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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역적으로 중앙아시아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위치한다. 구소련의 지

배 하에 있다가 1992년에 독립한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 중 주요한 나라들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키

르기스탄 등이 있으며, 그 외 작은 수많은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

가 독립국가연합 권의 나라들을 통치하면서 펼친 과학기술 정책은 각 국가

들의 특성을 살려서 특화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었다. 이 중 

카자흐스탄은 토가 세계 9위의 광대한 국토이면서 사막지대 등이 많이 있

는 것에 착안하여 연구용 원자로와 핵무기 실험 등을 수행하 다. 또한 인접

한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와 금 등 귀금속 자원이 풍부하며, 수도인 타슈

켄트는 구소련의 5 대 도시 안에 드는 정치․경제의 요지이다.  

미국과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군비 개발에 힘을 기울인 소련의 집중적

인 투자로 현재 카자흐스탄의 원자력 관련 시설이 집되어 있는 세미팔라

틴스크에는 10 GW의 pulse형 원자로를 포함하여 3개의 실험용 원자로가 활

발하게 운 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일본 등 선진국의 실험도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0년 전부터 카자흐스탄원자력연구소(IAE) 등과 공

동 실험을 진행하여 상업용 원자로의 긴급 재난 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 연료의 성능향상에도 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과의 원자력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은 거의 없

다가 2004년 대통령의 9월 방문을 계기로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대부

분의 연구 분야가 미국과 유럽 지역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이며, 상대적으

로 중앙아시아 국가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과 관련 연구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과 잠재 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핵심 기술의 협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으로 원자력과 핵물리 연구 분야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중앙아

시아의 주요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의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

력관계 증진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본 과제를 통하여 달성된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로와 관련 시설이 집단으로 설치․가동되고 있는 카자흐스탄

의 원자력 연구소(IAE, Institute of Atomic Energy)를 노시표 박사가 2005

년 9월에 카자흐스탄을 방문하 다. 본 방문 기간 중 세미팔라틴스크에 설치

되어 운 되고 있는 실험용 원자로IVG. 1M, IGR, Liana Test Bench 시설을 

방문하고 연구 분야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 다. 또한 2004년 9월에 

양국 간에 체결된 원자력협력협정을 구체화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

여 NNC RK(National Nuclear Center Republic of Kazakhstan) 와 한국원자

력연구소 사이의 기관 간 협력약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 다.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 간 약정 문안을 작성하여 검토 중이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의 원자력 관련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하여 2004년 10

월 수도인 타쉬켄트에서 개최된 제 3 차 유라시안 컨퍼런스에 참가하 다. 

그곳에서 중앙아시아의 각국에서 모인 원자력 분야 과학자들에게 우리나라

의 원자력관련 연구 현황을 브리핑하여 관심을 모았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연구 기관인 핵물리연구소(INP, Institute of Nuclear Physics)을 방문하

고 싸이크로트론, RI 생산시설, WWR-SM 원자로 등의 연구 시설을 방문하

고 관련연구자와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하여 협의하 다. 그 결과 INP 소장 

겸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의장이 2005년 11월에 과학기술부의 초청으

로 공식 방문하여 주요 연구시설을 시찰하고 과학기술부 고위 공무원과 양

국 간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 다. 

셋째, 이와 같은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의 협력 관계 유지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관련 민간 기업인 삼 유니텍에서

는 현재 카자흐스탄의 INP 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사선응용치료센타

의 설립에 설치될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용 싸이크로트론을 수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연구소 산하의 원자력의학원과 병원 운 에 

관한 정보 습득을 목적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여

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본 과제의 결과가 현재까지 잘 활용되고 있

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쌓아올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 분위

기를 더욱 돈독히 한다면 원자력관련 연구소와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확신 한다. 



S U M M A R Y

 Kazakhstan, which is located in Central Asia, became independent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in 1992 and is the member state of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constitutes of 12 

countries including Kazakhstan, Uzbekistan, and Ukraina, etc. Russia 

strategically supported on the science and technology R&D of CIS 

countries based on each country's specific strength and  characteristics. 

Among these countries, Kazakhstan's large dessert area was suitable for 

the nuclear test and as nuclear reactor construction. Also, the neighbor 

country Uzbekistan is abundant in natural resources including the natural 

gas and the precious metal such as gold. Tashkent, the capital city of 

Uzbekistan, is a vital strategic place for the economy and politics of the 

former Soviet Union.

During the cold war period, Russia developed and installed 3 nuclear 

reactors including a 10 GW pulsed reactor in Semipalatinsk, Kazakhstan. 

Many experiments are still performed by foreign countries, mainly under 

the Japanese supports. Japan continues to acquire the data related to vital 

accidents of the commercial reactor system through the collaboration with 

IAE (Institute of Atomic Energy) of Kazakhstan during the last 10 years, 

and use those data to increase nuclear fuel efficiency. There were no 

collaborations between Korea and Kazakhstan until 2004. After our 

President visit Kazakhstan on Sep. 2004, the collaboration in the area of 

nuclear energy between Korea and Kazakhstan has been activated. This 

is because our research collaborations are heavily focused on US and 

western countries, and relatively limited efforts were put into the 

collaboration with Russia and CIS countries in the fields of nuclear 

energy. 

As our technologies and potentials in nuclear energy area grow, 

R&D collaborations in this area with CIS countries and Russia will be 

more important. From what has been informed so far,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enhance the collaboration with Kazakhstan and Uzbekistan in 



nuclear physics and atomic energy. The detailed outcomes obtained from 

the project are as follow:

First, Dr. Sipyo Rho visited the IAE (Institute of Atomic Energy) of 

Kazakhstan on Sep, 2005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nuclear 

facilities in Kazakhstan. During the visitation, Dr. Rho visited the 

experimental nuclear reactor facilities including IVG, 1M, IGR, and Liana 

Test Bench, and collected relative materials. To expedite and specify the 

Nuclear Collaborativ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Kazakhstan signed 

on Sep. 2004, NNC RK (National Nuclear Center Republic of Kazakhstan) 

and 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greed to establish 

the collaborative agreement between both parties. Agreement between 

NNC RK and KAERI is now under preparation. 

Secondly, Dr. Si-Pyo Rho and Dr. Jaewoo Kim visited the Third 

Eurasian Conference on Nuclear Science and It's Application held on Oct. 

2004, Tashkent to increase the collaborative relationships in the fields of 

nuclear energy with Uzbekistan. During the conference, many scientists 

and engineers gathered from CIS countries showed their deep interests to 

the status of nuclear energy development in Korea. Also, we visited the 

INP (Institute of Nuclear Physics), which is the major nuclear research 

institute in Uzbekistan, and discussed about the possible collaborative 

research areas in the future with the personnels from cyclotron, RI 

production facility, and WWR-SM reactor. Based on the progressive steps 

for the collaboration between Korea and Uzbekistan agreed during our 

visitation, the president of INP who is the Chairman of the Academy of 

Science Uzbekistan visited Korea officially on Nov. 2005 by the MOST's 

invitation.    

