&D Center for Nuclear 

Hydrogen Technology;

- Korea-China Joint Workshop on Thermal-Hydraulic Models was 

hold at NPIC on Oct. 27-28, 2003;

- Six experts including Dr. Xia Haihong of CIAE wer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4th OECD/NEA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Utilization and reliability of High Power Proton Accelerators hold 

in KAERI site;

- KAERI invited Mr. Wei Yan Zhang, Vice President of CAEP, and 

Mr. Jian Qiang Zhu, President of SIOM, to held the Workshop on 

the R&D directions of Thermonuclear Fusion in Korea.

(3) Assessment of the Feasibility of R&D Collaboration Centers 

for Nuclear Fundamental Core Technologies 

In order to construct an infra for establishing reciprocally the Joint 

R&D center(JRC),  the followings were carried out;

- In the R&D fields which Korea side had more excellent infra such 

as research reactor utilization, it is required that Establishment of 

JRC should be approached to contribute to construct a far-eastern 

Asia nuclear R&D hub of Korea;

- China and Korea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Joint R&D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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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neutron application should be beneficial, and continued further 

discussion on it;

- While the establishment of JRCs for R&D fields that showed a 

similar technological level in both sides might be more possible to 

enhance the R&D effectiveness to both sides, both sides did not 

share their efficiency and efficacy;

- The establishment of JRC for Nuclear Hydrogen Technology, 

which was approached to acquire the advanced technologies, was 

achieved and completed.

(4) Proposals for Ap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planning of construct the 

infra for China-Korea's practical cooperation and also to efficient 

operation of WGASRD.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JRC 

should contribute to construction of a base for entering the market or 

R&D activities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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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00년 11월 개최된 한ㆍ중 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 양국 대표는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을 위하여 산하에 5개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합의한 이후 양국

간 원자력핵심기술 분야의 협력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간 기술협력

을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공동 목표를 빠른 시일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자력핵심기반기술 분야의 기술별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중국강점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 협력 촉진

이 요구되며, 여기에는 고온가스로, 레이저 핵융합 등의 원자력핵심기반기술 

분야가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한․중간 기술균형 유지 분야로서 시너지 효

과 창출을 위한 협력 추진이 요구되는 분야인 원자력열수력, 핵자료, 가속기 

등 미래 핵심기반기술에 대해서는 상호 호혜적으로 보완적 협력을 통하여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 분야는 동북아 R&D 허브 추진기반 구축을 검증하

는 차원에서 접근 해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연구로 건조 및 운  기술 분

야가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하나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로로서 이를 이

용하는 연구개발 허브 구축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능력을 중국에 전파함

으로써 기술수출 기반을 조성할 수 있고, 또한 국내 연구로 이용 포화에 대

비한 협력프로젝트로서 중국의 CARR 사업과의 연계가 필수적 선택이 되고 

있다.

한편 한․중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또한 원자력 분야에서도 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이 발효

됨에 따라 본격적인 교류협력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한․중 원자력공동위

원회에서는 좀더 효과적인 양국 원자력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주요 분야

별 실무협의체를 산하에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중간 원자력핵심기술 분야의 협력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양국간 기술협력을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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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자력핵심기반기술 분

야의 기술별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한

중 “원자력연구개발 실무협의체”를 활용하는 기반조성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000년 11월 개최된 한ㆍ중 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 양국 대표는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을 위하여 산하에 5개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합의한 이후 양국

간 원자력핵심기술 분야의 협력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간 기술협력

을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공동 목표를 빠른 시일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자력핵심기반기술 분야의 기술별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원자력연구개발그룹(B 그룹) 실무협의

체의 운 을 통하여 한․중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

로 한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원자력연구개발 분야 

실무협의체 운  활성화로 원자력핵심기반 기술 분야의 한․중 공동연구센

터 설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며, 다음을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한ㆍ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원자력연구개발 그룹 실무협의체 운  활

성화 

현재 원자력연구개발 실무협의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10개의 협력의제

를 운 하고 있다. (1) 고온가스냉각로 기술개발, (2) 2상 유동을 위한 열수

력 모델 및 선진 계측기술 개발, (3) 열전달 실험 및 응용기술 개발, (4) 가

속기 활용기술 개발, (5) 한ㆍ중 연구로 기술 협력, (6) 고온가스냉각로의  

고온열을 이용한 수소생산 기술개발 협력, (7) 열수력 실험의 모사 방법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기술협력, (8) 신에너지 창출을 위한 레이저 핵융합 기반

기술 공동연구, (9) 원자력 자료 개발, (10) 한․중 원자력 학생 교류 채널 

구축

이에 따라 양국간 협력의제를 개발하고 또한 기존 협력의제의 진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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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점검하여 운 의 효율화를 기하고, 실무협의체 활동결과를 정리하고 보

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② 기술 및 인력 교류 활성화로 공동연구센터 설립 기반 조성

한․중 양국간 전문가 교류, 핵심기술 분야별 공동세미나의 개최 및 연

구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한 협력기반 강화를 내용으로 한다.

③ 핵심기반기술 분야별 공동연구센터 구축 타당성은 가능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평가를 수행한다.

3.  연구 추진 방법

본 연구는 한ㆍ중 원자력핵심기술 분야별 공동연구센터 설립 CRWLS

을 통해 양국간 원자력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의 연

구범위인 원자력연구개발그룹에 속한 연구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그 운 활성화를 도모하 고, 공동연구센터 설립 촉

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통한 인력 및 정보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 으며, 마지막으로 공동연구센터 설립타당성을 평가하여 향후 

추진방향 설정에 기여하도록 하 다. 이를 간략히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 

1-3-1과 같다.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원자력연구개발 실무협의체

중국측 실무협의체 한국측 실무협의체

협력기반조성 과제

- 실무협의체 운  활성화

- 정보 및 인력 교류 활성화

를 통한 공동연구센터 설

립 기반 구축

- 핵심기술 분야별 공동연구

센터 설립 타당성 평가

<그림 1-1> 연구수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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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중국의 원자력 현황과 전망

1. 중국의 과학기술 동향

한국이 국민 1인당 GDP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고도화를 통해서 매년 

6% 이상의 고도 성장을 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고도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후발국의 추격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높은 임금 수준과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후발국들과 경쟁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한국이 

일본을 추격하 듯이, 중국이 한국의 추격하고 있으며 중국이 한국의 경제성

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국가로서 자리 잡고 있다.1)

이에 따라 중국의 위협요인과 기획요인을 충분히 인식하고 “우위 유지 

및 선점 전략”과 “중국과 호혜협력”을 병행하는 중국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

이 필요하다.2) 이것은 원자력분야의 협력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

다.

중국은 1978년 이후 연 평균 9.6%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2005년에 세

계 4위의 경제력3)을 가진 국가로 성장하 다. 그리고 2001년 11월에 세계무

역기구(WTO)에 가입하고 또한 2008년 7월의 올림픽경기를 유치함으로써 연

간 2∼3%의 경제성장 증가 효과가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중국은 첨단 정보통신기술 분야인 DVDP, 휴대전화 등에서 세계

의 제조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2002년에 전망한 2003년의 예상치로

는 DVDP는 세계 시장의 55%를, 휴대전화는 30%를 개인용 컴퓨터는 25%를 

차지하는 등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보이며, 네트워크 장비 등과 같은 일부 품목

에서는 2006년에 동일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도 한다.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중국 급부상에 따른 과학기술 전략”, 대통령자문보고

(2002-01), 2002.10.4

2) 전게 자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 2001년도 GDP 기준으로 중국은 세계 6위(1조 1,586억 달러), 한국은 13위(4,222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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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개발 투자 측면을 보면 2000년도 중국은 110억불을 투자하

고 2005년도에는 252억불을 투자하여 2배 이상을 투자 증가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00년에 122억불로 중국보다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하 으나 

2005년도에는 200억불로 중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고성장은 첨단 과학기술과 풍부한 과학기술 인

적자원이 일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兩彈一星(원자탄․수소탄, 인공위성)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원 수도 82만명

(1999년 기준)에 이르고 있고, 미국내 유학생 수도 약 6만명으로 1위를 차지

하고 있기도 하다.4) 또한 미국 실리콘 밸리에는 중국계 과학기술인력이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고성장을 향한 정부의 굳건한 정책의지가 뒷받침하

고 있다. 이는 중국의 최고위층의 과학기술 중시 마인드가 잘 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鄧小平은 “과학기술은 제일의 생산력이다”라고 

하 고(1986년), 江澤民은 科敎興國(기술입국, 교육입국)을 선언(1996년)한 것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 수립한 과학기술 정책이 대부

분 현재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되고 있다. 즉 1986년부터 시작된 863계

획5)과 1988년부터 시작된 火炬計劃6)이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 경제의 고성장에는 과감한 개방 정책이 큰 역할을 하 다. 중국은 

자국의 거대시장을 개방하는 대가로 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 다. 이

에 따라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한 기술이전을 활발히 추진하 는데, 세계 

500대 기업 중 모토로라, 폭스바겐 등 100개의 기업들이 중국에 연구개발센

터를 설립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이전받은 기술과 자력 기술을 통틀어 독

자적인 기술표준을 구축하는 노력도 추진하고 있는데, 원전 표준화도 이의 

일환이고, 유선통신의 인프라 구축 없이 무선통신 위주로 통신사업을 추진하

고 제3세대 이동통신 등에서 독자 표준 등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거

4) 한국은 2000년도 연구원 수가 16만명이고, 미국 내 유학생 수는 4만 5천명 수준

으로 4위 정도이다.

5) IT, BT, 레이저, 신소재 등 첨단기술 분야 육성 계획

6) 53개 국가급 첨단기술 산업단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1999년 현재 기업수 17,000

개, 매출액 826억불, 고요인수 220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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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장으로서 중국의 힘을 표준화를 통해 발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개

방의 또 다른 면은 해외의 중국계 우수 과학기술 인력을 국내로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1년 북경 中關村에만 1,000여명의 유학

생들이 귀국하여 IT 벤처를 창업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의 과학기술경쟁력 급부상은 한국에 매우 위협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

으로 전망된다. 향후 중국의 수요가 높으며 선진국에서도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기술을 집중 개발하여 주력 산업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의 연구개발 허브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경쟁과는 달리 중국 현지에 직접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중국의 인력을 활용하는 한․중 윈윈 전략적 협력방안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국내 한국기업들의 거점을 육성하여 과학기술교

류 등의 관문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2. 중국의 원자력 개발 역사

중국의 원자력산업 역사는 50여년 정도로 긴 편이다. 1949년 건국 직후

에 연구기관으로 중국 원자력과학 연구원을 설치하 고, 1955년 구소련과 원

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 으며, 1956년에 주관관청을 설치하 었다. 그 후 

중․소 대립을 기점으로 1960년부터 군사목적의 원자력 자주개발을 추진하

여 왔다. 그 결과 1964년 10월 16일에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 고, 1967년 

6월 17일에는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함과 함께 1971년 9월에는 핵잠수함을 

건조하여 운행하는 데 성공하 다.7)

1972년 상해핵공정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적 목적의 개발 성공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용 원자로인 30만 kW급의 진산 원자력발전소의 설계를 개시

하 다. 그 10년 후인 1982년 진산 원자력발전소는 “경제사회발전 제6차 5개

년 계획(1981-1985)”에 그 건설계획을 포함시켰다. 이 계획은 “개혁과 개방” 

이후에 만들어진 최초의 5개년 계획이다. 계획에 따라 진산 원자력발전소는 

1985년 3월에 착공되었고, 1991년 12월에 시운전, 1994년 5월에 상업운전에 

7)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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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게 되었다. 이로서 중국은 세계에서 30번째 원자력발전국이 되었고, 

원자력이 중국에서 에너지산업의 하나로서 자리잡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 

진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시작으로 중국 정부는 제7차 5개년 계획

(1991-1995)과 10년 계획으로 ‘원자력을 포함하는 일정 규모의 대형, 중형의 

발전소를 계획적으로, 진산 II 원자력발전소를 중점적으로 건설한다’고 하

고, 제9차 5개년 계획(1996-2000)과 2010년 계획으로 ‘원자력 등 고도 기술의 

산업화를 뚜렷하게 진전시킨다. 원자력발전을 적당하게 발전시킨다’고 하

다. 그리고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에서는 ‘원자력발전을 알맞게 발전

시킨다’라는 방침을 정하 다. 이러한 일련의 원자력발전에 관한 정책에 따

라 2004년말 현재 9기의 원전(용량은 7,000MWe)이 운전되고 있고, 2004년의 

원자력발전량은 전년도에 비해 14.2% 증가된 500억 700만 kWh가 되었다. 

중국은 주류 원자로형으로 가압경수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산 I 원자

력발전소의 자력 설계 건조를 통해 소형 원자로에 대한 국산화를 거의 달성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100만kW급의 국산화도 진전되어, 중국 핵 공업

집단공동(CNNC)가 1999년에 개량형 PWR(CNP-1000)을 표준로형으로 하여 

정부와 원자력사업자에게 추천하 다.

중국은 가압경수로 국산화 추진 이외에 고온가스 냉각로 및 고속증식

로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데 고온가스 냉각로는 1992년에 실험로(10MW  모

듈형)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10여년만인 2003년 3월에 정격출력을 실현하

으며, 고속증식로는 1988년에 연구설계를 개시하여 2008년에 초임계를 실

현, 2030년경 상업운전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중이다.

중국은 40년 전부터 열핵융합 연구를 시작하 으며 현재 국제열핵융합

시험로(ITER) 계획에도 참가하면서 장래 에너지원으로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 과학원의 플라즈마 물리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팀이 

초전도 토카막 실험 장치를 제작하는 등 독자적으로 열핵융합 실험로의 건

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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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원자력 동향

 가. 원자력정책

중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에 의한 심각한 에너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

의 증가에 직면해 원자력 발전의 확대를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발달된 기술과 훌륭한 융통성을 갖춘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 

공급 방식’이라 정의하고 총전력 공급량 중 원자력 에너지의 비율 증가는 지

속가능한 개발 전략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의 개발, 제조 산업, 경제 성장, 

에너지 공급 구조의 조정, 에너지 안보 조치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

히고 있다.

2002년 6월 중국 국가주석은 “원자력발전은 High-Technology 전략산

업이며, 자주개발은 중국 원자력발전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의 하나임”을 강

조하 고, 2003년 국무원 부총리는 “원자력전원개발회의”에서 2020년까지 중

국 전원 구성에서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2003년의 1.5%에서 4%로 

확대할 것을 표명하 으며 원자력발전산업 지원은 국가 에너지전략의 중요

한 부분이며, 제11차 국가 경제 개발 5개년계획(2006∼2010년)에서 원자력 

발전을 국가 에너지 공급 장기 전략에 통합할 것이라 밝혔다. 

중국의 원자력발전 개발 기본방침은 ‘자국중심, 해외협력, 기술도입, 국

산화 추진’을 통한 자주적인 설계/제조/건설/운  능력의 확립이다. 자국중심

은 원자력발전의 선진기술을 파악하고 외국의 정치 향을 최소화하며 원자

력기술 경쟁력강화를 통한 부대기술 유지 및 건설/운  비용 절감을 위함이

며 해외협력, 기술도입은 현재 미약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진기술

의 도입 및 이해, 해외와의 협력 증대를 통한 국산화 추진을 위해서이다. 중

국정부는 이러한 원자력발전 개발의 기본방침 아래 부가가치세 반환, 법인세 

50% 감면, 자기자본 비율 인하(10%), 장기융자(반환기간 15년) 등의 원자력 

촉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원자력 발전은 석탄의 과도한 의존체질을 개선하고 연해지

역의 전력 수요 공급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며 선진 고도산업의 발전 및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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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종합적 강화에 필수적인 추진체로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의 원자력 정책은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정부의 지도

자들은 원자력 발전 개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정책 전환의 배경

(1) 에너지 수요증가와 공급의 한계

중국은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며, 석탄의 가채확인 매장량은 

2,405억 톤으로서 세계 3위, 석유 확인매장량은 32억 8,767만 톤, 천연가스의 

확인매장량은 약 60조 m3, 총포장수력이 6억 7,600만kW에 달한다. 중국의 

에너지 소비 구성은 석탄 68%, 석유 23%, 수력 5%, 천연가스 2.8%, 원자력 

1%로 석탄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표 2-1> 중국 천연자원 확인매장량 

확인매장량 비고

석탄 1,100 억ton 세계 2위

수력 670 GW 세계 1위

석유 32 억ton

천연가스 60조 m3

중국의 에너지 공급 상황은 국내의 풍부한 석탄에 주로 의존하고 있지

만 고도 경제발전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증대되어 에너지 자급률은 점점 악

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기준 17.36억 ton으로 전체 에너지 공급의 70% 이상을 차지하

고 있는 석탄의 경우 연간 약 7,000만 ton씩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나 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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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증산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며 현재 탄광 설계 생산능력의 30%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 석탄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세한 지역광산에 의

존하고 있으므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석탄의 80%는 북부의 산

악지대에 편재되어 있어 내륙산지에서 연안지역의 소비지로의 철도수송에 

어려움이 있고, 환경오염 문제가 있어 환경대책을 강화한 대형 화력발전을 

생산지 인근에 설치하여 소비지로 송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송전망 

완성은 2020년에 연해지역 경제성장을 따르지 못할 전망이다.