Thirdly, Samyoung Unitech is now trying to export the cyclotron 

for radioisotope production to the Center for Radiation Therapy, which 

will be established by the INP, Kazakhstan. This might be the first fruit 

of the effort from our government to collaborate with the CIS countries 

so far. Furthermore, KIRAMS (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and 

Medical Sciences ) which is the sub-organization of KAERI will visit the 



INP, Kazakhstan to exchange the relevant information in this field. It is 

highly expected to realize the R&D collaborations in the fields of nuclear 

energy with Kazakhstan and Uzbekistan if this collaborative moods are 

maintained and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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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 개발의 개요

제 1 절 연구 개발의 목적

본 과제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치하여 핵물리학과 원자력 분야의 연

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원자력협력을 도

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

히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미국․유럽 등에 비하여 협력 관계가 소원한 양국

과의 원자력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2004년 9 월에 체결된 한국․카자흐

스탄 원자력협력협정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NNC RK-KAERI 기관

간 약정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부수적인 성과로 거둘 수 있다. 또

한 우즈베키스탄과의 원자력 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고위 원자력 관

련 인사를 초빙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시설 방문하여 상호 이해의 폭

을 넓힘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 개발의 필요성

중앙아시아의 주요 국가 중의 하나인 카자흐스탄은 1991년에 구소련에

서 독립되었다.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 

중 주요한 나라들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이 있으며, 그 

외 작은 수많은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가 CIS 권의 나라들을 통치

하면서 펼친 과학기술 정책은 각 국가들의 특성을 살려서 특화된 분야에 집

중적으로 투자하 다. 이 중 카자흐스탄은 토가 세계 9위의 광대한 국토이

면서 사막지대 등이 많이 있는 것에 착안하여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각종 

실험과 핵무기 실험 등에 활용되었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중심부 사막 지방

에서는 바이크노 우주선 발사대가 설치되었으며, 지금도 입지조건이 뛰어나 

우주선 미르호 등이 발사되고 있다. 

미국과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군비 개발에 힘을 기울인 소련의 집중적

인 투자로 현재 이곳에는 10 GW의 pulse형 원자로를 포함하여 3개의 실험

용 원자로가 활발하게 운 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일본 등 선진국의 공동 

또는 수탁 실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0년 전부터 카자흐

스탄 원자력연구소(IAE) 등과 공동 실험을 진행하여 상업용 원자로의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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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 연료

의 성능 향상에도 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과의 원자력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구소련이 중앙아시아 지배를 

위하여 전략적인 요충지 던 우즈베키스탄은 역사적 유물과 과학적 전통이 

살아있는 나라이다. 수도인 타쉬켄트에 위치한 핵물리연구소(INP, Institute 

of Nuclear Physics)는 28 명의 박사와 연구 관련자 2000여명이 근무하고 있

는 주요 연구기관이다. 특히 원자로를 이용한 의료용 산업용 방사선 동위원

소 생산 분야에서 독보적이고 경제적인 기술을 보유한 이곳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된 목표로 하는 우리의 실정을 고려할 때 활발한 교류가 이루

어져한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과 관련 연구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과 잠재 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서방과의 협조적인 기술 협력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

을 감안할 때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

에서 볼 때 전통적으로 원자력과 핵물리 연구 분야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카자흐스탄과의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중앙아시아와 주요 국가와의 원자력 분야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달

성해야 할 연구 개발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원자력 관련 기술 현황 파악

- 인력 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 원자력 협력 약정 체결과 협력 가능 분야 파악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의 무역과 투자 등을 통한 경제 협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언어상의 문제와 종교적으로 회교권이라

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잘 소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처음 카자흐스탄과 접촉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본 과제는 방문과 초청을 주로 하

여 원자력 관련 기술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 다음에 우리나

라에 카자흐스탄의 고위원자력정책 담당자를 초청하여 우리의 원자력 관련 

연구와 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상호 이해의 바탕위에 협력이 가능한 의제를 

협의하는 것을 그 연구 범위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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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중앙아시아 국가의 원자력 관련 연구

제 1 절 카자흐스탄 원자력관련 기술 개황 

1. 인문 사회적 환경과 한국과의 관계

카자흐스탄은 구소련으로부터 1991년에 독립한 유로아시아국이다. 서부

는 동부 유럽에 접하고 동쪽으로는 알타이와 텐진 산맥에 접하고 있다. 인구

는 약 1490만명이며 100 여개 이상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부분은 

카쟉인과 러시아인이다. 특이한 점은 스탈린에 의하여 연해주로부터 이 지역

에 정착한 고려인이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면적은 272 km
2 로 한반도의 

11배이다.   

정치적으로는 1991년에 독립한 이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주도로 시

장 경제로 체제 전환을 추진하 으며, 그 결과 CIS 국가 중 가장 개방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헌법 상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하는 

강력한 대통령중심제 정치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국가 운 이 지속되고 있으

며, 이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경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03 년도 말 이 

나라의 국민 소득은 1,970 달러인데, 이는 전 국토에 매장되어 있는 수많은 

지하자원 수출에 힘입은 바 크다. 가장 큰 지하자원은 추정 매장량 966억 배

럴의 원유이며, 이 외에 우라늄, 금, 구리, 망간, 철광석 등이 세계 10위권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우리의 경제 발전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외환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한 사실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 1992년 대사

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로 1992 년 과학기술협정이 맺어졌으며 1990년, 

1995년 2003년에 걸쳐 3차례에 걸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방한이 있었다. 

최근에는 2004년 9월 우리 대통령이 공식 방문하여 양국의 관계는 더욱 깊

어지고 있다. 

현재 ‘96 년부터 상당한 규모의 한․카자흐스탄 교역이 이루어진 후로 

’03 년 3억 7천만 달러 를 달성하 으며 그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외환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삼성물산이 동광사업에 2억불을 

투자하여 까즈무니 국  광산을 위탁 관리하여 정상화하 고, LG 전자 등도 

조립공장을 설립하여 다른 CIS 국가에 비하여 활발한 경제 활동을 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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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상당히 좋은 투자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KOICA 

지원 사업(‘92-’03 년, 총 투자액 876만 달러)와 한․카자흐스탄 친선 병원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여 현지 주민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2004년 대통령의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국석유공사를 주축으로 하는 

원유컨소시엄이 카자흐스탄 석유가스공사측과 카스피해 유망광구를 공동으

로 개발하기로 양해 각서를 체결하 다. 이와 함께 나날이 급등하고 있는 천

연 자재의 수급을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하여 광업진흥공사는 카자흐 지질위

원회 측과 카자흐스탄 동남부 주요 광물 부존구역에 대한 공동 탐사를 2004 

년부터 2007년 사이에 실시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특히 광업진흥공사는 우

라늄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연간 500톤 원광을 수입하기로 합의하 다.  

    

2. 카자흐스탄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관련 기술 개황

가. 카자흐스탄 에너지 현황

카자흐스탄은 표 1과 같이 화석연로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하자원도 다량으로 가지고 있다. 

 표 1. 카자흐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형태별 에너지 량 

형태별 추정 에너지량 (Exajoule)

고체 액체 가스 우라늄 수력 합계

942.20 31.16 66.28 326.84 15.71 1382.19

현재 상업용 발전소는 대부분 화력인데, 석탄과 석유를 주된 원료로 한

다. 특히 석탄은 64조 톤이  매장되어 있으며, 현재 연 1.1억 톤을 채굴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석유와 가스 산업도 발달되어 있는데 Tengiz와 

Karachagnank 에는 2.9조 톤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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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km 에 달하는 동-서를 이어주는 송유관을 설치하고 있다. 아래 표 2 

는 카자흐스탄의 최근 에너지 통계이다. 이와 같이 에너지로 사용 가능한 지

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고, 저등급의 석탄을 전력 생산에 우

선적으로 이용하여 에너지 자립하는 것이 카자흐스탄의 주요 전력정책이다.

 표 2. 카자흐스탄의 최근 에너지 통계  

구분 2000 2001 2002

에너지 소비

 합계 2.87 2.87 2.89

 고체 2.03 2.01 2.01

 액체 0.31 0.32 0.32

 가스 0.43 0.45 0.46

 일차 전기 0.1 0.10 0.10

에너지 생산

 합계 4.76 5.41 5.95

 고체 2.73 3.11 3.47

 액체 1.49 1.67 1.76

 가스 0.47 0.55 0.64

 일차 전기 0.07 0.07 0.07

수입 - 수출

 합계 -1.93 -2.44 -3.15

 고체 -0.72 -0.97 -1.33

 액체 -1.17 -1.38 -1.66

 가스 -0.04 -0.09 -0.16

(출처) IAEA 에너지와 경제 데이터베이스

카자흐스탄의 전력 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의 전력선의 길

이는 460,000km이다.  전기 발전에 사용하고 있는 화력, 수력 그리고 원자력

의 생산 출력은 16.31GW, 2.27GW 그리고 0.07GW 이다. 에너지천연자원부

와 경제부의 지배를 받는 카자흐스탄 전기회사들의 하부 조직인 지방전력회

사들을 통하여 전기를 생산 현장과 가정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국토가 광대하기 때문에 송전에 많은 비용이 들고 있으므로 작은 규모



- 6 -

의 발전소를 큰 도시 근처에 설립해 놓고 있다.

나. 카자흐스탄 원자력 연구 관련 기관

1) 카자흐스탄의 원자력 관련 시설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시절에 원자력연구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3개의 실험용 원자로와 1개의 상업용 원자로가 있

는데, 이중 상업용으로 사용된 1970년 중반에 카스피해 연안의 Aktau시에 

건설된 BN-350은 1995년에 수명이 다하여 운전이 정지되었다. 부차적으로

는 해수 담수화와 Pt 생산에 사용된 시설이다. 이곳도 카자흐스탄공화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는 원자로 내부에 장전된 원전연로를 안정하게 

보관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세계와 일

본으로부터 제공된 연구비를 받아 현재는 고농축도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있다.  

 

그림 1. 카자흐스탄의 원자력 관련 시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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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자흐스탄의 광물에너지자원부 산하의 원자력 관련 기관    

카자흐스탄의 광물에너지자원부 산하의 원자력 관련 기관은 그림 2와 

같다. 이중 원자력위원회(committee on atomic energy), Kazatomprom(우

리의 한전에 해당) 그리고 국가원자력센터(national nuclear center) 등으로 

구별된다. 주식회사인 Kazatomprom 은 원전연료를 생산하는 UMP(Ulba 

metallugical plant), 상업용 원자로인 MAEK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자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원자력센터는 원자력연

구소(Institute of atomic energy, IAE), 핵물리 연구소(Institute of nuclear 

physics, INP), 지구물리연구소(Institute of Geophysical research, IGR) 그

리고 방사안정․생태연구소(Institute of radiation safety and ecology)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카자흐스탄 에너지광물자원부 산하의 원자력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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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는 UMP 사에서 생산하는 Be 금속의 수입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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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형원전연료에 사용 가능한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방문한 바 있으며, 

제염․해체팀에서  ICNRP(international conference nuclear and radiation 

physics,  INP 에서 주최)에 학회발표 등  연구업무 협의를 위하여 방문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원자력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고려한다

면 좀 더 적극적인 인력 교류가 요구된다.  구 소련연방시절에 핵무기 폭

발 실험을 수행하면서 심하게 오염된 Semipalatinsk 지방에 인접한 

Kruchaov 지방에는 원자로 시설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 효과를 연구하

기 위한 IGR, IRSE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광범위하게 오염이 되

어 있어 세계적으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이에 대

한 오염방지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림 3. 국가원자력센터(NNC RK)를 구성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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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자흐스탄의 발전 및 연구로 원자로 운  경험

가) BN-350 고속로 

카자흐스탄의 사용 전력의 대부분은 화력발전을 이용하고 있지만, 구소

련시절에 건설된 BN-350 고속로를 이용하여 상업 발전을 하 다. 1972년부

터 발전을 시작한 이 고속로는 나트륨을 냉각재로 이용하 다. 카스피해 연

안의 Aktau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해수 담수화에 사용되었으며, 출력은 

520MW 이다. 과거에는 합자회사인 MAEC-Kazatomprom이 운 하 다. 하

루 1000톤의 담수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발전의 0.7% 이

상을 동 원자로를 이용하여 생산하 다. 원자로의 에너지 중 1/3을 해수 담

수화에 사용하 으며, 하루 100,000톤의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발전이 멈

추기 전까지 172억kg의 담수를 생산하 다. 1993년에 발전한 총 전기생산량

은 444,000 MWh 다. 1999년에 가동 중지를 결정하 으며, 현재는 정지해 

있다. 따라서 그동안 발전을 위하여 사용된 17%, 21 %, 26 % 우라늄은 현

재 원자로 내부에서 나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 참고로 동 원자로는 구소

련이 붕괴되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원자로를 관리하지 않아 방사능 누출사고

의 위험이 있었으나, 미국의 지원으로 원자로 폐로 작업이 진행된 일이 있었

다.   