수자원인 경우 총포장수력이 6억 7,600만kW이며, 그 중 경제적으로 개

발 가능한 것이 56%인 3억 7,800만kW로서 세계 최대의 수력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장강 상류 남서부에 집중되어 있어 송전망 건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석유는 1993년까지 자급자족하고 수출까지 하 으나, 대경유전 등 구 

유전이 노후화되고, 국내 자원 개발이 부족하여 1994년 이후 수입하게 되어 

2003년에는 전체 수요량의 32% 에 해당하는 9,113만 ton을 수입하 고 2004

년에는 석유수입량이 1.2억 ton으로 중동 원유의존도가 51%에 이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석유 및 천연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러시아 석유․가스 파

이프라인, 중앙 아시아 횡단 원유 파이프라인, 러시아 상류로의 참여 등 많

은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하고 있지만 일본과의 경쟁, 중동 정세의 불안 등

으로 석유, 가스 수급을 위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2003년 1차에너지 총 수요는 2002년에 비해 10% 증가한 16.8억 

ton에 달하고, 1차에너지 수요 대 GDP 탄성치가 1.1로 그 수요가 급격히 증

가하 으며 2010년까지 고도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수요는 점

차 증가될 전망이어서 문제점이 많은 재래 에너지보다 원자력에 대한 의존

도가 점점 증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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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중국의 에너지 공급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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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수급을 해결하기 위한 전원 구성

 1978년 개혁개방 당시만 해도 26만 GWh에 불과했었던 중국의 전력수

요는 2003년 기준 191만 GWh로 7배 증가(전년대비 15.3% 증가)하 다. 그

러나 발전설비용량은 2003년 380 GW로 전년 대비 7.8%로 증가에 그쳐 설

비수요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급격한 전력 수요의 증가는 

연해지역(광동, 강소성, 산동성, 절강성)의 소비 증가가 주 원인이며 2020년

에는 970GW의 설비용량이 필요하여 매년 32GW 전력 설비 증설이 요구되

고 있다. 

중국 국가 전력정보8)에 의하면 최근 중국국가전력망공사는 중국의 전

력산업 제11차 5개년 계획과 장기개발계획을 발표하 다. 이 계획에 의하면 

2006 - 2010년간의 신규 전원개발계획은 약 2억 kW이며, 「西電東送」(서부

8) State Power Information Network; http://www.sp.com.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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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력을 동부로 송전) 송전규모는 2005년 30,700 MW에서 2010년 64,000 

MW에 이를 것이다.

또한 향후 3년간 18,000 MW 중소발전설비를 폐지하기로 하며, 2005년 

시점에서 중국 발전설비용량은 약 4.8 억kW이며, 2010년에는 6.5 억kW로 계

획하고 있다. 2010년 수력발전 설비용량은 1.58 억kW로 총발전 설비용량의 

24%를 차지할 것이다. 송전선에 대한 계획은 4.2만 KM의 330kW 또는 그 

이상의 송전선을 건설하며, 변전설비용량은 1.96억 kVA로 증가될 것이다.

신규 발전설비 1기 당 규모는 현재의 30만 kW에서 60만 kW로 되어 

있다.  11차 계획에서 석탄발전 비율은 신규 화력발전의 47%를 차지하고 경

제발전지역의 전원개발 중점은 소비지역에 가까이, 항에 가까운 장소로 하고 

있다.  

2011 - 2020년 장기계획에서는 발전설비용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30,000 MW, 2020년 발전설비용량은 9.5 억kW로 전망한다. 즉, 수력발전 2.3 

억kW, 석탄화력 6.05 억kW, 원자력발전 36000 MW, 천연가스 발전 60,000 

MW 신에너지발전 20,000 MW이다. 

<표 2-2> 중국 전원별 발전설비용량 전망

   (단위: 만 kW)

2000년 2005년 2010년 2020년

석탄화력 23224 30330 40200 59500

석유･천연가스 530 1000 2000 5000

수력 7935 10500 15000 23500

원자력 210 870 2000 5000

신에너지 33 300 800 2000

합계 31932 43000 60000 95000

수정후 합계 48000 65000 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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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오염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산업화에 의한 중국의 이산화유황 배출량은 세

계 1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2위로 환경오염에 따른 경제․건강에 대

한 향이 심각한 상태이다.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은 기후변

화협약(UNFCCC)의 비-부속서 I 국가로 분류되어 현재는 직접적인 규제는 

없지만, 중국의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향후 참여가 불가

피하며 이에 따른 지구온난화 배출가스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

다. 

(4) 핵관련 기술능력 수준 향상

중국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 원자력 기술수준 향상, 에너지

공급의 안전확보, 군사비 삭감을 위해 원자력발전의 기술개발과 인재확보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군사용 우라늄 채굴, 가공 등의 기업은 원자력발전에 대

한 연료공급을 통하여 군사비 삭감, 산업 경  개선․유지 등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다. 원자력발전 현황

(1) 원자력의 도입과 국산화

중국의 원자력발전개발은 1981년 원자력발전개발계획을 국가가 승인하

여 개발이 시작되었다. 300 MW급 국산 진산-Ⅰ기와 프랑스에서 도입한 

1000 MW급 원자로가 1994년 상업운전을 개시하 으며, 2005년 3월 현재 운

전 중인 원전은 9기, 건설 중인 것은 2기이다.

중국은 현재 9기의 원자력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국산화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진산-II의 국산화율이 가장 높은 55%이나 600MW의 중소형 

원자로에 속하며 1000MW 이상의 원자로에 대한 국산화 실적은 전무한 상

황이다. 특히, 진산-II기의 건설기간은 다른 수입원전보다 길었는데 이는 국

산기기 합격률과 기간 내 납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중국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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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평화이용 제10차 5개년 계획에 건설 예정이 4기의 1000MW 발전설비에 

대해 최초 2기의 국산화율은 55%, 나머지 2기는 70%로 설정/추진하고 있다.

<표 2-3>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현황 (2003년말 현재)

상황 운전중 건설중

원전명 秦山Ⅰ 秦山Ⅱ 秦山Ⅲ 大亞灣 嶺澳 田灣

소재지 折江省 折江省 折江省 廣東省 廣東省 江沙省

제조국 중국 중국 카나다 프랑스 프랑스 러시아

노형 PWR PWR CANDU PWR PWR VVER

MW 30 60 72.8 90 100 100

기수 1 2 2 2 2 2

착공(년) '85.3
‘96.6(1기)

‘97.4(2기)

‘98.6(1기)

‘98.6(2기)

‘87.8(1기)

‘88.4(2기)

‘97.5(1기)

‘97.5(2기)

‘99.10(1기)

‘00.9(2기)

건설비(억달러) 3 17 29 37 39 36

발전(년) ‘94.4(1기)
‘02.4(1기)

‘04.3(2기)

‘02.12(1기)

‘03.11(2기)

‘94.2(1기)

‘94.5(2기)

‘02.5(1기)

‘03.1(2기)

‘04.5(1기)

‘05.5(2기)

(2) 고가동률 달성과 경제성 실현

중국의 원자력발전소는 최근 고가동률을 달성하고 있다. 2002년 가동률

은 秦山 Ⅰ기(88.7%), 秦山 Ⅱ기･1(81%), 秦山 Ⅲ･1(88%), 大亞灣 1(90%), 

大亞灣 2(82%), 嶺澳 1(93%)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원자력은 정부 간부의 

신뢰를 얻어 새로운 원자력의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大亞灣 원전 980 MW 2기는 총공사비 40.7 억달러에 건설되어, 1994년

부터 전력을 판매하여 차입금 상환을 시작하 다. 연간 약  5.7 억달러를 10

년간 반환하고, 이자 17.4 억달러, 원금 36.8 억달러 합계 54.2 억달러를 갚았

다. 차입금 반환후의 매상은 고가동률을 배경으로 약 9 억달러, 이익은 세율 

15%의 저세율로 연간 6 억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이 정도의 이익이 발생된

다면 차기건설에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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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력판매액 : 6 cent/kWh x 150 억kWh/연 = 9 억달러

•연료비와 운전비 : 1.3 cent/kWh  = 2억달러

•감가상각비: 20년 정액상각으로 약 2억달러

•세금: 약 0.8 억달러

•세후 이익: 9억 - 2억 - 0.8억 = 6.2 억달러 

(3) 원자력건설계획

전력수요의 급격한 신장으로 중국의 원자력건설계획은 2020년까지 27 

- 30 GW를 증설하여, 36 GW로 계획하고 있다. 국가계획에 의하면 2030년

에는 45 - 50 GW, 2050년경에는 240 GW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신형로 신규입지 2개소 4기와 기존 원자로 증설 2개소 4기를 합

해 총 8기가 발주되었다. 신형로는 折江省 三門과 廣東省 陽江에서 해외의 

최신 원자로를 full turn-key 방식으로 도입한다. 2005년 2월말 입찰에는 미

국 WH사(주주 국 BNFL사)가 三菱(미쯔비시)와의 콘소시엄으로 1000 

MW의 AP-1000, 프랑스 프라마톰사 (주주 프랑스 AREVA사)가 1500 MW

의 EPR로 입찰하 다. 착공은 2007년이며, 운전개시는 2012년이다.

기존 원자로 증설은 秦山 Ⅱ기를 개량한 660 MW 2기, 오(嶺澳) Ⅱ

기를 개량한 1000 MW 2기로 부품으로 분할하여 입찰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5년에 착공, 2010년에 운전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주측인 국내 대규모 전기 생산체제도 해외 기업과의 연계, 해안 입지

로 대형 제조공장 이전, 신설 등 국산화와 수출을 염두에 둔 정비가 추진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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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의 원자력개발 체제

가. 중국의 원자력 인프라 

중국은 현재 운전 중이거나 건설 중인 총 6개 원전 단지(11기)를 보유

하고 있으며 이들 원전 중 9기는 상업 운전 중에 있고 2기는 건설 중이다. 

향후 8기가 계획 중이며, 이중 4기는 자립형 Gen-III이고, 나머지 4기는 외국

에서 공급하는 Gen-III+ 형 원전으로서 현재 입찰중이다. 2020년까지 36∼40 

GWe의 원전을 운전할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전체 전력생산

량의 4%에 해당된다.

핵무기 보유국인 중국은 핵연료주기에 관련되는 시설 전체를 국내(내륙

지역)에 가지고 있으며, 자급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는 재처리 플루토늄 

리사이클 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핵연료 농축 방식을 현재의 기체확산형에서 

원심분리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연간 수십톤급에 불과한 군사용 재처리 플

랜트의 처리능력을 100톤/년까지 향상시킨 상업용 재처리실증공장(PUREX)

을 건설중에 있다. 새로 건설될 예정인 상업용 재처리 공장은 원전에서 나오

는 사용후연료 발생량보다 재처리 공장의 처리 능력이 더 상회하기 때문에 

장래 원전 건설을 구상하고 있는 베트남 등으로부터 재처리 청부를 받을 계

획이다. 

폐기물 처분에 대해서도 세계가 입지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데 비해, 

중국은 저준위 폐기물 2개소를 가동시키고, 고준위 폐기물도 고비사막 북부 

구이조우(Guizhou) 지방의 바이산(Baishun) 지역으로 부지선정을 하여 지질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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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중국 핵연료주기(2005년 8700 MWh 연간 소비량 기준)

능력 소비량

정책/핵주

기시설

군에서 민간, 자급, Pu 주기노선/ 중국 

내륙지역 소재

자원

• 추전매장량(170만tU), 확인매장량(7.7만tU) 

(Uranium 2003)

• 조제련(粗製鍊)공장: 撫州(Fushou) 300, 

崇義(Chongyi) 120, 伊寧(Yinging) 200, 

藍田(Lantian) 100, 本溪(Benxi) 120, 

衡陽(Hengyang) 500-1000 tU/년

연간 

1840tU

연간 

1470tU

제련 衡陽 110, 撫州 110 tU/년 연 2200tU 연 1470tU

농축

韓中: 원심법 500tSWU (2003년)

蘭州(전환설비포함): 확산법 200t 정지→원심법 

500tSWU(200년) + 500tSWU(2005년) 계획 = 

1000tSWU --->합계 1500tSWU

수입: 유럽 URENCO에서 대아만의 30%

연 

1500tSWU

연 

1050tSWU

성형가공

包頭(전환설비포함), CANDU용 200t/년, 

2000년착공 2003년 상업운전

宣賓: PWR용(대아만 48, 영오 48, 진산Ⅰ기 

13.5, 진산Ⅱ기 30, 파키스탄 13.5: 합계 

153t)

田灣: VVER용 2004년 착공(6000MW분 180t) 

2007년 운전예정

연 NU220

연 EU153

합 373t/년 

연 NU220

연 EU174

합 394t

SF 저장

발전소내: 대아만 600t, 진산Ⅰ기 1026t, 기타 

불명

서북(酒泉) 550t 2000년 완공, 추가 500t 증설 

가능

2176t 이상 -

재처리

서북(酒泉): 상업용 0.1U/일 건설중, 대아만 

300t 재처리 계약, 2003년부터 수송. 2007년 

운전개시 예정, 2010년 Pu 리사이클, 2020년 

상업공장 880Mt/년 건설예정

0 연 200Mt

처

분

저준

위

北龍Ⅰ기 8800m3 완성 (최종 2만)

西北Ⅰ기 6000m3 (최종 2만)
14800m3 연 537m3

고준

위

2000년 고비사막 부지특성조사, IAEA 공동연구

- 2010년 처분장 부지결정, 2025년 지하연구소, 

-2040년 처분장 설계･건설, 2040년 완공

0 연 42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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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착실히 해외 선진국에서 배우고, 원자력발전소를 안정적으로 운

전하여 가동률을 향상시키며, 이익을 창출하여 정부 관료들의 신뢰를 얻어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해외 원자력기업은 자국내 원자력발전 

시장이 저하됨에 따라 중국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싼 가격의 원자력 신

기술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원자력에 대해 

국내 환경정비와 사업 집중력을 갖춘 제도를 정비하는 등 발전의 좋은 기회

를 맞이하고 있다. 

나. 중국의 원자력개발 추진체제

중국은 1998년 3월 행정(국무원기구) 개혁을 실시하고, 원자력관련 행

정조직을 재편하여 원자력규제 기구를 추진부분에서 분리, 정부기구와 기업

조직의 분리(정부･기업 분리)를 실시하여 원자력개발을 기업화로 체계화하

다. 이것으로 중국은 정부의 공평한 규제와 이윤에 의한 기업발전 메카니즘

이 확립되었으며 구 핵공업총공사의 행정조직은 국방과학공업위원회로 이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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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은 과학기술부(MOST)가 관장하

고 있으며 중국원자능기구(CAEA)가 단기적 원자력산업기술개발을 1차적으

로 관장하고 있어 MOST와 CAEA가 원자력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다른 조직

들은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전력 업체인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는 원전과 여타 원자력시설의 

설계, 건설 및 운전에 투자하고 있으며, CNNC 산하의 중국원자능연구소

(CIAE)는 고속로 분야의 연구개발을, 칭화대학의 INET는 가스로 분야를 담

당하는 1차 원자력연구개발기관이다. 

다. 제4세대 원자로 개발

중국은 장래의 원자로로서 고속로나 고온가스로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

된다. 고속로는 2030년까지 개발계획이 있으며, 향후 5년간의 고속로 연구개

발은 증식, 금속연료 및 pyroprocessing에 중점을 두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악티나이드 재순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25 MWe급 소듐냉각 고속로 

실험로(CEFR; China Experimantal Fast Reactor)를 건설중이며 2008년 임계

에 도달할 전망이다. 다음 단계인 원형로는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

다. 1000 - 1500 MW 규모의 실증로는 조기 실현을 위해 실험로, 원형로의 

기본형을 변화시키지 않고 2025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업로는 

2030년부터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수로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

록 고속로를 도입하는 계획을 원자능과학원이 제안하고 있다. 고속로 분야의 

협력에 대한 중국의 관심 사항은 소듐 화재 및 소듐-물 반응 등 안전이슈, 

납 또는 납-비스무스를 2차 냉각재로서 사용할 가능성, 소듐 정화계통, 고증

식성, 금속연료, pyroprocessing 및 electrorefining 및 injection casting 등이

다.