나) 연구용 원자로 

현재 운 되고 있는 연구용 원자로는 다음과 같이 3개이며 각각의 성

능은 아래의 표 3, 4 와 같다. 특히 WWW-K는 알마티에 소재하는 INP에 

있고, IGR과 IVG-1M은 쿠르차토프 원자로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쿠르차토

프에 위치한 연구용 원자로들은 구소련 시절에 Bakal-1 원자로 단지라고 불

리었는데 실험적인 핵 로켓 엔진과 연료부품을 연구하는 Luch Scientific 

Production Association의 한 지부 역할을 수행하 다. 일련의 핵무기 관련 

실험은 러시아가 붕괴되기 전 1980년 후반에 종료되었다. 현재 이곳에 위치

한 연구로는 중대사고 실험과 원전연료 향상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 냉각

방식에 따라 수냉식과 탄소봉 제어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의 특성을 요

약하면 표 3,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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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WWW-K 와 IGR 원자로의 특성 비교

구분 WWW-K IGR (Impulse Graphite)

형태  수냉식
펄스형, U-graphite 

열중성자 반사체

위치 알마티(INP) Kurchatov

운 자
국가원자력센터 소유/ INP 

운

국가원자력센터 소유/ IAE 

운

최고 출력 10 MW 10 GW

초기 운전 1967년 1961

사용 연료 U-Al (U 농축도 36 %) U(농축도 : 90%)

중성자 최고선속 1.4*1016 n/cm2 s 7*1016 n/cm2 s

열중성자 선속 1012 -1013 n/cm2 s 3.7*1016 n/cm2 s

용도

RI 생산

구조 물질 실험

군사관련 실험

중대 사고

생물학적 실험

 표 4. IVG - 1M 원자로의 특성

       

형태 냉각수/가스 냉각 방식

운 자 국가원자력센터 소유/ IAE 운

최고 출력 72 MW

코어 높이/직경 800 mm/ 548 mm

중성자 최고선속 3.5*1014 n/cm2 s

용도

ITER 관련 blanket 연구

fuel assembly 구조 물질 연구(현재 가동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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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대사고 실험시설

원자력 발전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작동 시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원자로 부품의 부분 설계와 통합 설계가 필요하며, 

이와 같이 제작된 시스템이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작업

이 요구된다. 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노심응용과 사고가 발생할 때 용융된 

물질과 원자로 내부 부품과의 상호 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전산 시

늉이나 소규모의 실증 실험 등을 통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카자흐스탄의 

IAE 에서는 원자로 core melting 을 포함한 원자력발전의 심각한 사고로 일

어날 수 있는 특정 현상을 동반하는 과정을 실험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

다. 그중 가장 심각한 사고는 코어에 있는 물질이 녹아서 원자로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탱크 부위에 낙하하는 경우로 판명이 되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

는 경수로 안정성 향상을 위한 COTELS project 와 고속로의 안정성을 검증

하기 위한 EAGLE project 가 있다. 

가) COTELS 프로젝트

수냉식 원자로에서 냉매 손실 사고, 노심용융과 물 과 콘크리트 상호 

작용과 연관된 현상을 연구한다. 이 실험은 NNC-RK(nuclaer national 

center-republic of Kazakhstan)과 NUPEC이라는 일본 회사와 협력하여 진

행되었으며, IVR-AM project 내에서 계속 추진되어질 것이다. 이 프로젝트 

의 목적은 코륨과 원자로 발전 용기의 아래쪽 헤드 사이의 반응 과정과 연

료에 남아 있는 열 방출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나) EAGLE 프로젝트

이 연구는 나트륨냉각고속로에서 코어 멜팅 사고를 포함하여 치명적인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NNC-RK 와 일

본의 JAPC와 JNC가 참여하고 있다. 이중 한 실험인 out-of file 시험의 주

된 목적은 FAIDUS 타입의 FA를 구성하는 노심용융을 포함하는 사고를 가

정하여 연료 이동 특성에 대한 예비 자료를 얻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시

뮬레이션 역을 특성화하고, in-pile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실험 채널의 최

적 구조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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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루차토프에 위치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소(IAE)에는 위에서 살펴본 실

험용 원자 이외에도 중대사고 실험시설이 있다. 이를 Angara assembly 라고 

칭하는데 SLAVA, LAVA 그리고 LAVA-M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 경

에 건설되었으며, 원자로의 핵심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냉각수 방식의 원자로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에 대하여 COTELS 프로그램 하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furnace 에는 산화지르코늄, 산화우라늄 그리고 강철의 혼합

물 60 kg 을 녹여 물속에 집어넣는 실험을 하 다. 이 실험은 일본 회사인 

Marumel 의 용역을 받아서 했으며, 사용한 실험 장치는 Angara이다. 

표 5. 카자흐스탄의 중대사고 실험 시설

다. UMP(Ulba Metallugical Plant)

카자흐스탄의 공공기업인 Kazatomprom의 산하에 있으며, 

Ust-Kamenogor에 있다. 1949년에 설립되었으며, 구소련에서 설계한 원자로

의 사용되는 우라늄 원료 펠렛을 생산하 다. 최근 연료 펠렛 생산은 다소 

감소하 으나, 서부 연료 가공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UF6를 분말 형태

로 바꾸고 있다. ULBA는 Be, 탄탈륨 제품, 초전도체인 Nb-Ti 합금 그리고 

Zr 등의 물질을 생산한다. 그리고 연료집합체의 중간 생산물을 포함하여 다

양한 형태의 우라늄 포함 물질을 가공할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구소련 

시절에 이곳에서는 비  알파 잠수함 프로그램(secret alfa submarine 

시설명 SLAV LAVA LAVA-M

실험에 사용된 혼합물 U, O2, Zr, ZrO2, 스테인레스 스틸

용해로의 전력량 200 kW

용해 온도 3,200 kW

용해된 질량(max.) 60 kg

시설의 최고 압력 0.2 MPa 10 MPa 2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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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생산하 고, 핵동력 위성용 연료 

개발에 참여했다고 한다. 1980년대에 고농축 우라늄과 관련된 활동을 중지하

으며, 1994년에는 미국의 도움으로 600kg의 무기급 우라늄을 폐기하 다. 

카자흐스탄에는 우라늄 농축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의 기업인 

Angarsk Electrolytic Chemical Combine과 Electrochemical Plant에서 저농

축 우랴늄을 제공 받고 있으며, 제공된 농축 우라늄 물질 처리를 포함하여 

UF6의 UO2 전환, UO2 펠렛 제조와 품질관리가 이곳에서 가능하다. 펠렛의 

U235 양은 1.6 ∼ 4.4 % 의 범위에 있으며, UO2 펠렛은 Electrostal 광 

Novisbirsk 에 있는 가공 시설로 보내져 연료 막대와 부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주식의 소유지분을 살펴보면, Ulba 지분의 90 % 를 이 회사에서 가지

고 있으며, 3 개의 러시아 기업이 TVEL과 Ulba 지분의 34 %를 교환하기로 

합의하 다. IAEA는 UMP를 물질균형지역(material balance 구역으로 정하

고, 7 개의 하위 MBA를 두고 VVER 연료처리라인(Fuel processing line), 

RBMK 연료 처리 라인, 한 개의 실험실, 2개의 저장 지역, 품질 지역으로 나

누었다. 모든 하위 MBA는 농축 U
235를 포함하고, 토륨저장 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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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절 우즈베키스탄 원자력관련 기술 개황 

1. 인문 사회적 환경과 한국과의 관계

중앙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국토에는 다양한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략 2700 여 종의 광물이 존재하며, 현재 900 여종

의 광물은 조사되었다. 이를 경제 가치로 환산하면 1조 US$ 에 해당하며, 

잠재적인 값어치는 약 3 조 US$ 이다. 특히 30 여개의 금광에서는 고품위의 

금이 발견되어 채굴되고 있다. 원자력 산업과 연관된 우라늄의 경우 현재 30 

여 곳의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매장된 천연 

가스는 우즈베키스탄이 필요한 가스의 35 년 분에 해당하고, 석유는 30 년 

분에 해당한다. 화석 연료인 석탄은 20억 톤이 매장되어 있어 자급자족이 가

능하다. 스탈린 시대에 연해주로부터 이 지역에 정착한 고려인이 20 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높은 교육을 받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활

을 하고 있다. 국토의 면적은 44만 km
2 이며 기후는 고온 건조한 편이다.   

정치적으로는 1991년에 독립한 이후 카리모프 대통령의 주도로 구소련

에서 독립한 이 나라라는 시장 경제로의 추진을 상대적으로 늦게 추진하

다.  그런 헌법 상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하는 강력한 대통령중심제 정치체

계를 유지하고 있어 국가 운 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경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03 년도 말 이 나라의 국민 소득은 400 US

$인데, 이는 농업인구가 34 %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과 같

이 전 국토에 매장되어 있는 수많은 지하자원이 있지만 경제 개방이 잘 진

행되지 않아, 외국 자본에 의한 투자가 늦어진 향으로 추정된다. 금(세계 8

위), 천연가스(매장 추정량, 440 억 m
3), 석유, 석탄, 납 등이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의 경제 발전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1992년

에 카리모프 대통령의 방한과 1993년 김 삼 대통령의 방우로 양국의 관계

는 급속하게 개선되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 기업이 CIS 국가 중 

가장 먼저 투자한 나라이다. 주요 투자업체로는 대우 자동차, 대우 유니텔, 

대우 방직 등이 있으며, 양국 간의 수출입 합계는 2.8억 US$ 정도이다.  현

재 한․우즈베키스탄 정책 협의회가 1995 년 부터 매 2 년마다 양국에서 개

최되어 현안 문제를 토의하고 있다. 또한 KEDO에 2000년에 가입하여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에 노무 인력이 500명 건설현장에 참여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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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즈베키스탄 원자력 연구 관련 기관

가. 우즈베키스탄 과학기술 연구 관련 기관 

우즈베키스탄의 과학정책시스템은 2002년 6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국가과학기술조정위원회, 과학기술센터,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

데미로 분산되어 운 되고 있다. 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과학기술센터가 

일부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상이며, 과학기술활

동의 상위 조정기관이다. 과학기술센터의 과학기술조정위원회의 산하기관

이며 프로젝트의 관리를 주로 한다.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산하에는 

핵물리연구소(INP)를 포함한 55 개의 기초과학연구소가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외에 고등교육부 산하 대학교와 연구기관, 보건부 산하 연구기관 

그리고 농립부 산하 연구기관 등이 있다. 다음에는 원자력 관련 연구를 주

로하고 있는 핵물리연구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나. 핵물리연구소(INP)  

핵물리연구소는 구소련에 의하여 1956년에 설립된 중앙아시아 최대의 

연구소이다. 현재 300 여명의 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으며, 28 명의 박사

(professor), 156 명의 준박사(candidate of doctor) 와 2000 여명의 관련 연

구 관련 직원이 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분야로 다음과 같이 4 개의 크

게 나누어 볼 수 있다. 

○ 핵물리학

○ 방사고체학과 물질 과학

○ 활성분석과 방사화학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공작 분야

그리고 운 의 편의를 위하여 4 개의 독립 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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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opreparat (동위원소 생산)

- Tezlatgich (싸이크로트론을 이용한 동위원소 생산)

- 기기 장치 제작소

- 중이온 연구실

각 각의 분야에서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에너지 물리

학, 상대론적 핵물리학, 핵분광학, 중저에너지에서의 핵반응 물리, 방사선조

사물리, 활성 분석, 방사화확과 실험기구의 제작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 과

학아카데미 핵물리연구소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의 기초와 응용 연

구를 살펴보는 자료이다. 본 연구소의 연혁과 정보가 담겨있으며, 실험과 기

술의 발전, 연구원들의 기술이 설명되어 있다. 또한 본 연구소 실험 설비의 

물리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1) INP 의 연구 현황 

연구소는 1956년에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의 개소를 계기로 핵물리 과

학과 기술에 대한 광대한 전망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자료에는 본 연구소의 

미래 활동 방향과  기초 핵물리와 과학에의 응용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국가 

경제에 기여 등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1959년 10월 2,000 kW 출력을 가진 냉각수이중교환 방식의 원자로

(water-water reactor, WWR-SM) 가 중앙아시아 최초의 원자로로 가동되었

다. 1980 년에는 출력을 10 MW로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표준에 맞추

어 보수되었다. 현재 이 원자로에는 40 개의 수직 채널과 9 개의 수직 채널

이 설치되어 있으며, 중성자 플럭스의 범위는 10
12 ~ 1014 중성자/cm2․ s 이

다. 이와 같이 개량된 원자로는 실행될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켜주었고 질을 

높여주었다. 

같은 해에 3 개의 감마선조사기(γ-irradiator)를 가진 수조에 담겨있는 

방식의 γ-선원이 설치되었고, γ-선의 숫자는 446 개이며, 전체조사량은 470 

Ci 에 달한다. 1960년 ~ 1964년 사이에 몇 개의 새로운 시설이 설계되고 설

치되었다. 몇 개의 물리 실험동과 최고 출력 150 cm 의 싸이크로트론 

U-150-II 은 양성자의 경우 20 MeV, deuteron 의 경우 24 MeV, 알파 입자

의 경우 50 MeV 그리고 He3 의 경우 35 MeV 까지 가속 할 수 있다.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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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해부터는 다른 주요 실험 시설들이 계속해서 완공되었다. 그들 중 방사화

확 시설에서는 방사능동위원소를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연구소 산하의 원자

로, 싸이크로트론, γ-선원 시설와 중성자 발생장치, 발사화학시설과 컴퓨터 

센터 등 각기 다른 시설들은 존재한다. 과학자와 연구원들은 이와 같은 시설

을 이용하여 핵물리, 오염도 분석, 방사고체물리와 방사물질과학 그리고 응

용핵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연구소로 300 명 이상의 정규직원이 근

무 중인데 이들 중 28 명은 박사, 165명은 준박사이다. 비정규인원까지 합하

면 2,000명 이상의 직원이 본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다. 현재 연구소 산하에

는 4 개의 독립기관이 존재하는데 동위원소 생산을 담당하는 Radiopreparat, 

싸이크로트론을 이용하여 동위원소를 제조하는 Tezlatgich, 실험부품제작소

와 새롭게 설립된 중이온실 등이다. 