고온가스로도 2000년 12월부터 열출력 10 MW, 전기출력 최대 2.6 

MW인 실험로 HTR10을 북경시 외곽의 청화대학 INET에서 가동하 으며 

2003년에는 700℃ 증기터빈에서 최초 송전을 개시하여 72시간 연속 전출력 

운전을 달성하 다. 2007년에 direct He 사이클의 개선, 2017년에 Shandong 

및 Anhui 부지에 대용량 실증로를 건설․운전할 예정으로 코드개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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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ZrC 연료, 헬륨터빈 및 공정열(Process heat) 응용 등의 분야에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에는 950℃ 고온운전에서의 가스 터빈 발전과 

수소제조 개발에 역점을 둘 예정으로 한국과 협력협정을 체결하 다. 2004년 

12월에는 200 MW 상업로를 2010년에 운전하는 것을 목표로 상용 모델 원

자로 건설 계약을 체결하 다. 가스로 분야의 협력에 대한 중국의 관심분야

는 코드개발, 안전목표 설정, 설계요건 개발, PRA, 사고 분석, 안전 및 인허

가 체제, 흑연 재료, 압력용기 재료, 구조재료(특히 제어봉 sleeve), 열절연, 

고온 duct, 헬륨 터빈 기술, 공정열 응용(특히 석탄가스화), ZrC 연료, ODS 

재료 개발 및 고온 금속재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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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한․중 원자력협력 활성화

1.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와 실무협의체 운

가. 연구개발 실무협의체 운

한국과 중국은 1994년 10월 31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고 1999년 

10월 이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부와 중국국가원자능기구(CAEA)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약정”이 체결되었다. 이 약정에 의거하여 양국은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가 개최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의 효과적 운 을 위하여 5

개 협력 분야별로 실무협의체(Working Group)를 구성하여 운 하고 있다.9)

5개 실무협의체 중 원자력연구개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B 그룹

으로서 공식적으로는 “Working Group of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이다. 현재 본 실무협의체에서 다루고 있는 협력의제는 2003년 

8개에서 2004년에는 10개로 늘어났다.(표 3-1 참조)  새로 추가된 의제는 핵

반응자료 생산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자료 의제10)와 원자력 전공학생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한․중 원자력분야 학생교류 채널 구축 의제11)이다. 

한편 2005년도를 대비한 제5차 실무협의체 회의에서는 신규 의제제안

이 양국으로부터 없었는데, 이는 양국이 기존 의제의 협력 활성화에 더 중점

을 두기로 한 것에 기인한다. 현재 연구개발 실무협의체(B 그룹)은 다른 실

무협의체보다 의제 수가 많다.12)

2004년도에는 1차례의 준비회의와 2차례의 실무협의체 회를 거쳐 협력

활동을 점검하고 차년도 협력활동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 다. 2004년 10월 

27일, 제5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실무협의체 개최를 대비한 준비회의가 

9) 과학기술부, 한․중 원자력 기초․기반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협력기반 조성 연

구, 한국원자력연구소, 2003, p.45

10) 의제책임자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장종화 박사

11) 의제책임자는 경희대학교 황주호 교수

12) A 그룹(원자력발전)은 4개 의제, C 그룹(핵연료 및 폐기물관리)은 7개, D 그룹

(원자력안전)은 7개, E 그룹(방사선 및 RI 이용)은 8개 의제를 운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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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되어 협력의제별 2004년도 추진실적과 2005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

이 있었다. 이 때 연구개발 실무협의체는 고온가스로 및 수소생산 분야와 연

구로 이용분야에 대한 협력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하 고, 중성자빔 이용 분

야를 대상으로 공동연구센터 추진 타당성을 점검하 다.

<표 3-1>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연구개발실무협의체 의제

번호 의 제 명
의제 책임자

(우리측∙중국측)

B-1
고온가스냉각로 기술 개발
Development of HTGR Technology 

장종화, 신형원자로개발단, 
Xu Yuanhui, INET, Thingha 
University

B-2

열수력 실험을 위한 첨단 측정기술 개발
Development of Advanced Measuring 
Technology for Thermal Hydraulic 
Experiments

송철화, 신형원자로개발단,
Mr. Wu Xiaohang, NPIC, 
CNNC

B-3

열전달 실험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the Heat Transfer 
Experiment and Application 
Technology

천세형, 신형원자로개발단,
Mr. LU Donghua NPIC, 
CNNC

B-4
가속기 활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Advanced Accelerator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s

최병호,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Prof. Shouxian FANG, IHEP

B-5
한∙중 연구로 건조 기술 협력
Korea-China Technical Cooperation for 
the Design of Research Reactor

김 진, 하나로이용연구단 
Weiguo ZHANG, CIAE

B-6

고온가스냉각로의 고온열을 이용한 
수소생산기술 개발협력 
Cooperation in Developing the 
Application Technologies of HTGR for 
Hydrogen Production

김종원, KIER
Xu Jingming, INET, 
Tsinghua Univ.

B-7

열수력 실험의 모사방법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기술협력 
Simulation Methods for the Thermal 
Hydraulic Experiments

이인구, KINS 
Yu-Zhou Chen, , CIAE

B-8

신에너지 창출을 위한 레이저융합 기반 
기술 공동연구 
Joint Research on the Fundamentals of 
Inertial Fusion Energy as a New 
Energy Source 

이용주,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Dr. Tao, Yezheng, CIAE.

B-9
핵자료 개발
Development of Nuclear Data 

장종화, 신형원자로개발단, 
Xu Yuanhui, INET, Thingha 
University

B-10

한․중 원자력분야 학생교류 체널 구축 
Construction of Nuclear Academy 
Students Interchange Program between 
Korea and China 

 황주호, 경희대학교
 Junli Li, Tsinghu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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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양국은 제5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실무협의체가 개최하여, 향후 개최될 제5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본회의

에 보고할 협력사항들을 점거하고 잠정하 다. 이 때 원자력연구개발 실무협

의체는 한․중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의 설립과 중국 연구로(CARR) 운전

원 교육, 중성자빔이용 분야의 공동연구센터 설립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 점

검하고 합의록을 작성하 다.(합의록은 첨부 참조)

2004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본회의가 제주

에서 개최되어 11월에 개최된 제5차 실무협의체에서의 합의사항들을 추진하

으며, 한․중 협력 1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 다.

나. 연구개발 실무협의체의 2004년 주요활동

2004년도는 고온가스냉각로 및 수소생산과 관련된 의제와 연구로 이용

분야에 대한 협력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고온가스냉각로 기술개발 의제

는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와 원자력수소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추지하는 것으로서 2004년 4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 다. 공동연구센터는 매 6개월마다 공동위

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2004년 4월은 베이징에서, 10월은 한국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2005년 가을에는 고온가스로와 수소에 관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

하기로 합의하는 등 활발한 협력 활동이 이루어졌다. 한편 수소생산기술 개

발 협력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중국 칭화대 INET간에 상호협력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교환함으로써 협력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 다.

연구로 이용분야 협력에서는 중국에서 2006년도 가동을 목표로 2002년 

착공하여 건설 중인  연구로 CARR13)의 운전원에 대한 교육 협력이 가장 큰 

활동이었다. 중국 측은 한국의 연구로인 “하나로”를 이용하여 연구로 운 경

험을 갖춘 한국 측의 기술적 지원을 바라고 세부기술협력을 진행하 다. 이

에 따라 2004년 2월에 중국측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CARR 운전원 훈

련과정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하 고, 2004년 8월 한국원자력연구

13) 중국 신형연구로 (Chinese Advanced Research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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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제1차 훈련과정을 실시하 으며, 제2차 훈련과정을 2005년도에 실시

하기로 합의하 다. 

또한 양국은 냉중성자원 및 연구시설에 대한 공동 워크숍을 2005년 중

국원자능연구소(CIAE)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 고, 전문가 상

호방문 및 기술정보 교환을 통하여 중성자 산란 연구, 중성자 스펙트로미터 

개발 및 핵심부품 개발을 위하여 접하게 협력하기로 하는 등에 합의하

다.

이 외에도 열수력 분야에서는 2005년에 제2차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기

로 하는 등 연구개발 실무협의체(B 그룹)에서의 협력 활동은 매우 활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연구개발 실무협의체 협력의제별 협력활동

(1) 고온가스로 개발 

○ 추진배경

한국원자력연구소는 2001년 이후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원자력수소 생산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중국 칭화대 부설 INET는 고온가스로인 

HTR-10을 완공하고 2001년부터 실험을 하고 있는 등 협력할 수 있는 기반

이 구축되어 있는 점과 본 분야에 대한 의욕이 양국 모두에 강하다는 것이

다. 

고온가스로 개발 의제(B-1 의제)의 한국측 의제책임자는 한국원자력연

구소 장종화 박사이고, 중국 측은 칭화대 INET의 Dr. XU Yuanhui이다. 

○ 추진 경과 및 2004년도 추진실적

2001년 10월 개최된 제2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 수소생산을 

위한 고온가스로 개발에 협력할 것에 합의한 이후, 2001년 11월 양측 관계 

전문가가 일본 도쿄에서 만나 중국의 고온가스로 실험로(HTR-1014)) 기술논

14) HTR-10 : 중국 INET에서 건설, 운  중인 실험용 고온가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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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교환과 상호방문하기로 하는 등에 따라 2002년 해당 기술논문을 한국 측

에서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03년에 양국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상

호 방문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와 HTR-10을 운전하고 있는 칭화대 INET간

에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나타나기 시

작하 다. 이 결과  2004년 4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칭화대간에 한․중 원자

력수소공동연구센터 (Korea-China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Nuclear Hydrogen; NHJRC)가 설립되었다.

공동연구센터 설립 이후에는 운 위회를 2004년도에 2차례 개최하여 

공동연구개발 업무에 대한 협의 및 성과협의들을 추진하 다.

○ 향후 활동 방향

한․중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를 칭화대 INET에 설치함으로써 양국

의 고온가스로 연구개발 업무가 더욱 실질적으로 발전할 것이 기대된다. 

INET에서 운  중인 HTR-10을 이용한 각종 실험과 추진 중인 발전용 실증

고온가스로개발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개발 중인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기

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므로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자료와 전문가의 

교환은 물론이고 각국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2상 유동을 위한 열수력 모델 및 선진 계측기술 개발 

○ 추진 배경

원자력 연구개발에서 계통 안전해석을 위해 필요한 열수력 모델 및  

관련 요소기술의 확립에 필요한 선진 계측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 해당

기관간의 상호 정보 및 인력의 교류, 그리고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본 의제의 목적이다.

원자력 열수력 분야의 기술은 고온고압의 극한조건하에서 형성되는 단

상 유동 및 2상 유동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이러한 열수력 현

상을 설명하는 적절한 열수력 모델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관련 연구에 필

요한 대부분의 계측기술들은 현재 상업화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이에 따라 본 의제를 통해 한․중 양국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동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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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협력 내용은 ① 원자력 안전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2상 유동 열수력 현상에 대한 물리적 모델의 개발, ② 이를 위한 선진 

계측기술 개발 및 평가/검증과 마지막으로 ③ 열수력 실험결과, 계측기술 및 

전문가의 상호 교류이다. 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사항은 ① 2상 유동에서 열

수력 현상에 대한 신뢰성 있는 실험자료 생산, ② 개발된 계측기술을 사용하

여 얻은 실험 자료를 근거로 안전 분석코드 의 2상 유동 내에서의 예견되는 

개선된 물리적 모델개발 및 ③ 계측기술 개발에 근거한 실험 자료를 이용하

여 안전 분석코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의제는 제4차 실무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본래의 “열수력 실험을 위

한 첨단 측정기술 개발”에서 의제명을 변경한 것이다. 의제명의 변경은 양국 

해당기관[한국측 KAERI (송철화); 중국측 중국핵동력설계연구원(NPIC)(Mr. 

Chen Bing-de와 Mr. Huang Yang-ping) 및 서안 교통대학(Prof. Guo 

Lie-jin)]에 의해 구체적으로 협의되었으며, 동 결과에 대해서 중국핵공업총

공사(CNNC) 국제협력 담당 부책임자(Ms. Yang Lin)이 동의한 바 있고15), 

이에 의거하여 제4차 실무협의체에서 변경하게 된 것이다. 본 의제의 의제책

임자는 한국 측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송철화 박사이고, 중국 측은 NPIC의  

Dr. WU Xiaohang이다. 

○ 추진 경과 및 2004년도 추진실적

본 의제는 2001년 8월 실무협의체에서의 조율을 거쳐 동년 10월 제2차 

한중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 협력 의제로 정식 채택되었다. 이후 양측은 양국 

전문가 상호방문과 공동 워크숍 개최 등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한

편 본 의제는 제4차 실무협의체 회의 (2003년)의 합의에 따라 의제 명칭을 

좀더 광범위하게 변경하고 현재 병경된 명칭하에서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9월 13일 한국원자력연구소를 방문한 NPIC 소속  

Chen Bing-de 교수(부소장)와 한국측 의제 책임자인 한국원자력연구소 송철

화 박사와의 협의에 따라, 제2차 공동 workshop은 2005년 전반기에 한국에

서 개최하기로 재차 확인하 으며, 동 workshop은 양국 원자력학회(KNS 및 

15) 제1차 KAERI-NPIC Workshop 개최 기간중(; 2003. 10. 27-28)에 협의된 사항임



- 29 -

CNS)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합의하 다. 

○ 향후 추진방향

본 협력의제는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연구 협력 추진의 방안으로 2003

년도 10월 27-28일에 제1차 공동 워크숍을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세부 협력방안의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공동 워크숍이 2005년 전반기에 한국에서 개최 추진

할 예정이고, 본 워크숍 개최를 바탕으로 양국 원자력학회간의 건설적인 협

력에 관한 논의를 착수하기로 하 다.  

(3) 열전달 실험 및 응용기술 개발

○ 추진 배경

한․중 양국의 공동 관심사인 열전달 실험 및 응용 기술(임계열유속 측

정 기술, 열교환 기기 특성, 모의 연료봉(가열봉 제작기술 등)과 관련하여 상

호 정보/인력 교류 및 공동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본 의제

의 목적이다. 이에 따라 공동 연구를 통해, 실험 및 응용기술 개발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확립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또한 비교 실험 

등을 수행함으로써 실험결과의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의제의 한국측 의제 책임자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천세  박사이며, 

중국 측은 NPIC의 Donghua LU 박사이다.

○ 추진 경과 및 2004년도 추진실적

본 의제는 2002년 5월 제2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의 합의에 따라 해당 연구분야 Director(Mr. Huang Yanping)를 포함한 

NPIC 방문단 4명이 2002년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를 

방문하여 연구시설 등을 견학하고 양측의 연구현황에 대한 발표회 및 토론

을 가진 바 있다. 또한 2002년 10월말에는 한국측 연구팀 3명이 NPIC를 방

문하여 연구시설 등을 파악하고, 양 기관간의 주제발표회를 갖은 바 있으며, 

또한 향후 연구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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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27∼28일에 NPIC에서 제1차 한-중 원자로 열수력 연구 

공동워크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 2004년도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양

측이 공동으로 워크숍을 앞서 기술한 B-2의제와 함께 2005년도에 추진하기

로 하 다.

○ 향후 추진방향

본 의제의 협력은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착

실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양국 공동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

다. 이를 통하여 상호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실험자료 교환 등 구체적 기술

교환을 통한 공동 연구논문 작성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4) 가속기 활용기술 개발 

○ 추진 배경

중국은 IHEP를 중심으로 파쇄중성자원 및 가속기구동 미임계로 용의 

대용량 양성자가속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 양성자기반

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출범으로 대용량 양성자가속기 개발 및 이용 분야의 

다양한 상호협력으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한․중․일 3국간에 양성자가속기의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Mini- 

workshop을 비롯한 학술적으로 긴 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면 본격적인 기술협력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본 

협력의 기본방향이다.

본 의제의 한국측 의제 책임자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최

병호 박사이며, 중국측은 IHEP16)의 FANG, Shouxian 교수이다.

○ 추진 경과 및 2004년도 추진실적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중국의 과제책임자인 Fang, Shouxian 교수를 2003

년 10월의 제7차 양성자가속기 워크숍에 초청하여 협력사항을 협의하 는데, 

이때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와 IHEP간에 협력약정

16) Institute of High Energy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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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할 것이 제안되었으며, 양측은 이에 동의한 바 있다. 한편 한국원자

력연구소에서 개최된 제4차 OECD/NEA 대용량가속기 이용 및 안정성에 관

한 국제 workshop에 중국 CIAE의 Xia Haihong 박사를 비롯한 6명이 참석

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관련시설을 견학하는 등 인력교류가 있었다. 

이후 IHEP의 Xu Taoguang 박사가 2004년 6월 23-25일간 한국원자력

연구소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RFQ17)실험에 참여하 으며, 2004년 

9월 20-21일에 열린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제8차 양성자가속기 workshop에 

Fang Shouxian 교수가 초청되어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고 2005년 4월경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DTL18)관련 소규모 workshop을 갖기로 한 바 있다.

○ 향후 추진방향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현재 중국 측이 준비 중인 파쇄중성자원을 위한 

양성자가속기사업과 미임계구동원자로를 위한 양성자가속기사업의 진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관련 상호협력의 협의가 이루어지

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인력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상호 인력파견과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세계획을 수립하

는 방향의 협력이 필요하다.

(5) 한․중 연구로 기술협력 

○ 추진 배경

중국원자능연구소(CIAE19))는 60MW급의 연구로 CARR20)를 2006년 가

동 목표로 2002년 8월부터 건설을 착수한 반면,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85년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HANARO)’의 설계 및 건설을 착수하여 1995년 2월 

첫임계 달성 이후 정상 가동을 통하여, 연구로의 설계에서부터 건설, 시운전 

및 연구로 이용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 

및 CIAE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HANARO를 통한 기술지원을 희망함에 따

17) Radio-Frequency Quadrupole (accelerator)

18) Drift Tube Linac (accelerator)

19) China Institute of Atomic Energy, 중국원자능연구소

20) China Advanced Research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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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협력의제가 착수되게 되었다. 