2) 핵물리 분야

본 연구소는 유럽핵물리연구센터(제네바, 스위스), Fermi 국립가속기연

구소(Batavia, 일리노이스 주, 미국), 초전도 초충돌연구소(Superconducting 

Super Collider Lab., Dallas, 텍사즈주, 미국), Wisconsin 대학(Madison, 미

국), 핵물리 연구 연합 연구소(Dubna, 러시아), TRIUMP Accelerator 

Center(Vancouver, 캐나다),  University of Washington(씨애틀, 미국),  

University of Maintz(FRG), 브루셀 대학(Belgium)와 다른 많은 연구 센터와 

미국, 독일, 벨기에, 일본,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와 다른 국가들의 대학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소출자기업인 Radiopreparat 회사는 15년 동안 의료용 또는 연구용

으로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조합재(preparation), 복합재와 제품 형태로 

생산하고 일부는 수출하고 있다.  그 제품의 숫자는 60 품목이상 이며 수출 

상대국으로는 미국, 유럽 그리고 CIS 등이다. 이곳 생산품의 품질은 세계 수

준을 만족시킨다.

벤처 합자사인 Tezinco 는 싸이크로트론을 이용하여 
57Co 를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 Tezinco 는 고성능의 가속장치와 전공정을 운  할 수 있는 

방사화학실험용 연구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57Co 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양

은 년 59Ci 로 공장 규모이다. 인도, 나이지리아, 그리고 CIS 국가로부터 주

문을 받아 핵물리연구소에 소속된 실험용 생산 설비들로부터 14 년 동안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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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능 방출 제품을 제작하 다. 컨베어 벨트에 물질을 결정하는 기구, 감마선 

검출기 그리고 물질의 방사선 레벨․ 도 측정기 등이 있다. 

상대론적 핵물리 분야-다입자 생성과 고에너지 초고에너지 범위에서의 

비탄성적 hadron-nudleus 충돌과 핵자-핵자 충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00 GeV의 에너지 역에서 양성자-핵자들, 양성자-핵자 의 상호작용

에 대한 연구도 하 는데, 두 입자가 모멘텀이 증가할 때, 두 입자의 상호 

연관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입증하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 그 실험 결과는 

핵물질의 국소화 특성을 관측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 결과는 핵자의 고에

너지 cumulative isobar 형성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핵자의 η
0-meson 의 

단면적이 커지는 효과를 보인다. 

photoemulsion 쳄버 기술의 활용, 다양한 입사에너지 (E0 = 1∼800 

GeV/c 핵자) 범위에서  기본입자와 상대론적 입자와 핵자와 핵자들의 상호

작용에 대한 외국과의 다양한 공동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강한상호작용과 

밝혀진 자료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상대론적 이론 모델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고 있다. 연구소의 물리학자들은 편광된 양성자과 핵자사이의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는 이차 핵자들과 파이온의 복잡한 상호연관성을 연구를 하

고 있으며, 폭이 좁은 dibaryon 공명과 isobares, 핵자방출 역의 크기 측정, 

스핀효과의 분석을 하고 있다. 연구소의 물리학자들은 뉴트리노의 상호작용, 

양성자, 고에너지 역에서의 pion과 중이온과 핵과 핵자들의 충돌을 연구하

고 있다.

현재 TRIUMP 가속기(벤쿠버, 캐나다), 초전도 Super Collider(달라스, 

텍사스주, 미국), 가속기보관단지(Protvino, 러시아), Large Hadron Collider

(제너바, 스위스), JINR(Dubna) 등과 함께 연속되는 과제에 대한 연구를 하

기위하여 준비 중이다. 여기상태의 핵 분광학 분야, 다양한 베타 전이와 그

들의 연속적인 이차 과정들을 연구하고 있다. 대면적 Ge 반도체 검출기를 

가진 감마선 분광장치를 이용하여 고계수율을 가진 분광학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여 공명과 저준위 여기 에너지, 스핀과 입자수, 

전체․ 부분 ․공명준위 폭과 다른 변수들을 알 수 있다. 중간에너지에 의하

여 촉발된 계단식으로 감쇠한 후의 여분의 여기 핵자핵자 스펙트럼시간에 

따른 분포분석과 핵자단면적의 분광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연구소의 물리학자들은 핵자들의 고 여기 에너지 준위, 수명, 자기쌍극

자(magnetic dipole)와 전기사극자(electric quadrupole moments), 준위사이의 

전자기 전이 비율의 다극혼합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자동화된 장치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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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원통형 정전기 회절자와 자기장 분포가 균일한 자석 분석기로 이루어

진 독특한 질량분석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 장치는 핵분열 물질의 물리적 

특성과 분열된 핵자와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 사용 된다. 이론핵

물리학 분야에서는 연구자들은 분산접근법에 전이된 단일핵자 또는 다핵자

들의 상호작용을 계산하는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하고 있다. 저에너지 과정을 

Faddeev 접근법, 소수체 방법 그리고 Feynman 다이어그램 방식을 사용하여 

전하-교환 반응 단면적과 다른 원자적인 과정을 계산한다. solar neutrino 문

제 연구는 보론 뉴트리노의 선속이 표준 태양 모델에서 예측된 것 보다 선

속이 40 % 작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U-150 싸이크로트론을 이용하여 핵반

응과 모델에 의존하지 않는 핵구조에 대한 질량분석적 정보에 대하여 연구

를 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핵의 천체물리 과정의 분석에 활용된다. 원자핵반

응 (
3He, α)에서 무지개 산란 효과는 최초로 이론적으로 예측되어지고 실험

적으로 관측되었다. 방출된 입자와 핵반응의 미분단면적을 측정하기 위한 독

창적인 기술이 개발되었다. 가벼운 핵자의 주요 분광학적 변수 값이 획득되

었고, 단핵자 방출의 vertex 상수를 밝혔으며, 그 값들은 천문학적 그리고 열

핵반응의 반응의 계산에 활용된다.

핵 에너지 동력학을 다루고, 열핵원자로의 첫 번째 벽 문제를 풀기 위

하여 열적으로 안정한 감속가속기의 제작의 중요성은 여러 물질 내부에서 

수소와 수소 동위원소의 행동을 연구해야하는 이유가 된다. 수소의 물질내로 

투과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고속중성자로 물질을 조사하거나 반사되는 핵자

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조사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소-물질 시스템의 상호작

용을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모든 수소동

위원소의 질량이송 과정과 역역학적 조건에서의 넓은 범위에서 깊이 분포의 

시간 의존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원자핵반응에서 다입자반응계의 최종 

준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수리물리학적 모사의 발전과 새로운 효

과적인 방법의 인정 상호연관과 fluctuation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입자계의 

분포와 특성, 다른 이론적 접근의 틀에서의 반응의  내부적 상호연관성 등의 

계산과 통계적 모사 등이 연구되고 있다. 충돌의 최적의 분석법과 정 하지 

못한 실험 조건 하에서 통계적 데이터 분석법 등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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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질 과학

발전 과정에 있는 장기간에 걸쳐 방사선고체물리 분야는 고체물리 분

야에 있어서 중요 부분이었다. 현재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방사능에 강하거나 민감한 물질과 기구를 을 발견하거나, 고방선 기

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산업에 적용할 수 있었다.