한편, 중국원자능연구소(CIAE)는 건설 중인 CARR의 중성자 유도관과 

중성자 산란장치 개발 및 이용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지

난 수년간 협력을 진행하여 왔고, 더 나아가 2003년 7월부터 한국 HANARO

에 냉중성자 연구 시설이 구축되면서 CARR에서의 중요 연구시설로 간주되

고 있는 냉중성자 분야의 협력을 중국 측에서 더욱 희망하게 되었다.

본 협력의제의 한국 측 책임자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김 진 박사이고, 

중국 측은 중국원자능연구소의 WANG Yulin 씨이다. 

○ 추진 경과 및 2004년도 추진실적

본 의제와 관련하여 중국원자능연구소(CIAE) 소장 일행이 1996년 6월 

한국원자력연구소를 방문하여 연구용 원자로에 관한 기술협력에 대해 협의

를 한 이후, 1996년 9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로인 “하나로” 관계자들이 

중국원자능연구소(CIAE)를 답방하여 하나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양기

관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 다.

이후 양국 관계자들이 상호 방문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상호 이해

를 높이는 과정을 거쳤고, 2002년 5월 제3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실무

그룹회의에서 중국 측이 중국의 신형연구로 CARR의 셜계와 관련한 4개 분

야21)에 대해 기술 훈련 지원을 한국 측에 요청하 다.

이후 이에 대해 양국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2004년 2월 중국원

자능연구소 및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자간에 훈련경비 및 교육세부내용, 냉

중성자 이용 한․중 공동워크숍 개최 등에 합의하 으며, 2004년 3월부터 한

국원자력연구소는 본격적인 훈련준비에 들어갔다.

2004년 8월에 중국원자능연구소(CIAE)의 CARR 운전요원 9명과 엔지

니어 6명에 대해 한달간의 교육훈련을 실시하 고, 그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

한 중국측은 2005년도에 2차 교육을 제안하 다.

한편 중성자빔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해서, 양국 관계 전문가들의 상호 

방문이 계속 되어 왔는데, 2004년 6월에는 한국 측 전문가가 중국측 초청으

21) ① Reactor Criticality test Training, ② I&C Engineers Training, ③ Reactor 

operators Training, ④ Reactor Commissioning Training의 4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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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국원자능연구소(CIAE)를 방문하여 중성자산란장치 개발 계획과 개념설

계안, 부품 및 제작에 관한 자문에 응한 바 있고, 2003년 10월에 한국원자력

연구소의 냉중성자연구시설에서 2004년도 8월에 이틀간의 공동 워크숍을 개

최하기로 한 바 있으나 중국 측의 사정에 의해 2005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연기되었다. 

○ 향후 추진방향

2004년도에 실시한 CARR 요원 훈련에 대해 중국 측이 만족함에 따라 

2005년도에 2차 교육을 실시할 전망이다. 또한 2004년에 개최 예정이었다가 

연기된 냉중성자 연구시설 구축과 이용에 관한 양국간 공동 워크숍이 2005

년도에 개최될 계획이다.

한편, 제5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합의한 바

에 따라, 중성자빔 이용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이고 발전적인 협력이 지

속될 것이다.

(6) 고온가스냉각로의 고온열을 이용한 수소생산기술개발 협력

○ 추진 배경

1996년 한국에너지연구원과 중국 칭화대학의 INET 간에는 5년간 유효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는데, 본격적으로 수소생산과 관련된 협

력이 추진된 것은 2001년 8월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관계자가 중국기술조

사단의 일원으로 중국 칭화대학의 INET를 방문하여 중국의 고온가스로 연

구 현황을 파악하고 고온가스로를 이용하는 수소생산기술 개발 공동연구를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1년 10월 제2차 한․중 원자력

공동위원회에서 이를 공식 협력의제로 포함되게 되었다. 

양 기관간 협력을 기존의 양해각서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기 위해 기

존의 양해각서를 2002년 2월 5년간 유효한 것으로 개정하여 체결하 다. 

 한국측 협력의제 책임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에너지연구센터

의 김종원 박사이고, 중국 측은 칭화대학 INET의 Xu Jingming 교수이다.

○ 추진 경과 및 2004년도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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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 협력 양해각서 개정 이후 본격 협력이 추진되어 양국의 기

관간 전문가가 상호 방문하고 기술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협력이 진행되었다. 

○ 향후 추진방향

고온가스로에서 발생되는 고온열을 이용하는 수소생산기술개발을 위해 

전문가의 상호방문 및 관련 정부교환을 포함한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거나 추진예정인 관계 연구과제를 활용하

여 공동연구를 추진할 것이며, 또한 한․중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를 이용

한 협력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다.

(7) 열수력 실험의 모사방법에 대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

○ 추진 배경

열수력 실험 모사 및 평가에 관한 정보 교환과 기술협력을 통해 열수

력 현상과 안전성 현안을 검증하는 기술 분야의 협력을 위해 추진되었다. 본 

협력의제는 “2상 유동을 위한 열수력 모델 및 선진 계측기술 개발” 협력의제

와 “열전달 실험 및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의제와 연계 수행되고 있

다.

본 협력의제의 한국 측 책임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김인구 박사

이고, 중국 측은 중국원자능연구소의 Yu-Zhou Chen 박사이다.

○ 추진 경과 및 2004년도 추진실적

2001년 10월의 제2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 협력의제로 채택된 

이후 열수력실험에 대한 코드 평가 및 사용경험에 대한 공동세미나를 개최

를 합의하는 등 활발한 협력이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10월에 한국원

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소 및 중국원자능연구소(CIAE)와 공동으로 

열수력 세미나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고, 본 세미나에서는 총 13건의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양국 열수력 분야 연구현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

는 계기가 제공되었다. 

이후 양국의 열수력분야 공동세미나는 매년 번갈아 개최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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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에는 제2차 세미나가 한국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유행하던 

SARS로 인하여 계획이 취소되게 되었고 그해 10월에 연기되어 개최되었다.

양국은 본 협력의제를 통해 전문가 및 정보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8월에 한국측 전문가가 중국의 협력대상기관인 중국원자

능연구소(CIAE)를 방문하여 기술정보 교류회의를 갖는 등의 활동이 있었다. 

그리고 2004년 4월에 한국에서 개최된 “Spring 2004 CAMP Meeting"에 참

석하여 중국의 관련 활동에 대해 발표하는 등 인련ㄱ 및 정보 교류가 활발

하게 이루어졌다.

○ 향후 추진방향

양국은 공동세미나 개최는 물론 기술정보교류회의를 지속적으로 갖는 

등 협력활동이 활발함에 따라, 이러한 협력활동이 양국에 상호 도움이 되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 한고 있다.  본 협력의제는 “2상 유동을 위한 열수력 모

델 및 선진 계측기술 개발” 협력의제와 “열전달 실험 및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의제와 연계되어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으로 발전해야 할 것

이다.

(8) 신에너지 창출을 위한 레이저 핵융합 기반 기술 공동연구

○ 추진 배경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光관련 전문연구기

관과 여러 차례 원자분광학 및 레이저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한 바 있었고, 

또한 1999년 이후부터는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사업을 통하여 중국과

의 첨단 광기술 협력기반을 조성하여 왔다. 

이에 따라 중국원자능연구소(CIAE22))와 전문가 교류를 진행하 고, 상

하이광학정 기계연구소(SIOM23)), 국가레이저핵융합연구실(NLLF24))과도 협

력을 추진하여 왔다.

22) China Institute of Atomic Energy

23)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24) National Laboratory for Laser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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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원자능연구소(CIAE)와 극초단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한 핵융

합 반응연구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협력을 위한 분위기

가 조성되었으며, 향후 장기적으로 상하이광학정 기계연구소(SIOM), 국가레

이저핵융합연구실(NLLF) 등과의 공동연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본 협력의제의 한국측 책임자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이용주 박사이며 

중국측은 CIAE의  TAO Yezheng 박사이다. 

○ 추진 경과 및 2004년도 추진실적

본 협력의제는 2002년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 중국원자능연구소

(CIAE)와 한국원자력연구소간의 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채택되었으나, 공동

연구를 재원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원자능연구소

(CIAE) 외 협력대상기관인 상하이광학정 기계연구소(SIOM) 및 국가레이저

핵융합연구실(NLLF)을 협력기관으로 추가하여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 으나, 중국 측에서 관리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보류되고 있다.

2004년 8월에 상하이광학정 기계연구소(SIOM)과 국가레이저핵융합연

구실(NLLF)의 고위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한국의 핵융합 연구 방향 등

에 관한 워크숍을 실시하 고, 여기에서 이들 기관과 한국원자력연구소간 레

이저 핵융합 분야에 대한 협력을 추진에 합의하는 등 의 진전이 있었다.

○ 향후 추진방향

한국과 중국간의 레이저 핵융합 분야의 폭넓은 협력 추진을 위해 현재

의 중국원자능연구소(CIAE)와 함께 상하이광학정 기계연구소(SIOM) 및 국

가레이저핵융합연구실(NLLF)을 협력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9) 핵자료 개발 

○ 추진 배경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국내 원자력연구개발을 위한 핵자료를 생산․

평가․처리․배포하고 있는데, 중국원자능연구소(CIAE)의 핵자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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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DL25))과 1997년 이후 원자력연구개발의 기초자료인 핵반응자료의 평가

방법론, 평가결과에 대한 비공식 협력을 지속하여 왔다.

이후 2002년 8월에 중국원자능연구소(CIAE)의 관계자들이 한국에서 개

최된 핵자료생산 및 평가 워크숍26)에 참석하여 양 기관간 협력을 타진한 바 

있었고, 2003년도에 상기 워크숍 참석 의사를 중국 측에서 제안하는 등 양 

기관간 협력의사가 충분함에 따라 2004년도에 한․중원자력공동위원회에 정

식 협력의제로서 제안되었다.

○ 추진 경과 및 2004년도 추진실적

2004년에 협력의제로서 제안되었고, 2005년 신규 의제로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핵자료생산 및 평가 워크숍에 중국측 관계자가 참석하여 

협력하는 수준이상으로 협력이 아직은 활성화 되지는 않고 있으나, 2004년 

중국측 혁자료 전문가 2인을 별도로 초청하여 광핵반응 핵자료를 공동 생산

하고 있는 등의 진전이 있었다.

○ 향후 추진방향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본 의제와 관련하여 중국측에 실질적인 협력을 

계속 요청하 으나, 적극적인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 측은 중국과의 본 

분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중국 측이 계속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본 협력의제를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다.

(10) 한․중 원자력분야 학생교류 채널 구축

○ 추진 배경

1995년 한․중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간 기술교류 등 협

력 활동이 크게 증대되고 있고, 원자력분야의 수출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는 등에 따라 양국의 원자력분야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간의 

25) China Nuclear Data Lab., 중국핵자료연구소

26) 핵자료생산 및 평가 워크숍(NDPE)은 매년 한국의 포항가속기연구

소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핵자료평가랩과 공동개최하는 국제학술

발표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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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003년 신규 협력의제로 제안하여 채택

되었다. 

중국은 칭화대학, 상하이교통대학을 비롯한 다수의 대학에 원자력관련 

학과가 운 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 분야 뿐 아니라 비발전분야에서도 다양

한 교육과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므로 한국과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한국 대학과의 교류를 교수간의 교류에서 보다 진전

된 형태로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본 협력의제가 출발되었다.

○ 추진 경과 및 2004년도 추진실적

본 협력의제가 채택되기 전에 한국측에서는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중 원자력인력교류 기반 구축을 위한 대학간 교류활성화 방

아 연구”가 2002년 12월부터 1년간 수행되었고, 본 과제에서 협력대상기관으

로 칭화대학과 상하이교통대학을 선정하고 접촉하여 왔다. 그리고 본 과제를 

통하여 한국내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대학과의 교류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사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하 다.

한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내의 인력양성사업을 통

해 학생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중국에서도 한국의 인력양성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 협력의제를 통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으

나, 중국 측의 사정에 의하여 추진되지 못하 다.

○ 향후 추진방향

양국은 2004년도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원자력 학생교류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공동 인식하 고, 이에 의거하여 한국측에서 한․

중 공동위원회의 실무그룹의 하나로서 공동조정그룹(JCG; Joint Coordinator 

Group)을 구성하자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향후 공동조정그룹이 활성화되면 양국은 양국간 대학생 교류 협력을 

위한 자문을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전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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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 공동연구센터 설립기반 조성

중국은 21세기 최대 원전도입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한국은 원자력기술 

선진국으로서 발도움하여 원자력기술수출국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이러한 상호간의 이해에 따라 한국과 중국간에는 원자력분야에서 

많은 협력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의 B 그룹(원자력연구개발)에서는 

양국간의 실질적인 협력의 증대는 물론 원자력기술무역의 활성화를 핵심기

반기술 분야의 공동연구센터 설립 기반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가. 핵심기반기술 분야별 공동세미나 개최 및 인력교류

양국간 관심분야의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호혜적 입장이 견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상호

간 기술정보교류와 인력 교류 등을 통해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의 B-그룹(원자력연

구개발)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정보 공유 및 인력교류를 촉

진하 다.

(1) 고온가스냉각로 기술 및 수소생산기술 분야 기반 조성

2003년 12월 15일부터 이틀간 중국 칭화대학교의 INET의 관계전문가

인 Xu, Yuanhui 교수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초청하여 한․중 원자력수소

공동연구센터 설립과 운 에 관해 협의한 바 있으며, 2004년 4월에는 한국에

너지기술연구원(KIER)의 관계 전문가 4명이 중국 칭화대학교 INET를 방문

하고, 양 기관간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 고, 2004년 5

월에는 중국 칭화대학교 INET 관계전문가 5명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방문하여 연구현황 견학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한 바 있는 등 인력교

류를 통한 협력기반 구축 활동이 매우 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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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수력 분야 기반 조성

열수력 분야 관계 협력의제에서는 제1차 한ㆍ중 열수력 공동세미나를 

2003년 10월 27일부터 양일간 중국핵동력설계연구소(NPIC)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 제2차 공동 세미나를 2005년 전반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등 기술정보 및 인력교류를 통한 협력기반조성 활동이 활발하 다. 

또한 2004년 4월에는 B-7 협력의제(열수력 모사방법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기술 협력)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2004년 4월 개최한 “The 

Spring 2004 CAMP Meeting"에 중국원자능연구소(CIAE)의 관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중국의 안전 코드 평가활동을 발표하 고, 한국의 안전성평가코드

인 RELAP5 등 코드 현황을 파악하는 등 기술정보 교류활동이 활발하 다.

(3) 가속기 활용 기술 분야 기반조성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최된 제4차 OECD/NEA 대용량가속기 이용 

및 안정성에 관한 국제워크숍에 중국원자능연구소(CIAE)의 관계 전문가 6명

이 참석하여 기술정보를 교환하 고, 한국원자력여구소의 양성자 가속기 관

련시설도 방문하는 등의 인력교류 활동이 활발하 다.

또한 중국의 고에너지물리연구소(IHEP27)) 관계 전문가가 한국원자력연

구소 양성자가속기 사업단에서 실시한 RFQ(Radio-Frequency Quadrapole) 

실험에 2004년 6월 23-25일간 직좁 참여하는 등과 함께, 2004년 9월 20-21일

에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개최한 제8차 양성자가속기 워크숍에도 관계 전문가

가 참석하여 기술정보를 교류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고, 2005년 4월경에는 한

국원자력연구소에서 DTL(Drift Tube Linac)관련 Mini-workshop을 갖기로 

하 다.

(4)  레이저 핵융합 기술 분야 기반조성

2004년 3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관계 전문가가 북경의 물리연구소

(CAS28))를 방문하여 관성핵융합의 최신 기술로 알려지고 있는 고속점화 기

27) Institute of High Energy Physics

28) Institute of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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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관하여 협의하 고 동시에 상해의 상하이광학정 기계연구소(SIOM29))

를 방문하여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에 관한 기술 협력 연구를 점검하는 등의 

활동을 한 바 있고, 2004년 7월초에는 2주일에 걸쳐 한국원자력연구소 관계 

전문가가 상하이광학정 기계연구소(SIOM)을 방문하여 관계 전문가들과 관

성핵융합 실험(톰슨 산란실험)을 공동 수행한 바 있는 등 인력 및 정보교류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2004년 8월에는 중국 공정물리원(CAEP30))의 부소장과 상하이광학정

기계연구소(SIOM) 소장이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핵융합 연구의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나. 연구시설 공동활용 기반 구축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의 B-그룹(원자력연구개발)에서는 공동연구센

터 설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연구시설 공동 활용을 추진하 다. 

(1)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 설립

원자력수소생산을 위한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

고, 이를 통한 연구시설 공동 활용이 추진되고 있다.

한․중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NH-JRC31))는 양국간의 수차례의 협의

를 거쳐 2004년 4월 15일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중국 칭화대학의 INET간에 

설립되었다. 본 공동연구센터는 베이징에 설립되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원자력수소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중국의 고온가스로 실험로인 HTR-10

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공동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 을 위해 양국이 공동 참여하는 운

위원회를 두기로 하 고, 2004년 4월 13일에 제1차 운 위원회를 베이징에

서 개최하여 양국간 공동연구개발 방안을 협의하 으며, 제2차 운 위원회는 

한국 대전에서 2004년 10월에 개최되었다. 현재 본 공동연구센터가 중심이 

29)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30) China Academy of Engineering Physics

31) Korea-China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Nuclear 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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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연구시설 공동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공동연구시설로서의 “하나로” 활용

중국측의 요청에 의해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다목적 연구로인 하나로에

서 중국에서 최근 건설한 연구로 CARR 운전원 교육을 실시하 다. 이는 양

국의 시설 공동활용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중국 CARR 운전원의 하나로 이용 교육훈련은 2004년 2월,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중국원자능연구소(CIAE)와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자간 교육훈련 

경비 및 교육의 세부내용, 냉중성자 한․중 공동워크숍 개최 등에 합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후 2004년 7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부훈련과정을 

조정하고 준비를 하 으며, 8월부터 CARR 운전원 9명 및 엔지니어 6명에 

대해 한달간 교육훈련이 하나로에서 실시되었다.

현재 2004년도의 1차 교육훈련 실시 결과에 상호간 만족함에 따라 2차 

2005년도에는 CARR 운전원 10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되어 

있다.   

연구로를 이용한 중성자빔 이용 협력에서는 한국이 하나로를 이용한 

중성자빔 이용연구가 활발하고, 많은 이용자그룹을 가지고 있는 등에 따라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의 입장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하 고, 이 

분야의 협력이 양국에 호혜적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공동이용 측면

에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서 원자력수소 분야의 협력과는 달리 중국 측이 

한국 측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 측에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본 협력에 대해 양국이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나, 협력을 

구체화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인식 등에 따라 

공동 워크숍 개최 및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과 같은 구체적인 협력은 순연되

고 있다. 그러나 양국 관계자들은 상호 방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

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등에 따라 전문가 상호방문, 공동 워크숍의 

개최, 공동협력연구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공동연구센터의 설립 등과 같은 단

계적인 협력 진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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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기반기술 분야별 공동연구센터 설립 타당성

최근 한국에서는 과학기술 국제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과학기술협력

센터의 설립과 운 이 적극 권장되고 있으며, 신소재, 생명공학, 광기술 및 

대기과학 분야에서 4개의 협력센터가 한․중간 설립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원자력 관련 분야에서는 한․중 광기술 협력센터가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중

국 광학정 기계연구소간 설립된 바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원자력이용개발이 활성화되어 있고, 앞으로도 전망

이 밝은 점 등에 따라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이 기대되고 있

다. 특히 현재까지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많은 분야에서 실질적

인 협력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양국간 협력을 좀더 효과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 실체적인 협력 방법을 강구하는 것

이 중요한 시점이다.

원자력연구개발 실무협의체가 관장하는 분야에서 공동연구센터를 설립

하여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게 있으며, 실질적으로 고온가스

로를 이용한 수소생산 분야에서는 공동연구센터가 설립된 바 있다. 

중국과의 협력증진을 위해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양국의 

강점분야 및 대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별로 구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연수센터를 통한 협력의 기본방향은 협력이 양국에 호혜적이

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국은 모든 분야에서 같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

졌다고 볼 수 없음에 따라 기술력의 차이 등을 반 한 적절한 협력방안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한 국가가 강점을 가진 기술 분야의 경우는 상대 국가가 공동연

구를 수행함에 있어 강점 국가에 대해 호혜적일 수 있는 반대급부를 제시하

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해당기술 분야의 미래 시장으로서 가능성을 제시될 수 

있다든지, 강점국가가 필요로 하는 다른 기술 분야를 상대국가가 강점기술로

서 제시할 수 있다든지 하는 등이 예가 돌 수 있다. 그리고 강점 국가는 협

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점 국가의 시설활용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강점국가에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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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물론 공동연구센터가 양국 모두에 설립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양국

이 특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

다고 본다.

이에 반해 협력 당사국간 기술력 수준이 비슷한 경우에는 상호호혜적

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동연구센터의 설립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단 호혜성이 유지되기 위해서 당사국간 세부 분야별 강점 분야에서 차

별성이 있는 것이 공동연구센터 설립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당사국들이 협력에 따른 이득을 찾지 못할 경우가 많을 수 있으며, 

이러한 때는 전문가 교환 등의 협력은 추진될 수 있으나, 공동연구센터 등 

높은 수준의 협력 추진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당사국들이 

호혜성을 어떻게 찾느냐가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통한 협력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중간 원자력분야 공동연구센터 설립 타당성을 우리나라

의 강점 기술분야, 한․중 양국 기술수준 유사 분야 및 중국의 강점기술 분

야로 구분하여 평가하 다.

가. 한국 강점기술 분야

한․중간 원자력과학기술분야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원전 건설 및 운  분야

․원자력안전분야

․연구용 원자로 및 중성자빔 이용 분야 등

이들 강점분야에서는 한국 측의 양보나 지원 의사에 따라 양국이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또한 한국측에 일정한 정도의 이점

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고려될 수 있는 한국 측의 이점의 예로는 원전 건설 및 운 과 원자력 

안전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의 실시 등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분

야에서 교육 훈련을 위한 공동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한국 측은 중국에 양질

의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의 반대급부로서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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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 건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규 원전 시장에의 진입은 다른 많은 요인

(기술자립 정책과 외교정책 등 정책적 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음)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경향임에 따라 그 효과성을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

다. 하지만 양국이 신규 원전시장에 대해 양측을 신중히 고려하는 입장에 있

다면 본 협력은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하는 분야에서의 협력은 중국이 신형 연구로 

CARR를 건설하는 등에 따라 중국 측이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분야이

다. 중국 측은 특히 CARR 건설 운전과 관련하여 운전요원 교육을 한국 측

에 요청하여 진행 중에 있는 등 이 분야에 대한 협력에 수혜적 입장에서 접

근하고 있다. 그러나 중성자빔 이용 등에 관해서는 양국이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운 할 경우 호혜적인 성과가 무엇일 수 있는가에 대해 아직은 공

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입장에서 이에 따라 양국은 이 

분야의 협력과 관련하여서는 시간을 가지고 추후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하

다.

이러한 이유는 중국 측은 아직 CARR를 이용하는 설비 등에 관한 준비

가 되지 못하여 당장의 협력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고, 한국 측에서는 이 분

야에서 많은 연구 진전이 있는 점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 그 자체가 일방적 

협력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이 

분야의 협력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호혜적인 입장에서 협력이 가능한지에 대

한 분석과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양국간 기술수준 유사 분야

한․중간 원자력과학기술협력이 추진되고 있는 분야에서 양국의 기술 

수준이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원자력 열수력 연구

․ 핵자료 개발

양국의 기술수준이 대등하다고 보면, 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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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는 다음 사항이 고려될 수 있다. 

① 먼저 대등한 기술수준으로 인해 양국이 협력을 통해 호혜적인 이득

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이는 세부분야에서 양국이 각각 강

점을 보이는 분야의 차별화가 충분히 되어 있어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발생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경우이다. 

② 반대로 대상 기술 분야의 세부 분야별 양국의 강점 분야가 크게 중

복되고 있어서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가 적은 경우로서, 이 

경우는 협력 추진에 대한 열의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고려대상이 되고 있는 열수력 분야는 한․중 양국간 협력이 활발

한 분야의 하나이지만,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정도의 시급

성이 있지는 않다. 양국은 원자력안전 평가 측면에서 열수력 실험의 중요성

이 공감하고 있고, 양측의 실험데이터 공유를 통한 원자력안전성 증진에 기

여하려 하고 있다. 특히 중국 측은 향후 원전 기술자립과 표준화를 위해 열

수력 관련 데이터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면에서 중국 

측의 호응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원자력안전이 한국

의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면에서 협력이 중요하고, 기초적인 연구 및 실험

결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열수력 안전평가 기

술을 더욱 선진화할 수 있다는 등에서 활발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

된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양국의 협력 수준이 연구결과의 공유 등에 머

물고 있고 더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 못하는 등에 따라 

협력 형태가 공동연구센터의 설립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핵자료 분야는 양국의 기술수준이 유사하나, 세부분야별로는 차별화가 

되어 있어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어 협력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 측에서 중국에 비해 취약한 가스냉각로 관련 핵자료 분야

는 한국측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어느 정도 협력의성과가 있으나, 중국 측

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타분야의 핵자료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적극적인 요청이 없어 협력 진전이 더디다. 이에 

따라 본 분야에서의 협력이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할 정도로 시급성과 중요성

이 이식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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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확보가 중요하며, 어느 한 국가의 노력보다는 다국가간 협력을 통해 개

발하고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관점에서 향후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

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본다.

다. 중국 강점기술 분야

한․중 원자력협력, 특히 원자력과학 분야에서 중국이 강점을 보이는 

기술 분야는 고온가스로 및 수소생산기술 분야와 레이저이용기술 분야 등이

다.

앞서 “가”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협력이 호혜적이라는 점이 부각되거

나, 일방적일지라도 강점기술을 가진 국가가 협력을 통해 미래에 어떤 기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협력추진이 가능하다.

중국 강점기술 분야인 고온가스로 분야는 한국에서는 2020년경까지 수

소생산을 위한 고온가스로 개발이라는 미래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고, 제4세

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을 통한 국제공동연구의 한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나, 고온가스로 기술에 대한 경험이 일천한 것이 취약점

인 반면, 중국은 고온가스로 실험로 건설 등의 경험을 통해 기초기술은 확보

하 으나 미래 활용기술개발 등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 제시하고자 하는 

내부적 요구가 있었고,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 등을 통한 국제공동

연구 참여가 필요할 경우 한국 측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배경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는 양국은 호혜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고, 협력의 이점이 매우 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음에 따라 공동연구

센터의 설립으로 진전되었다고 판단된다.

레이저 이용기술 분야 등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한 핵융합 기술개발 등

에 분야가 국한되어 협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진전이 미미한 실정이다. 그 

배경으로는 양국이 기술실현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등에 따라 정부 등으

로부터의 지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로 판단된다. 또

한 레이저의 다른 이용기술 분야는 산업적 응용 등이 중요함에 따라 정부 

간 연구차원의 협력이 용이하지가 않기도 할 뿐 아니라, 레이저를 이용한 안

정동위원소 생산 등의 분야는 국제핵비확산체제에서의 감시와 통제 등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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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능성이 있어 원활한 협력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레이저를 이용하는 분야의 협력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공동연구센터의 

설립 등은 매우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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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및 건의사항

본 연구는 향후 원자력분야에서 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

망되는 중국과 원자력 기초ㆍ기반 기술 분야 협력 촉진을 위한 공동연구센

터 설립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실무협의체 운 활성화를 통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등, 연구목표와 추진방안이 잘 부합되어 수행되었

다. 그 일례로서 고온가스로 및 원자력수소생산 기술 분야에서 한ㆍ중 양국

이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연구로 분야에서 중국의 CARR운전원을 한국

의 HANARO에서 훈련시킨 것은 매우 중대한 성과라 할 것이다.

한편,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

하여 한국 강점 기술 분야는 동북아 R&D 허브 구축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고 연구로의 중성자이용 분야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여 양국이 그 필요

성에 대해 공동 인식하 으며, 향후 충분한 토의를 거치기로 하 다. 그리고 

양국 유사한 기술수준 분야는 기술개발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접근하여 공

동연구센터의 설립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양국이 그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

서는 아직 인식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선진기술 습득 

차원에서 접근한 중국 강점 기술 분야는 고온가스로를 이용한 수소생산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결과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협력기반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될 것이며, 한ㆍ중 원자력공동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운 과  

한ㆍ중 원자력산업 교류 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50 -

참고 문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중국 급부상에 따른 과학기술 전망,” 대통령자문보고

(2002-01), 2002.10.4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3.7

原子力年鑑 2005, 日本原子力産業會議

原子力年鑑 2006, 日本原子力産業會議

原子力ポケッブック 2004, 日本原子力産業會議

State Power Information Network; http://www.sp.com.cp 

과학기술부, 한․중 기반 기술 교류 촉진을 위한 협력기반 조성 연구, 한국

원자력연구소, KAERI/RR-2413/2003, 2003.11

과학기술부, 제5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결과보고서, 한국원자력국제협

력재단, 2004.12

K.P. Lau and Dr. Ralph G. Bennett, Overview of China Consultation, GIF 

Policy Group Meeting, 23 Sep. 2005

Summary of Potential for Chinese Collaboration within GIF, Sino-U.S. 

Consultation Meeting, 24-25 Aug. 2005, Beijing, China



- 51 -

부록 1.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제5차 

실무협의체 B-의제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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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의제 목록

번

호
의     제    명

의제 책임자
(우리측∙중국측)

전화
042-868

B-1
고온가스로 개발

Development of HTGR Technology 

장종화, 신형원자로개발단, 

Xu Yuanhui, INET, Thingha 

University

2884

B-2

2 상유동을 위한 열수력 모델 및 선진 계측 

기술 개발 (Development of Physical Models 

and Advanced Measurement Technologies for 

Two-Phase Flow)

송철화, 신형원자로개발단,

Mr. Wu Xiaohang, NPIC, CNNC

8876

B-3

열전달 실험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Heat Transfer Experiment 

and Application Technology

천세형, 신형원자로개발단,

Mr. LU Donghua NPIC, CNNC

2948

B-4

가속기 활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Advanced Accelerator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s

최병호,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단 

Prof. Shouxian FANG, IHEP

8904

B-5

한∙중 연구로  기술 협력

Technical Cooperation for Research 

Reactor

박 철. 하나로이용연구단 

Mr. WANG Yullin, CIAE

8287

B-8

신에너지 창출을 위한 레이저융합 기반 기술 

공동연구 

Joint Research on the Fundamentals of 

Inertial Fusion Energy as a New Energy 

Source 

이용주,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Dr. Tao, Yezheng, CIAE.
2935

B-9
핵자료 개발

Development of Nuclear Data 

장종화, 신형원자로개발단, 

Xu Yuanhui, INET, Thingha 

University

2884

C-1

핵연료주기 및 방사성폐기물 기술개발

Nuclear Fuel Cycle and Radioactive Waste 

Technology 

박현수, 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 

Mr. LI Jingng,  CIAE 
   2753

C-2

한-중 조사후 시험기술 교류 협력

Korea-China Cooperation on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Techniques  

홍권표, 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 

Mingquan FENG, NPIC

8452

C-3

연구로 시설 제염해체 기술 협력

Technical Cooperation on the 

Decommissioning of Research Reactor

박진호, 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

not nominated 
8010

E-3

공업 및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응용

Isotope and its Application in Industry and 

Medicine

한현수, 하나로이용연구단

Dr. Zhifu LUO, CIAE 

8410

E-

신규

유용식물의 유전자원 개발을 위한 RT-BT 기

술 적용 

Application of Radiation Technique and 

Biotechnology for New Germplasm of 

Useful Plants 

강시용, 방사선이용연구부

Dr. Luxian LIU,  CAAS
8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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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번호 : B-1

❐과제명 : 고온가스로 개발 
     (Development of HTGR Technology)

❐과제책임자:
▪한국측 : 장종화, 핵자료평가랩, KAERI

▪중국측 : Dr. XU Yuanhui, INET, Tsinghua University

❐추진배경 (국문)
  o 한국원자력연구소는 2001년 이후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를 개발

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원자력수소 

생산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o 중국 칭화대 부설 INET는 고온가스로인 HTR-10을 완공하고 2001

년부터 실험을 하고 있음.

❐추진실적 및 현황 (국문) 
일 시 업무 내용

2001. 10. 24 제 2 차 공동위원회에서 협력할 것을 합의

2001. 11. 13 중국측 과제 책임자 Dr. Xu와 일본 도쿄에서 만나 

HTR-10 관련 기술논문 74 종, 상호 단기간 방문에 대

해 합의

2002. 4 INET 발간 기술 논문 85 종 입수
2003. 9.12∼13 과기부 조청원 원자력국장과 KAERI 장종화 박사가 

INET를 방문하여 고온가스로와 원자력수소 공동연구

센터를 INET에 설립하기로 합의함
2003. 9.27~ 29 KAERI 박창규, 장종화박사가 INET를 방문하여 원자력

수소공동연구센터설립 세부사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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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회의 합의내용( 문)

To establish the NH-JRC in INET as agreed in the 4th working group meeting, the 

Korean side proposed to invite three INET experts  to KAERI to discuss and finalize 

the terms of references for the NH-JRC

❐제4차 회의이후 추진실적 
  -2004.4.15 : 한원연과 칭화대 간에 한중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 

(Korea-China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Nuclear Hydrogen: NH-JRC)를 설립함.

  -2004.4.13 : 제 1 차 NH-JRC 운 위원회 개최 (북경)

          공동 연구개발 업무 협의

  -2004.10.25-26 : 제 2 차 NH-JRC 운 위원회 개최 (대전)

          성과협의 및 공동연구개발 업무 추진 협의

❐발언요지 (국문) 
  한중공동연구센터를 칭화대 INET에 설치함으로써 양국의 고온가스

로연구개발업무는 더욱 실질적으로 발전할 것이 기대된다. INET에서 

운  중인 HTR-10을 이용한 각종 실험과 추진 중인 발전용 실증고

온가스로개발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개발 중인 수소생산용 고온가스

로기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므로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와 전문가의 교환은 물론이고 각국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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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요지 ( 문) 
  Establishment of a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Nuclear Hydrogen will promote the development activities of both 

parties more practically. The experiments performed at HTR-10 of 

INET and the program to develop a prototype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are of great importance to the Korean program 

to develop a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and nuclear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y. Direct participation in the 

activities of both sides is expected as well as the current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ts.