연구의 초기에는 감마선에 의하여 재결정화된 selenium, 부도체 boron  

방사능 이용 개량 기술, 수정에서 방사화 여기된 이온의 전달, CdS의 

radiolysis, 방사선에 의한 폴리머와 부도체의 경도 강화 등과 같은 흥미 있

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반도체 방사물리 분야에서 중요한 결과가 밝혀졌는

데, 그것은 부피부역치결함생산(volume subthreshold  defection production), 

Frenkel 쌍 분리와 그들의 이온화 여기 체널을 이용한 단조화, 파괴적이고 

이온화 방사선에 의한 순종적과 비순종적인 확산 등의 현상도 파악되었다. 

실리콘에 포함된 P, Al, B, Pd, Pt, Zn, Au 등의 불순물의 확산상수 등도 연

구되었다.

방사선에 의하여 여기된 확산이론은 여기확산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는 충돌 상호작용에 의한 불

순물의 표면 침투이고 둘 째는 국부적인 레벨의 재충전에 의한 깊은 침투이

다. platinoid 그룹 물질이나 S, Ag, Zn, Au에 의하여 Si 을 도핑하고, 방사

선에 의하여 유도된 유사 화학 반응이 부가적으로 일어난다고 밝혀졌다. 새

로운 신속한 반응성, 고광반응성 그리고 고내방사선 반도체를 이용한 검출기

가 설계되었다. 

Green 함수식을 적용하여 전체에너지, 전기적 구조와 기하학적 결함 배

치도와 같은 이론을 고결합(tight bounding) 이론의 틀에서 구했다. 반도체에

서 깊은 레벨 결함과 결함을 포함한 과정을 연구하는데 이 방법은 유효하다. 

물질에 도핑한 연관된 부피방사효과와 산화물질에서 전자적 여기를 포함한 

과정을 연구하 다. 단순한 물질과 Y2O3-Al2O3-SiO2 와 같은 복잡한 물질전

자여기의 self-localization이 실험적으로 밝혀졌다. 역치이하에서 산화결정과 

유리의 방사선에 의한 결함 생성은 전자적 여기의 비방사적인 소멸의 결과

로 나타나진다. 고체에서의 방사에 의한 결함 생성을 설명하기 위한 충돌과 

비탄성적 구조에 대한 미시적 이론은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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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성분석과 방사화학 분야

활성 분석, 원소의 다양성, 고감도와 생산성 등의 여러 연구 활동에 폭

넓게 다양하게 사용된다. 이와 같은 방법의 장점은 고순도의 물질을 분석하

는 기술에서 완전히 구현된다. 이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과제들은 현대기

술의 주요한 문제이며, 광학 분야와 미세전자학 분야에서도 그러하다. 

germanium, 실리콘, 실리콘 카바이드, 알루미늄과 연관된 합금, 카드늄, 납, 

탈륨과 혼합물, zinc, 몰리브데늄, 텅스텐 등을 포함한다. 고활성화가 가능하

거나 중성자 활성 분석의 방사화학 방법 그리고 이온교환 chromotography 

방법 등이 있다. 고순도 물질과 혼합물을 분석하는데 방사선활성

(radioactivation)을 사용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10
-6~10-10 %가 함유된 60 

가지의 원소가 들어있는 한 샘플을 분석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점차로 개량

되어 공기, 침전물 그리고 물에 함유된 미량의 원소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

다. 활성 분석법은 생태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특히, 여러 배경불순

물, 향과 비친화적 환경상태 등이 조사되었다. 연구소와  우즈베키스탄의 

여러 지역에 방사선 잔류량을 측정하 다. 현대 산업, 농업, 생태학, 과학 등

의 분야에서  핵방사능 분석기술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생물학 분야에서

의 활성분석법의 응용 예로 혈액과 머리카락의 미량성분의 원소의 조성비 

조사하여 진단특성의 정보를 얻었다. 혈액과 머리카락의 성분의 연관성, 생

화학적 상태 등에서 유전적인 상황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장차 오염된 지역에서의 사후 효과를 예측하는데 활용된다. 

공간적 분포 분석, 국지적 분포, 그리고 여러 원소에 미량 포함되어있

는 금과 다른 불순물로 인하여 핵물리 접근방법을 포용하는 복합적인 방법

이 개발되었다. 중성자 활성화 autobiography, 감마선 스캐닝, 방사능형광 촬

법 그리고 활성화된 샘플의 레이저로 미세 확인하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 

이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하여 반도체, 유전체, 내화물질 등의 미량 

포함된 물질을 다루기 위한 독특한 장비가 반응기의 한 부분에 개발되고 설

치되었다. 금, 은, scandium, rhenium 그리고 다른 물질 등을 추가적으로 추

출하고 부산물을 얻을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었다. 99.9999 % 의 고순도 금

속을 추출하는 기존의 기술이 본 연구소에서 발명되고 실용화되었다. 본 연

구소에서 개발된 많은 발명품과 제품들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지질학, 생물학, 광산학, 의학, 생태학과 국가 경제에 연관 있는 분야에서 적

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 22 -

5)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기자재 제작

연구소가 소유한 원자로와 생산적인 방사화학시설을 이용하여 방사능 

핵종과 방사선 조합제(preparate)물질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연구소에서

는 의학, 농학, 산업과 생물 분야에 활동되는 복합제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

한 방사화학적인 일은 소내에 설치된 Radiopreparat 사, Tezlatgich 사와 긴

한 협력하여 생산하고 있다. 방사화학의 분야에서 필요한 이론적인 일은 

미세량의 물질의 chromotography의 수학적인 전산모사이다. 이 과정은 방사

능 핵종을 얻기 위하여 조사되어진 초기 물질의 최적화와 연관되어 있다. 현

재 Tc-99m 과 Co-57 방사선동위원소 발생장치 방사선 조합체를 산업적인 

규모로 생산하고 있으며, Rh-188m, Ga-68, promethium-147, Ce-139 와 다

른 원소 등을 생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연구소에서는 중요 기자재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론

적 연구의 바탕에서 여러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

는 기구들이 설계되고 조립되었으며 지식 분야와 지식관련 산업 분야에 적

용되었다. 그중  1 ms 의 매우 짧은 시간의 분해능을 가지면서 거시적, 미시

적 분야의 화학물질의 공간분포를 비파괴적으로 검사하는 특이한 기구가 발

명되었다. 방사능핵종, 중금속이온, pesticides와 기름 부산물이 함유된 물을 

정수하는데 사용되는 필터들도 제작되었다. 텅스텐과 몰리브데늄 와이어를 

제작할 때 사용되는 다이아몬드 공구의 특성을 강하게 하여 수명을 2 배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발명되었다.

10
3~107 Gy의 광범위한 범위에서 Co-60의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흡수

된 방사선량, 양성자와  1014~1018 중성자/cm2 sec 정도의 원자로에서 발생하

는 고속 중성자의 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사선 계측기등도 개발되었다. 