❐합의록 ( 문) 
  Both party agree to direct participation in the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activities relevant to HTR-10 and HTR-PM of 

China and NHDD of Korea, through NH-JRC.

❊약어 및 용어 설명
  HTR-10 : 중국 INET에서 건설, 운  중인 실험용 고온가스로.

  HTR-PM : 중국 INET에서 추진 중인 발전용 고온가스로 실증로.

  NHDD : 우리나라에서 수행 중인 원자력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개발 

사업. Nuclear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NH-JRC : Korea-China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Nuclear Hydrogen, 한-중원자력수소 공동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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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번호 : B-2 

□ 의제명: 2 상유동을 위한 열수력 모델 및 선진 계측기술 개

발 (Development of Physical Models and Advanced 

Measurement Technologies for Two-Phase Flow)

▯ 의제명 변경: (변경전 내용 및 변경 근거)

       의제명 : 열수력 실험을 위한 첨단 측정기술 개발 (Development of 

Advanced Measuring Technology for Thermal Hydraulic 

Experiments)

       변경근거: 제4차 공동위원회 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 협의되었음. 먼저 양

국 해당기관[한국측 KAERI (송철화); 중국측 NPIC(Mr. Chen 

Bing-de와 Mr. Huang Yang-ping) 및 서안 교통대학(Prof. Guo 

Lie-jin)]에 의해 구체적으로 협의되었으며, 동 결과에 대해서 중국측 

CNNC 국제협력 담당 부책임자(Ms. Yang Lin)이 동의한 바 있음 

(제1차 KAERI-NPIC Workshop 개최 기간중; 2003. 10. 27-28) 

□ 과재책임자 : 

   아  측 : Dr. 송철화 (열수력안전연구부, KAERI)

 중국측 : Dr. WU Xiaohang (NPIC, CNNC, China) 및

   Prof. Guo Lie-jin (Director, Xi'an Jiaotong Univ., 

Xi'an, China)

 ▯ 과제책임자 변경: (변경전 내용 및 변경 근거)

아  측 : Dr. 송철화 (책임연구원, 열수력안전연구부, KAERI)

 중국측 : Dr. WU Xiaohang (NPIC, CNNC, China)

       변경근거:제4차 공동위원회 위원회 본회의(2003. 11. 13-14) 합의사항임 

(NPIC측 책임자 변경 및 Xi'an 대학 신규 참여)    

  □ 추진배경

- 원자력 연구개발에서 계통 안전해석을 위해 필요한 열수력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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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및  관련 요소기술의 확립에 필요한 선진 계측기술을 개발

하기 위해 양국 해당기관간의 상호 정보 및 인력의 교류, 그

리고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력을 추진함.

- 원자력 열수력 분야의 기술은 고온고압의 극한조건하에서 형

성되는 단상 유동 및 2상 유동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

구되나, 이러한 열수력 현상을 설명하는 적절한 열수력 모델

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관련 연구에 필요한 대부분의 계측

기술들은 현재 상업화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한․중 양국간

의 공동연구를 통해 동 기술의 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

음. 

       - 주요 협력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원자력 안전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2상 유동 열수력 현상

에 대한 물리적 모델의 개발 

          o 그리고 이를 위한 선진 계측기술 개발 및 평가/검증 

          o 열수력 실험결과, 계측기술 및 전문가의 상호 교류     

       - 기대효과 

          o 2상 유동에서 열수력 현상에 대한 신뢰성 있는 실험자료 

생산 

          o 개발된 계측기술을 사용하여 얻은 실험 자료를 근거로 안

전 분석코드 의 2상 유동 내에서의 예견되는 개선된 물리

적 모델개발 

          o 계측기술 개발에 근거한 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안전 분석

코드를 개선함. 

  □ 추진실적 및 현황 

- 2001년 8월 실무협의회에서의 조율을 거쳐 10월 제2차 한중원

자력공동위원회에서 협력 의제로 정식 채택되었음.

- NPIC의 해당 연구분야 Director(Mr. Huang Yanping)와 기본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상호 교환방문을 통한 정보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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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착수하기로 2002년 5월 제2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합의함.

- NPIC 방문단 4명이 2002년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국

원자력연구소를 방문하여 연구시설 등을 견학하고 양측의 연

구현황에 대한 발표회 및 토론을 가짐.

- KAERI 방문단(송철화 외 2명)이 2003년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Xi'an 교통대학 소속 국가중점연구실 (State Key 

lab. of Multi-phase Flow in Power Engineering; 책임자 

Director Guo Lie-jin)을 방문하여 동 협력의제에 관한 협력을 

합의한 바 있으며, 또한 동 기간중 연구시설 등을 견학하고 

양측의 연구현황에 대한 발표회 및 토론을 가진 바 있으며, 

향후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함. 동 협력에 관한 협의 후에 

가진 NPIC측 및 CNNC측(담당자 : Ms. Yang Lin)과의 협의

에 따라 B-2의제 범위하에서 KAER와 NPIC 및 서안교통대학

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 음.  

- KAERI 방문단 6명이 2003년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NPIC를 방문하여 제1차 원자력열수력 공동 workshop을 개최

하 음. (의제 B-3와 공동 개최). 또한 동 기간중 연구시설 등

을 견학하고 양측의 연구현황에 대한 발표회 및 토론을 가짐.  

차기 workshop은 2년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동 회의에서는 또한 제4차 JCNE 실무위원회에서 권고한  

Xi'an 교통대학-KAERI 사이의 국제협력 내용도 포함하여 다

음과 같이 의제 명칭을 변경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CNNC 

및 한국측 MOST를 통해 JCNE에 건의하기로 함: 

         o 의제(B-2) 변경 명칭 : Development of Physical Models 

and Advanced Measurement Technology for Two-Phase 

Flow 

         o 의제(B-2) 참여기관 :

            - 한국측 : KAERI (책임자 : 송철화)

            - 중국측 : NPIC (책임자 : SUN Qi) 및 Xi'an Jiao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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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 (책임자 : Prof. GUO LieJin)

- 제4차 원자력공동위원회 본회의에서는 실무위원회에서의 다음

과 같은 협의사항을 결의하 음.  

         o 의제(B-2) 변경 명칭 : Development of Physical Models 

and Advanced Measurement Technology for Two-Phase 

Flow  

  □ 제4차 회의 합의내용 ( 문) 

- Both parties have agreed on further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of advanced measuring technology for thermal hydraulic 
experiments.  Mutual visits of experts, technical workshops, exchange of 
technical information, and cooperative research projects will be 
continuously implemented. 

- The 2nd KAERI-NPIC Joint Workshop on the Nuclear Reactor 
Thermal-Hydraulic Research will be held at KAERI, Daejeon, Korea 

within two years not later than 2005 autumn.

 - The title of B-2 is changed to "Development of Physical Models and 

Advanced Measurement Technologies for Two-Phase Flow" by 

merging the newly proposed cooperation item. 

 - Cooperation on joining the Post-Doctoral research program will be 

pursued.

  □ 제4차 회의이후 추진실적 

- 2004년 9월 13일 KAERI를 방문한 NPIC 소속 Prof. Chen 

Bing-de (부소장)과 B-2 의제 한국측 책임자(송철화)와의 협의

에 따라, 제2차 공동 workshop은 당초 합의대로 2005년 전반

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재차 확인하 으며, 

      - 동 workshop은 양국 원자력학회(KNS 및 CNS) 차원에서도 공

식적으로 후원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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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 요지 (국문) 

- 본 협력의제 B-2에 관한 협력은 제3,4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

회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연구 협력 추

진의 방안으로 2003년도 10월 27-28일에 제1차 공동 워크샵을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세부 협력방안의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제2차 공동 workshop은 당초 합의된 바에 따라 

2005년 전반기에 한국에서 개최 추진하는 것을 재확인함.  또한 

동 workshop의 개최를 바탕으로 양국 원자력학회간의 건설적인 

협력에 관한 논의를 착수하기로 함.  

  □ 발언 요지 ( 문) 

-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Physical Models and 

Advanced Measurement Technologies for a Two-Phase Flow" 

has been progressed following the agreement of the 3rd 

and 4th Meeting of the PRC-ROK Joint Committee on 

Nuclear Energy (JCNE) that was held in Seoul on Nov. 1-2, 

2002 as well as Nov. 13-14, 2003.

- 3 KAERI experts have visited Xi'an Jiaoting Univ., Xi'an, 

China to discuss future cooperation. Also both parties signed 

the MOU on future cooperation between KAERI and Xi'an 

Jiaotong Univ.

- 3 KAERI experts have visited NPIC, Chengdu, China to 

attend the First Joint Workshop on Nuclear Thermal 

Hydraulics on Oct. 27-28, 2003 and presented 6 papers for 

item B-2. 

      - Following the agreement between KAERI and NPIC, it is 

hoped to hold the second joint workshop on nuclear reactor 

thermal hydraulic research in the Spring, of 2005 in Korea. 

And  participation from NPIC and Xi'an Jiaotong Uinv.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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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actively pursued.

- We hope to continue and further strengthen the cooperation 

in order to initiate joint research programs of mutual 

benefit in the near future.  

  □ 합의록 ( 문) 

     - Both Parties share the understanding such that it is very 

important and useful for both sides to cooperate in the field 

of thermal-hydraulics in order to maintain the self-reliance of 

nuclear safety technology in each nation.

- Both parties have agreed on the followings :

        1) The second joint workshop will be held in the Spring of 

2005 in Korea. 

        2) Also mutual exchanges of experts and technical 

information as well as developing cooperative research 

projects will be continuously pursued for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item B-2 between KAERI and NPIC, Xi'an 

Jiaotong University.

      -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both Parties in the following 

fields will be mutually beneficial for enhancing nuclear 

safety and developing the related technology ;

o Exchange of measurement technology already developed in 

two-phase flow fields

o Development of new advanced measurement technology 

for obtaining more reliable experimental data or new flow 

parameters in two-phase flow fields

o Development of a physical modeling of the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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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hydraulic phenomena to be implemented in 

advanced safety analysis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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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번호 : B-3

❐과제명 : 열전달 실험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Heat Transfer Experiment 

and Application   Technology)

❐과제책임자 (국 문)

▪한국측 : Dr. 천세 , 열수력안전연구부, KAERI

                (Dr. Se-Young CHUN, Thermal Hydraulic Safety    

      Research Division, KAERI)

▪중국측 : Donghua LU, NPIC, CNNC

❐추진배경 
- 한․중 양국의 공동 관심사인 열전달 실험 및 응용 기술(임계열유속 

측정 기술, 열교환 기기 특성, 모의 연료봉(가열봉 제작기술 등)과 

관련하여 상호 정보/인력 교류 및 공동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추

진함.

   - 공동 연구를 통해 실험 및 응용기술 개발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확립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비교 실험 등을 수행함

으로써 실험결과의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음.

❐추진실적 및 현황 
    - 2002년 5월 제2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NPIC 방문단 해당 연구분야 Director(Mr. Huang 

Yanping)를 포함한 4명이 2002년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

국원자력연구소를 방문하여 연구시설 등을 견학하고 양측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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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황에 대한 발표회 및 토론을 가짐.

- 우리측 연구팀 3명은 2002년 10월말에 NPIC를 방문하여 연구시

설 등을 파악하고, 양 기관간의 주제발표회를 갖은 바 있으며, 

또한 향후 연구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함. 

- 동 회의에서 양측은 2003년 후반기에 세부 연구주제에 대한 공

동 세미나를 NPI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이에 따라 

2003년 10월 27∼28일에 NPIC에서 KAERI-NPIC 공동워크샵을 

“열수력실험을 위한 첨단 측정기술 개발” 과제(협력의제 번호 

B-2)와 공동으로 개최하 음.  

❐제4차 회의 합의내용
 - Both sides agreed to develop cooperative research projects continuously 

for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on the transfer experiment and 

application technology.  

 - Korean side agreed the NPIC's proposal of a close cooperation on 

CHF model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tegrating the same 

contents of B-7.   

❐제4차 회의이후 추진실적
    - 2003년 10월 27∼28일에 의제 B-2와 공동으로 NPIC에서 제1차 

한-중 원자로 열수력 연구 공동워크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 음. 

2004년도에는 의제 B-3 단독으로는 공동워크샵 규모 문제, 양측 

사정등으로 워크샵을 개최하지 못하 으나, 내년도에는 의제 B-2

와 공동으로 워크샵을 추진할 것임.       

- 앞으로도 상호 방문 및 세미나를 통하여 구체적인 기술 교환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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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요지
    - 열전달 실험 및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은 제3차 한-중 원자력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추진되고 있음.

    - 2003년도 10월 27∼28일에 의제 B-2와 공동으로 NPIC에서 제1차 

한-중 원자로 열수력 연구 공동워크샵을 개최하 으며, 계속해서 

2005년도에는 2차 한-중 워크샵을 의제 B-2와 공동으로 한국에서 개

최하는 것을 희망함. 향후 상호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실험자료 교

환등 구체적 기술교환을 통한 공동 연구논문 작성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발언요지
    - The 1st NPIC-KAERI Joint Workshop on Nuclear Reactor 

Thermal-Hydraulic Research was held at NPIC on Oct. 27-28, 

2003. We hope to hold the 2nd KAERI-NPIC Joint Workshop 

with item B-2 at KAERI or NPIC in 2005.

- We hope to continue and further strengthen the cooperation 

in order to initiate joint research programs of mutual benefit. 

Holding joint workshops and the development of co-authored 

technical papers could be successively  implemented from 

2004.

❐합의록 
    - Both sides agreed to hold the 2nd KAERI-NPIC Joint          

Workshop on Nuclear Reactor Thermal-Hydraulic Research 

with item B-2 at KAERI or NPIC in 2005.

 - Both sides agreed to continuously develop cooperative research 

projects  for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o f heat transfer experiments for nuclear reactors and the 

relevant appl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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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번호 : B-4

□의제명 : 가속기 활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advanced Accelerator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s)

□과제책임자 :

  아측 : 최 병호,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KAERI

  중국측 : Prof. FANG, Shouxian. IHEP

□ 추진배경(국문)

  ◦ 중국은 IHEP를 중심으로 파쇄중성자원 및 가속기구동 미임계로 

용의 대용량 양성자가속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

연구소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출범으로 대용량 양성자

가속기 개발 및 이용 분야의 다양한 상호협력으로 시너지효과가 

기대됨.

  ◦ 현재 한,중,일 3국간에 양성자가속기의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Mini- workshop을 비롯한 학술적으로 긴 한 협력관계를 유지하

고 있으며, 향후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면 본격적인 기술협력관계

를 수립하고자 함.

□ 추진실적 및 현황(국문)

  ◦ 양측은 전문가들의 상호 방문과 정보교환을 계속한다. KAERI는 

중국의 과제책임자인 Fang Shouxian 교수를 2003년 10월에 예정

된 우리 측의 제7차 양성자가속기 워크샆에 초청하여 협력사항을 

협의한다.

  ◦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우리 측은 KAERI와 IHEP간에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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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 으며 중국 측은 이에 동의하 다.

□ 제4차 합의내용

Both sides keep to exchange experts and the cooperation 

information. Korean side invited Chinese side collaborator, Prof. 

FANG Shouxian, to the 7thProton Accelerator Workshop held in 

KAERI on 15 October, 2003 to discuss the detail cooperation plan.

In order to enhance the cooperation, Korean side proposed that a mutual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KAERI and IHEP will be prepared and signed 
as soon as possible, and Chinese side accepted.

□제4차 이후 추진실적 

◦ KAERI에서 열린 제4차 OECD/NEA 대용량가속기 이용 및 안정

성에 관한 국제워크샆에 CIAE의 Dr. Xia Haihong을 비롯한 6명

이 참석하고 KAERI의 관련시설도 견학하 음.

◦ IHEP의 Dr. Xu Taoguang이 금년 6월 23-25일간 KAERI 양성자

사업단의 RFQ실험에 참여하 음.

◦ 금년 9월 20-21일에 열린 KAERI의 제8차 양성자가속기 워크샆에 

Fang Shouxian 교수를 초청하여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고 내년 4

월경에 KAERI에서 DTL관련 Mini-workshop을 갖기로 함.

   

□ 발언요지(국문)

  ◦ KAERI는 현재 중국 측이 준비 중인 파쇄중성자원을 위한 양성자

가속기사업과 미임계구동원자로를 위한 양성자가속기사업의 진행

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관련 상호협력의 협

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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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측의 인력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상호 인

력파견과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세계획을 수립하기를 희망

함.

□ 발언요지( 문)

  ◦ We are very much interested in Chinese Proton Accelerator 

Projects being prepared by CIAE and IHEP, one for a 

spallation neutron source and the other for an ADS(Accelerator 

Driven System). We hope that mutual concerns and 

cooperations for those projects be discussed in due time.

  ◦ We hope that a detailed collaborative plan will be established 

to enhance technical cooperation and mutual expert exchanges 

as far as the related manpower and budgets allow from both 

sides.

□ 합의록( 문)

  ◦ Both sides will continue to exchange experts and to share 

technical information and they will prepare a detailed 

collaborative plan to enhance mutual technical cooperation for 

establishing high intensity proton accelerators in both 

countries.

❊약어 및 용어 설명 
IHEP : Institute of High Energy Physics

DTL : Drift Tube Linac (accelerator)

RFQ : Radio-Frequency Quadrupole (accel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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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번호 B-5 

□ 과 제 명 :  한-중 연구로 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for Research 

Reactors)

□ 과제책임자 : 

아  측(contact person) : 김 진 부장/ KAERI

담당: 김 진, 이창희 / 하나로이용기술개발부, KAERI

박철 / 하나로운 부, KAERI 

 중국측(contact person) :  Mr. WANG Yulin /CIAE

            담당: Dr. Weiguo ZHANG / CHEN, CIAE

Prof. Dongfeng / NSL, CIAE

□추진 배경(국문)

■ CARR 건설

- 중국원자능연구소(CIAE)는 60MW급의 연구로(China Advanced 

Research Reactor, CARR)를 2006년 가동 목표로 2002년8월부

터 건설을 착수함. 

-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는 1985년 연구용 원자로, ‘하나

로(HANARO)’의 설계 및 건설을 착수하여 1995년 2월 첫임계 

달성 이후 정상 가동을 통하여, 연구로의 설계에서부터 건설, 

시운전 및 연구로 이용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험을 축적함.

- 이에 중국 정부 및 CIAE는 HANARO를 통해서 연구로의 전반

적인 경험을 갖춘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분야의 기술지원을 바라고 있으며, KAERI는 CIAE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세부 기술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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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TRON BEAM 이용:

      - 중국원자능연구소(CIAE, Beijing)는 2006년 완공 목표로 고성능

연구로 CARR(China Advanced Research Reactor) 사업을 추

진하고 있으며, CIAE 산하 중성자산란실험실(NSL)는 CARR에 

중성자 유도관과 중성자 산란장치 개발 및 이용연구 부분을 

맡고 있다.

- 지난 수년간 CIAE와 KAERI는 중성자 빔 이용분야에서 상호 

정보 및 인력 교류, 그리고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

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 다. 한국은 2003.7월부터 하나

로에 냉중성자 연구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하나로 가동 이

후 중성자 빔 이용 분야에서 CIAE보다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CARR는 건설단계부터 냉중성자 연구시설을 주요 시

설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와 달리 많은 연구 인력과 자국내 

풍부한 연구기반을 갖고 있어 한․중 양국간의 공동연구와 기

술협력을 통해 시설의 공동이용 및 연구, 산란장치 및 관련 

기술 개발에서 파급효과를 올리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추진실적 및 현황(국문)

■ CARR 건설

    - 1996.06 CIAE 소장일행 (Sun Zuxun소장, Shi 

Yongkang부소장)의 KAERI방문, 연구용 원자로의 

기술협력 협의

    - 1996.09 하나로이용연구단장 일행(채성기단장, 최창웅)의 

CIAE방문, HANARO Project 설명

    - 2001.10 CIAE CARR설계팀 초청으로, HANARO설계팀(김학로, 

최창웅, 박철, 이창희)이 CIAE 방문하여 하나로 원자로 

특성, 안전성 개념, 냉중성자 개념설계 및 중성자 빔 

포트 설계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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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2 CARR설계팀(Yuan Luzheng외 6명) HANARO 방문, 

CARR 기본설계 내용, 구조물 설계, 중성자 이용설비의 

설계 등 설계 전반에 대한 9일간 기술자문.

    - 2002.05 제3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실무그룹회의에서 

중국측에서 CARR 연구로 설계와 관련하여 4개 분야 

(Reactor Criticality test Training, I&C Engineers 

Training, Reactor operators Training, Reactor 

Commissioning Training)에 대한 기술훈련 지원 

협력요청

    - 2002.10 하나로 이용연구팀(김 진, 최창웅, 박철, 장천익) 

CIAE방문, CARR에서 요청한 4개 분야의 기술협력 

내용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협의

    - 2003.04 CARR설계팀의 Yuan Luzheng이 2003년에 계획한 

훈련이 1년 지연됐음과 훈련프로그램에 필요한 요구사항 

명시 및 소요경비에 대한 KAERI측 입장을 요청.

    - 2003.06 KAERI는 CARR설계팀에서 요청한 4개 분야의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CIAE에 송부하여 검토 요청.

    - 2003.07 CARR설게팀은 KAERI가 제시한  4개 분야의 

훈련프로그램 내용과 소요시간 추정에 대하여 동의하며 

소요경비에 대한 정보를 요청함(Yuan Luzheng)

    - 2003.09 KAERI는 훈련경비의 총 소요액과 아울러 2가지 조건을 

제시하여 CARR설계팀에게 통보함.

(조건-1: CIAE는 CARR의 설계 및 건설기술의 

기술정보를 KAERI가 요구시 공개할 것.

 조건-2: CARR가 가동되면, CARR 이용에 KAERI에게 

최우선권을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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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2 KAERI에서 CIAE와 KAERI 책임자간의 훈련 경비 및 

교육 세부 내용, 냉중성자 한중 공동 워크삽 개최 등에 

대한 합의. 그리고, 위 2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CIAE 

측에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상호 

신뢰 하에 그런 방향의 협력을 고려하기로 함.

    - 2004.3-7, 계약서 작성 및 세부 교육 과정 조정, 교육 준비 

    - 2004.8-9 합의된 CARR 운전원(9명) 및 엔지니어(6명)에 대해 

1달간에 걸쳐 교육훈련 실시. CAIE 책임자(Mr. YANG 

Yulin)는 매우 흡족해하며, 2005년 2차 교육을 제안. 

    - 2004.10 현재 2차 교육에 대해 협의 중

■ NEUTRON BEAM 이용:

    - 2001.10 하나로에서 김학노, 최창웅, 박철, 이창희가 CIAE를 

실무 방문, CIAE의 CARR project 관련한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CIAE-KAERI 상호 방문이 현재까지 수회 

이루어졌고, 중성자 빔 이용 분야는 매 회의시마다 

의제의 하나로서, 또한 긴 한 전자우편으로 협력 

방향과 항목을 협의해 왔음.

    - 2003.10 KAERI는 냉중성자연구시설에 대한 2일 정도의 한-중 

공동 웍샵 개최를 CIAE에 제안, 상호 합의함.

□ 제4차 회의 합의내용( 문) 

The title of B-5 was changed to "Technical Cooperation for Research 

Reactor", which included the new proposal of "Neutron Beam Researches 

and Instrumentation". In regard to the training program for CARR staff, 

both sides keep in touch with each other to early finalize the negotiation 

by the end of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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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sides are arranging the meeting date. And both sides started to 

set up a workshop on the cold neutron source and its associated system 

utility, cold neutron laboratory and guides, and instrument. The 

successful arrangement of a new joint workshop is expected and this 

will promote the cooperation between both sides.

❐ 제4차 회의이후 추진실적
￭ CARR 건설:

◦ 2004. 2 KAERI에서 CIAE와 KAERI 책임자간의 훈련 경비 및 

교육 세부 내용, 냉중성자 한중 공동 워크삽 개최 등에 대한 합

의. CIAE측에 제시한 2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CIAE 측에서 계

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상호 신뢰 하에 그런 

방향의 협력을 고려하기로 함.

◦ 2004. 3-7, 계약서 작성 및 세부 교육 과정 조정, 교육 준비 

◦ 2004. 8/9 합의된 CARR 운전원(9명) 및 엔지니어(6명)에 대해 

1달간 교육훈련 실시. CAIE 책임자(Mr. YANG Yulin)은 매우 

흡족해하며 CARR 운전원 10명에 대해 2005년 2차 교육 훈련을 

요청. 

◦ 2004.10 현재 2차 교육 과정에 대해 협의 중

￭ NEUTRON BEAM 이용:

◦ 2004.06 KAERI 이창희가 CIAE 초청으로 4일간 방문하여 CIAE 

중성자 산란장치 개발 계획과 개념설계안, 부품 및 제작에 관한 

자문에 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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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 KAERI는 냉중성자연구시설에 대한 2일 정도의 한-중 

공동 웍샵 개최를 CIAE에 제안(2003.10), 상호 합의하 으나 

CIAE 내부 사정으로 2005년으로 연기함.

◦ 2004.10 KAERI HANARO에서 10.4-8 기간에 개최한 

IAEA/RCA TM(RAS/4/022)에 CIAE는 공식 참가자 Xue 

Yanjie 외에 2명을 추가로 파견하려 하 으나 준비 부족으로 

10.24-30 기간에 Dongfeng Chen, Yuntao Liu, Hongwen Xiao 

3인이 방문, 연구 및 기술 협력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

❐ 발언요지 (국문) 
◦ 2004년 2월 KAERI와 CIAE 책임자간에 CARR 요원에 대한 상

세 훈련 내용과 비용(66,100$) 등 계약 내용을 합의함. 2004년 8

월 23일부터 총 15인의 CARR staff에 대해 1달간 교육 훈련을 

실시함. 2004년 9월 교육 마지막 주 KAERI를 방문한 CIAE 대

표단은 훈련 내용에 대해 매우 만족함을 표시하며 2차 교육 과

정을 제안함. 현재 이에 대해 논의 중.

◦ KAERI는 2003년 합의에 따른 냉중성자 연구시설 구축과 이용

에 대한 양국간 공동웍샵을 2005년도에 갖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공통 관심사와 각자의 사업내용, 전략과 목표에 대한 이해

를 충실히 하고 이를 근거로 동 분야에 대한 구체적 협력 프로

그램을 도출하고자 함.  2004.10.24-31에 CIAE Chen Dongfen외 

2인의 하나로 방문 결과와 이 때 합의한 MOU에 따라 중성자 

빔 이용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구

축하기를 희망함.

❐ 발언요지 (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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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ERI and CIAE agreed on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for 

the CARR staff such as detailed lesson topics and costs 

(66,100$) in Feb. 2004. Training courses for a total of 15 

CARR staff was held from Aug 23. 2004 for 1 month. The 

CIAE delegation visited KAERI in the last week of the 

course and asked for a 2nd training course next year. Also 

the expressed their satisfaction on the training course 

provided by KAERI. More details on the 2nd course are 

under discussion.

◦ Based on the memorandum prepared in Beijing, on October 

15-16, 2003, KAERI proposed a joint workshop in 2005 on 

cold neutron source and research facilities to identify the 

specific points of interests for collabor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visit by 3 scientists led by Prof. Chen Dongfeng 

and the MOU agreed by both parties on October 24-21, 2004, 

both parties will adjust the common interests, and try to find 

lasting and fruitful collaboration in this field.

□ 합의록( 문)

   Both sides have a common understanding and agreed that

1) When CIAE or KAERI needs to extend a cooperation 

item/ related to the research reactor project,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both sides will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o 

establish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matter, but with a positive 

attitude.

2) The CIAE is considering sending a 2nd group of about 10 

CARR operators to KAERI again around July-September 2005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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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 accepts the proposal of the CARR project team of CIAE in 

the near future. For this, KAERI will give the exact information to 

CIAE for making a decision, which is hoped to will be made by 

Feb. 2005. 

3) Both sides agreed that the joint workshop would be held at 

CIAE in 2005 on cold neutron source and research facilities, and to 

promote close collaboration 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utron scattering instrumentation and their application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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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번호: B-8

❐ 과제명 (국문/ 문)

   신에너지 창출을 위한 레이저 핵융합 기반 기술 공동연

구  (Joint Research on the Fundamentals of Inertial Fusion 

Energy as a New Energy Source)

❐ 과제책임자 (국 문)

◦ 아  측: Dr. 이 용주 양자광학기술개발팀, KAERI

◦ 중국측: Dr. TAO Yezheng(High Power Excimer Laser Laboratory,

           China Institute of Atomic Energy)

❐ 추진배경 (국문)

◦ 본 연구팀은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光관련 전문연구기관과 

여러 차례 원자분광학 및 레이저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 또한, 1999년 이후부터는 한∙중 광기술 공동연구센터사업을 통

하여 중국과의 첨단 광기술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이와 관

련하여 중국의 레이저 핵융합기술 연구기관들과 긴 히 접촉하

고 있으며, 공동연구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에 

관하여 협의하 음.

◦ 특히, 중국원자력연구소(CIAE: China Institute of Atomic Energy)

와는 전문가 교류를 통하여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협의를 

하 으며 (2000. 8, 2002.4, 2002.8) 실제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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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추진상황은 상해에 소재한 상해광학정 기계연구소

(SIOM: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AS), 면

양에 소재한 CAEP 소속의 국가레이저핵융합연구실 (NLLF: 

National Laboratory for Laser Fusion, CAEP)과도 마찬가지이며, 

레이저 핵융합 분야에 있어서 국제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

을 조성하고 있음. 

◦ CIAE의 극초단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한 핵융합 반응연구와 관

련하여 최근 Tao 박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추

진하기로 협의하 음.

◦ 원자력연구분야의 응용성을 고려하여 중국의 CIAE 와의 기술협

력을 우선 추진하며, 향후 장기적으로 SIOM, NLLF등과의 공동

연구기회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하여, 중국기관과 구축되어 있는 현재의 광기술 관련 기

술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레이저 핵융합 분야에 있어서 각 

기관마다 보유한 특별한 기술을 선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추진함.

◦ 레이저 핵융합 기술협력을 위해서는, 레이저 핵융합 관련 국내 

기술이 너무도 미약하므로, 중국과 대등한 관계로 연구업무를 

다변화하여 수행하기 보다는 중국의 선진 기술을 우선 습득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소위 “중간진입 (middle 

entry)" 전략이 바람직 함.

❐ 추진실적 및 현황 (국문) 

◦ 중국의 CIAE (책임자: Tao, Yezheng 박사)와 공동연구하기로 합

의하 고 2002년도 한중 원자력 공동위원회 의제로 채택되었음 

(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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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기관은 (KAERI, CIAE) 공동연구 수행을 위하여 각자의 나라

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하기로 하 음.

◦ 한국측은 중국측 상대기관인 CIAE과의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CIAE의 관련연구원 (Academician Naiyan Wang, Prof. XiuZhang 

Tang) 2명을 2004년 5월 한국에서 개최된 원자분자물리 워크샵

에 초청하려고 있 으나 비자발급이 지연되어 한국방문이 취소

된 바 있음.

◦ 본 의제에 중국측 상대기관으로 CIAE 이외에 CAEP 와 SIOM 

을 추가해 줄 것을 4차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때까자 보류하라고 결정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

여 2004년 8월 CAEP의 부소장 (Prof. Wei Yan ZHANG)과 

SIOM의 소장 (Prof. Jian Qiang ZHU)을 초청하여 본 연구 분야

에 관한 협력방안을 의논하 고 이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

음. (첨부 mom 참조)

◦ 따라서 4차 합의문에 명시된 바에 따라, CAEP와 SIOM과의 협

력관계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으므로 이 두 기관을 우선 중국측 

상대 기관으로 추가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함.

❐ 제4차 회의 합의내용( 문)

Korean side collaborator Dr. Yong Joo Rhee visited SIOM(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twice to participate in fusion-related 

experiment using the laser facility. Korean side proposed to include SIOM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CAS) in Shanghai, NLLF 

(National Laboratory for Laser Fusion, CAEP) in Myanyang, IOP (Institute 

of Physics, CAS) in Beijing as additional Chinese collaborating 

organizations in order to get a more effective and wider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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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discussion, Korean side accepted Chinese side proposal not to 

include those organizations at this moment until the detail collaboration 

program be prepared.

Both sides agreed to continuously promote joint research on the design and 

manufacture of the ultra-short pulse high intensity lasers, the diagno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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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well as the fundamental basic technologies such as fast ignition, target 

fabrication, and computer codes. 

❐ 제4차 회의이후 추진실적

◦ 본 합의사항에 근거하여 중국 CIAE와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원자력 국제협력 기반조성사업 ‘03년도 제1

차 신규공모과제”에 응모하 으나,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협력

을 추진하여 공동실험을 수행 및 설계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으

로 추진되므로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의 취지에는 다소 부적합

함” 이라는 이유로 탈락되었음.

◦ 최근 KISTEP에서 실시한 “원자력 국제협력 기반조성사업 ‘03년

도 2차 과제수요조사“에 다시 지원하 으나 탈락함.

◦ 2002년 12월, 2003년 8월 두차례에 걸쳐, 중국의 상해에 소재한 

상해광학정 기계연구소(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SIOM)에 구축된 레이저 시설을 이용하여, 사천성 면

양시에 소재한 중국 레이저 핵융합 연구소 (National Laboratory 

for Laser Fusion - CAEP)의 연구원이 수행한 핵융합관련 실험에 

우리팀이 공동 참여한 바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

측 상대기관에 상해광학정 기계연구소와 중국 레이저핵융합 

연구소, 북경에 소재한 물리연구소(Institute of Physics)를 추가로 

중국측 상대기관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제안한바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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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3월 북경의 물리연구소 (Institute of Physics, CAS)를 방

문하여 관성핵융합의 최신 기술로 알려지고 있는 고속점화 기

술에 관하여 협의 하 고 동시에 상해의 상해광학정 기계연구

소를 방문하여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에 관한 기술 협력 연구룰 

점검하 음.

◦ 2004년 7월초 2주일간 SIOM을 방문하여 CAEP 연구원과 함께 

관성핵융합 실험 (톰슨 산란 실험)을 수행하 음.

◦ 2004년 8월 중순 CAEP 부소장 (Wei Yan Zhang) 과 SIOM의 소

장 (Jian Qiang Zhu)을 초청하여 한국의 핵융합 연구의 방향 설

정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 고, 향후 협력 방안에 관하여 토의

하고 구체적인 연구분야에 대하여 긴 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발언요지 (국문)

◦ 한중간의 폭넓은 기술 협력을 위하여 중국측 상대기관으로 

SIOM과 CAEP를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발언요지 ( 문)

◦ Korean side representative Dr. Yong Joo Rhee visited SIOM 

several times to participate in the laser fusion-related 

experiments using the laser facility (SG II) installed at SIOM, 

with the scientists of CAEP. 

◦ For a more effective and wider spectrum of collaboration, we 

would like to have those institutes such as SIOM (CAS) in 

Shanghai, CAEP in Mianyang included as Chinese 

collaborators, in addition to CIAE, in the near future s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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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opes and levels of collaboration are mostly established.

❐ 합의록 ( 문)

◦ Both sides agreed to continuously promote joint research on 

the design and manufacture of the ultra-short pulse high 

intensity lasers, the diagnostic technologies of laser fusion 

plasma, hybrid construction of a laser amplifier, as well as 

the fundamental basic technologies such as a fast ignition, 

target fabrication, and the computer codes  

◦ For a more effective and wider spectrum of collaboration, 

inclusion of more institutes such as SIOM and CAEP is 

recommended with the representative persons being as 

follows:

  For CAEP : Prof. Hansheng PENG

  For SIOM : Academician Zunqi LIN

❊ 약어 및 용어 설명
    CAS: Chinese Academy of Science (중국과학원)

    CAEP: China Academy of Engineering Physics (중국 공정물리원)

    SIOM: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NLLF: National Laboratory for Laser Fusion (레이저 핵융합 연구소)

    IOP: Institute of Physics, 

    SG II: ShenGuang 2 (SIOM 에 설치된 중국의 대표적 레이저핵융

합      시설)



- 84 -

의제번호 : B-9

❐과제명  : 핵자료 개발 (Development of Nuclear Data)
❐과제책임자 (국 문)

▪한국측 : 한국원자력연구소 장종화

▪중국측 :

❐추진배경 (국문)
   o 한국원자력연구소 핵자료평가랩은 국내 원자력연구개발을 위한 

핵자료를 생산․평가․처리․배포하고 있음.

   o 중국 CIAE의 CNDL는 1997년이후 한국원자력연구소 핵자료평

가랩과  원자력연구개발의 기초자료인 핵반응자료의 평가방법

론, 평가결과에 대해 비 공식적인 협력을 지속하여 왔음.

   o 2002년 8월에는 CIAE의 ZHOU Zuying, TANG Hongging, 

CHEN Hong Tao 등 3 인이 2002년도 “핵자료생산 및 평가워

크숍”에 참석하여 공동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 음.

   o 2003년에는 CIAE/CNDL의 YU Hongwei가 2003년도 “핵자료

생산 및 평가워크숍”에 참여의사를 타진해옴.

❐추진실적 및 현황 (국문) 
   o 2003년도 "핵자료 생산 및 평가 워크숍"의 개최장소 및 일시, 참

석자, 중국과의 협력 관련 자료

-장소 : 포항공대 가속기연구소
-일시 : 2003년 8월 29-30일
-중국참석자 : Hongwei Yu (China Institute of Atomic Energy), 
Associate Professor,   Tel. 86-10-69357729

   o 중국측과의 협력자료 : 중국의 핵자료 평가 전문가(한인루 등 2
인, 중국핵자료센터)를 2년간 초청하여 광핵반응 자료를 생산했
음. 핵자료 관련 협력을 계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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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회의 합의내용( 문)
Korean side proposed that KAERI will collaborate with CIAE to 

supply accurate data for the application experts.

Chinese side proposed the collaboration on nuclear data evaluation 

and library activities.

Both sides agreed to exchange activities in the future, including 

mutual visit and exchange of the information and methodology on 

nuclear data.

Both sides agreed to further develop the cooperation way.

❐제4차 회의이후 추진실적 
  없음.

❐발언요지 (국문) 
  o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중국과의 핵자료협력을 제안했으나, 중국측

의 실질적인 답변이 없으므로 안건을 삭제할 것을 제안함.

❐발언요지 ( 문) 
   o KAERI has proposed cooperation with China. However there 

was no official response from the Chinese side. We propose 

to drop this subject.

❐합의록 ( 문) 
    o Both side agreed to drop this subject.

❊약어 및 용어 설명 
  - CIAE : China Institute of Atomic Energy

  - CNDC : China Nuclear Data Center

  - 핵자료생산 및 평가 워크숍(NDPE) : 매년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KAERI 핵자료평가랩과 공동개최하는 국제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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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제5차 실무협의체 준비회의 결과

- B 의제 (원자력연구개발그룹) -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4년 10월 27일 15:00-16:30, 한국원자력연구소 

대회의실

○ 참석자 

- 원자력협력과 조남준 서기관외 1인

- B 그룹 : 김현준, 박철, 이창희, 주포국

○ 주요 의제

- B그룹 의제별 내용 검토 

2. 의제별 검토 결과

(1) B-1 : 고온가스로 개발 (장종화)

- 2004년도에 공동연구센터 설립

- 이번 실무협의회의에서 제기할 특별한 사항 없음.

(2) B-2 / B-3 : 열수력 관련 (송철화, 천세 )

- 주 협의사항은 2005년 전반기에 한중 공동워크샵을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것임.

(3) B-4 : 가속기활용기술개발 (최병호(주포국))

- 특별한 사항 없음

(4) B-5 : 한․중 연구로 기술협력 (김 진(이창희, 박철))

- 연구로 운전원 교육 부문은 제2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주 협

의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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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자빔 이용은 공동연구센터 설립하자는 것이 주 협의사항임.

(5) B-6 : 고온가스냉각로 고온열을 이용한 수소생산기술개발 협력

        (심규성)

- 추진실적과 주요 협의사항에 대해 파악하여 협의에 임할 것

(6) B-7 : 열수력 실험의 모사방법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기술협력 

         (김인구)

- 추진실적과 주요 협의사항을 파악하여 협의에 임할 것

(7) B-8 : 신에저지 창출을 위한 레이저 융합 기반기술 공동연구

         (이용주)

- 협력대상기관 추가가 주 협의사항임

(8) B-9 : 핵자료개발 (장종화)

- 2004년도 협력실적이 없음.

- 한국 측 의제책임자가 의제를 삭제할 것을 요청

- 구체적 이유 등을 파악하여 협의에 임할 것

(9) B-10 : 학교의 원자력인력 교환 프로그램 (황주호)

- 추진실적과 주요 협의사항을 파악하여 협의에 임할 것

3. 조치사항

○ B-6 (심규성), B-7 (김인구), B-10 (황주호) 의제

- 추진 실적 및 협의사항을 의제작성 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제출

○ B-9 (장종화) 의제

- 의제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협력증진을 위해 중국 측에 요구하

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제출

○ B-5 (김 진) 의제

- 중성자빔 이용부문에 대한 양국 공동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합의

가 가능하도록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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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한ㆍ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제5차 실무협의체 

B-그룹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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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I.2 

Minutes of the 5th Working Group Meeting for 

the 5th PRC-ROK Joint Committee on Nuclear Energy

Group of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Ten cooperation projects had been approved at the 4th Meeting of the 

PRC-ROK Joint Committee on 14 November in Beijing. Since then, good 

progress has been made on the cooperative projects. 

The 5th Working Group Meeting for the 5th PRC-ROK Joint Committee on 

Nuclear Energy was held on 2-4 November 2004 at KAERI, Daejon. The 

representatives of the two sides had friendly discussions and consultations on 

the progress and future activities for the ten ongoing cooperative projects of 

mutual interests. After intimate contact of collaborators from both sides, a part 

of the collaboration items were updated. Through meeting in Jeju on 4 

December 2004, both sides reached an agreement as follows: 

B-1 Development of HTGR Technology 

INET and KAERI established a Korea-China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Nuclear Hydrogen Technology (NH-JRC) in Beijing, in April, 2004. 

Establishment of a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Nuclear 

Hydrogen will promote the development activities of both sides more practically. 

The experiments performed at HTR-10 of INET and the program to develop a 

prototype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are of great importance to the 

Korean program to develop a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and nuclear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y. Direct participation in the activities of both 

sides is expected as well as the current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ts. 

The NH-JRC will be operated through the Joint Steering Committee meeting 

every six months. The first steering committee meeting was held in Beijing in 

April 2004, and the second steering committee meeting was held on 22-23 

October  Daejeon. Development of practical joint research on HTGR technology 

was agreed upon the 2nd SCM. Both sides also agreed to open a Joint 

Workshop in the Autumn of 2005 on the HTGR, and hydrogen.

Prof. YU Suyuan gave a presentation at the Korea Nuclear Society (KNS) 

Autumn meeting on 24 October for the member of K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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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Development of Thermal-Hydraulic Models and Advanced 

Measurement Techniques for a Two-Phase Flow

Both sides share the understanding such that it is very important and useful 

for both sides to cooperate in the field of thermal-hydraulics in order to 

maintain the self-reliance of nuclear safety technology in each nation. 

Both sides have agreed on the followings: 

1) Both sides have agreed to hold the second joint workshop on May 24-25 

2005, in Korea.  Chinese delegation from NPIC, CIAE, Xi'an Jiaotong University 

and so on will take part in this workshop. About 20 research papers will be 

presented from the Korean side at this workshop. The details of this workshop 

will be discussed in the coming days. 

2) Also mutual exchanges of experts and technical information as well as 

developing cooperative research projects will be continuously pursued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item B-2 between KAERI and NPIC, Xi'an Jiaotong 

University.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both sides in the following fields will be 

mutually beneficial for enhancing nuclear safety and developing the related 

technology; 

- Exchange of measurement technology already developed in the two-phase 

flow fields 

- Development of new advanced measurement technology for obtaining more 

reliable experimental data or new flow parameters in the two-phase flow 

fields 

- Development of a physical modeling of the major thermal-hydraulic 

phenomena to be implemented in advanced safety analysis codes 

B-3 Development of a Heat Transfer Experiment and the 

Application Technology 

Both sides have agreed to hold the second joint workshop on May 24-25 

2005, in Korea.  Chinese delegation from NPIC, CIAE, Xi'an Jiaotong University 

and so on will take part in this workshop. About 20 research papers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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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from the Korean side at this workshop. The details of this workshop 

will be discussed in the coming days. 

 

Both sides agreed to continuously develop cooperative research projects for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of heat transfer experiments 

for nuclear reactors and the relevant application technology. 

 

B-4 Development of Advanced Accelerator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s

The collaboration continues in the field of an intense-beam proton accelerator 

that is a common interest between IHEP and KAERI. Prof. FANG Shouxian 

was invited,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of the PEFP 

project of the Korean 21st Century Frontier Scientific Program, to participate in 

the Committee meeting and the 8th workshop on HPPA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n 20-21 Sep. 2004.  Dr. FU Shinian of IHEP also attended the 

workshop. Prof. GUAN Xialin of CIAE participated in the OECD/NEA 4th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Utilization and Reliability of High Power Proton 

Accelerators-2nd Asia ADS Meeting held at KAERI and had some technical 

exchanges of informationwith KAERI scientists on 15-21 May 2004.  Dr. XU 

Taoguang of IHEP visited KAERI for collaboration on the RFQ accelerator 

development on 20-26 June 2004.

Both sides agreed that personnel and information exchanges will be enhanced 

in the future. Chinese side will send a delegate to KAERI to participate in the 

3rd ACFA HPPA mini-workshop on the DTL accelerator technology, next year.

B-5 Technical Cooperation for Research Reactors

According to the Minutes of the meeting between CIAE and KAERI on Sep. 

16-17, 2004, two sides agreed that the training course on KAERI's experience of 

HANARO for CARR's staffs was successfully and fruitfully completed, and they 

mentioned that they would like to dispatch a second training group from CARR 

to KAERI , the detailed training program covers such contents as follows:

- Trainee: operator of a Research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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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number: 10 people;

- Time: 1 month during August to September, 2005;

- Content: same as the first operation training group;

- Expense: two sides will discuss it by referring to the expense of 2004.

CIAE will provide the training program plan to KAERI. CIAE and KAERI 

agreed to negotiate further on the program. Both sides' contact persons are Mr. 

WANG Yulin of CIAE and Mr. JUN Byung-Jin of KAERI.

Under the conditions that both sides come to an agreement about the training 

expense and CARR completes the financing, CIAE will invite a delegation from 

KAERI to negotiate the training program plan in February, 2005. 

Both sides should support a bilateral joint workshop to be held at CIAE in 

2005 on cold neutron source and research facilities.

Both sides agreed on close collaboration on neutron scattering research and 

the development of neutron spectrometers and their key components through the 

exchange of experts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Both sides will 

consider proposing a joint research center at HANARO in the future when the 

collaboration activities have advanced considerably to provide productive results.

B-6 Development of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y Making 

Use of Thermal Energy from HTGR

Four KIER delegations have visited INET to discuss future cooperation. Also 

both sides signed a MOU on future cooperation between KIER and INET on 

April 14, 2004. Five INET delegations visited KIER to see the laboratory and 

discuss the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y during May 11-15, 2004.  Joint 

research work on the development of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y using a 

high temperature heat from the HTGR will be the hydrogen production 

processes, that KIER carries.

 

Both sides will continue collaboration on the development of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ies using a high temperature heat source from a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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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including the exchange of both sides' experts 

and information related to the topics. 

B-7 Simulation Methods for the Thermal-Hydraulic Experiments

Both sides recognized that this cooperation is mutually beneficial for 

enhancing the safety of NPPs and that it has made good progresses. 

Both sides confirmed that the seminar, led by Prof. CHEN Yuzhou of CIAE 

and held at KINS, on 1 Oct. 2003, with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CIAE's 

research activities enhanced the mutual understanding about the interests of 

both sides.  In addition, both sides recognized that the participation of Prof. 

CHEN Yuzhou of CIAE at the "Spring 2004 CAMP Meeting" held at KINS, on 

21-23 April 2004 and his presentation on the activities of CIAE to CAMP 

members were another good example of such cooperation.

Both sides agreed to have a technical information meeting on the 

improvement of the best estimate codes for an advanced PWR and the new 

concepts of a reactor and on the nuclear safety review in the next year.

Both sides agreed that the meeting be merged with the second Joint 

Workshop on Nuclear Reactor Thermal-Hydraulic Research on May 24-25, 2005 

in Korea.  

B-8 Joint Research on the Fundamentals of Inertia Fusion 

Energy as a New Energy Source

Both sides agreed to continuously promote joint research on the design and 

manufacture of ultra-short pulse high intensity lasers, the diagno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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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as the fundamental basic technologies such as a fast ignition, target 

fabrication, and the computer codes.

Both sides agreed that for a more effective and wider spectrum of 

collaboration, more institutes such as SIOM be included with the representative 

persons,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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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IOM: Academician LIN Zunqi.

B-9 Development of Nuclear Data

CIAE has expressed an interest in the evaluation of nuclear data during this 

meeting.  Chinese side contact person is Mr. GE Zhigang of CIAE/CNDC. 

Korean side contact person, Mr. CHANG Jonghwa of KAERI/NDEL, will initiate 

contact with Mr. GE soon.

 

B-10 Construction of Nuclear Academic Students Interchange 

Program between Korea and China 

Both sides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Academic Manpower Interchange Program is very important for an enhanced 

cooperation between the Korean and Chinese nuclear societies in the present and 

in the future.

Both sides proposed that the JGC (Joint Coordination Group) be appointed as 

one of working groups of the Joint Committee and be entrusted with the 

arrangement of the detailed cooperation activities of Nuclear Academic 

Manpower Interchange Program. 

Both sides proposed that the JGC would hold regular meetings to consult 

about the cooperation for nuclear academic human resource inter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at each side would host the joint meeting once a year, 

alternately. 

Both sides proposed that the 2nd JGC meeting would be hosted by the 

Chinese side in 2005 and the subject of the meeting would be the framework of 

collaboration for nuclear academic manpower interchanges including the range of 

benefiters, budgetary plan, and possible specific programs. Also, a joint technical 

seminar organized by the JGC may be an accompaniment. 

Both sides agreed to recommend ten items for approval at the 5th meeting of 

the PRC-ROK Joint Committee on Nuclear Energy to be held in Jeju on 6 

Decemb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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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KIM Hark-Rho  YANG Lin

金 學 魯 楊 林 

Korean Representative of Chinese Representative of  

The Working Group The Working Group

Date : 4 December 2004               Date : 4 Decemb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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