1979년에는 실험 공장이 연구소에 설립 되었는데, 이곳에서는 plate 생산의 

전 공정, 변압기 제작에 필요한 회전 장치, 저장소, 전기도금, 용접, 착색 등

의 일련 작업을 할 수 있다. 본 공장의 주된 활동 방향은 방사선취급 기구의 

개발, 신규 방사시설의 설치, 실험 장비의 개보수, 생산에 필요한 장비의 자

동화와 현장에 적합한 개량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함이다. 현재 외국의 과학

관련 연구소로부터 감마선 검출기, 혈액혼합기, 농업관련 생산 장비 등 특정

장비를 수주 받아 설계제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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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국제협력과제 수행 내용

본 과제의 목적은 경제적인 협력에 비하여 뒤 떨어진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인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사이의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 분

야를 도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접근  방법을 찾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상호 관심분야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있는 연구 인력의 교류가 가

장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연구 분야와 정책 등에 대하여 대

부분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 과제의 목표로 원자력 관련 기관을 경 하거나 

정책을 담당하는 인사들의 초청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주

된 연구방향으로 정하 다. 즉, 관련 인사들이 상대방의 나라를 방문하여 양

국의 원자력 정책을 설명하고 정책 담당자와 연구소 경 진과 면담하고 협

력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눔으로써 협력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 몇 가지 항목을 과제의 목표로 하 고 이를 달성하 다.  

첫째, 카자흐스탄의 핵심 원자력 관련 기관인 IAE(Institute of Atomic  

Energy)현황 파악을 위하여 방문을 추진하고,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 2 개와 원자력 관련 실험 시설을 시찰하여 실험 시설과 연구 역량을 

확인하 다.  

둘째, 2004년 9월에 한․카자흐스탄 양국 간에 체결된 원자력협력협정

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KAERI와 NNC RK IAE 사이의 기관 간 약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2006년 상반기에 약정 체결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양 기관 간 필요 협력 분야의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INP 

(Institute of Nuclear Physics)와 IAE 의 담당 연구자들로부터 KAERI 와의 

협력연구과제제안서를 제안 받았다.        

셋째, 우즈베키스탄의 과학아카데미위원장 일행을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의 명의로 공식 초청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의학원 등을 방문을 주선

하 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서 우즈베키스탄

의 원자력 연구 상황과 대체에너지 개발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여, 많은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심도 있는 토의를 하여 관련 분야 연구원들이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는 바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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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제 협력 결과 

1. 카자흐스탄의 원자력 관련 연구 현황 파악

카자흐스탄의 원자력 정책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과제 책임자

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부 소속 연구원과 동행하여 2004년 2월에 카

자흐스탄을 1차로 방문하 다. 2005년 9 월 에는 지역적으로 카자흐스탄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소련 시절에 활발한 핵폭발 실험을 하기 위하

여 설치된 쎄미팔라틴스크에 위치한 IAE를 방문하 다. 참고로 이곳은 5년 

전까지만 해도 IAEA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진 외국인만이 출입할 수 있었던  

군사시설지역이었다. 연구 시설에 대한 사진 촬 은 허용하지 않으며, 특히 

연구용 원자로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카메라 소지를 할 수 없다. 

원자력 연구와 개발 현황 세미나를 IAE NNC KR 의 소장을 비롯한 

중진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소개하 다.  이 

세미나에는 IAE 산하의 IGR 펄스형 원자로, IVG-1M 원자로, 중대사고 실

험 시설 등의 담당 수석 연구원 등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의

를 하 다. 논의된 의제들은 주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협력 분야와 방법,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현황 등 이었다(사진 1).

참고로 IAE가 위치하고 있는 세미팔라틴스크 지역과 관련 연구시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중앙아시아 국가 중 카자흐스탄은 구쏘련 시절에 원자력 연구 시설과 응

용 시설이 많이 설치되었다. 이번 방문한 IAE(Institute of Atomic Energy) 

는 세계 유일의 펄스형 원자로(thermal neutron flux : 7*10^16 n/cm
2 s)인 

IGR과 72 MW 급 IVG((thermal neutron flux : 3.5*10^14 n/cm2 s)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각 시설은 인구 1만 명의 연구원과 관련 종사자들이 거주하

고 있는 쿠르차토프에서 70~80 km 지점에 떨어져 있으며 현재 활발하게 운

전되고 있었다.  

○ 그 외에 중대사고가 발생하 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LAVA, EAGLE 등의 시설이 있는데 이는 각 각 수냉식 원자로와 액금로에

서의 fuel meltdown 을 실험하고 있었다. 구소련에서 20 년 전에 시작한 연

구이며, 10 년 전부터는 일본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었다. 현재 소내에서 중

대사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실험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IAE 와의 협력 연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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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INP, IAE 등 원자력관련기관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와의 공

동 연구를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기관간 협력 협정이 체결되면 

해외 공동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많은 소원들

의 관심이 요구된다. 

○ 쿠르차토프는 현재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과학도시이다. 이에 

대비하여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는 이 지역을 과학/원자력 파크로 지정하여 개

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소련시절에 이 지역에서 200 km 떨어진 

지점에서 지상, 지하 그리고 동굴에서 500 여 차례 핵실험이 행해졌으며, 대

략적인 크기는 일본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2~3 배 정도이다. 지상 핵

실험은 1950 ~ 1960 년대, 그리고 지하와 동굴 실험은 1980년대 후반까지 진

행되었다고 한다. 사진 3 은 이를 기념하여 세운 기념관이며, 이 기념관에는 

핵실험의 규모와 방법 그리고 실측장비들을 진열하고 있다.

○ 연구소에서 떨어진 지점에 건립된 2 개의 연구용 원자로는 각 각 차로 

1.5 시간 이동해야 도달할 수 있으며, 그곳에 상주하는 직원들은 주말에 쿠

르차토프로 나올 수 있다고 한다. 각 IGR은 지상에 건설되어 있으며 면적은 

대략 0.5 km
2 이다. 그에 반하여 추진 로켓용 원자로를 주로 연구했던 IVG

는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실험과정에서 발생할 폭발에 대비한 듯하

다. IVG 옆에는 연구용 원자로의 핵연료 저장고가 있으며, 카스피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해체 예정인 고방사선 물질을 이전할 예정이다. 이 저장고는 

수명 50 년의 임시적이다.     

○ IVG 등에서 지상 핵실험 한 곳까지는 불과 20 km 떨어진 지점이다. 이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오염이 문제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30 년 

전이 일이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답변한다. 현재 핵실험 지역에는 인가는 없

지만, 간간히 풀을 뜯는 젖소와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2. 인력 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가. 양 국간 원자력 협력 관심 분야  

2004년에 실시한 “한․카자스흐탄 원자력 협력가능 분야 도출 및 활성

화 방안 연구” 의 시작과 함께 INP와 IAE 에 의뢰하여 양 국간 원자력 분

야에서 공동 협력이 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 다. INP와 IAE 

경 층과 국제협력 분야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접수한 협력 관심 분야 제안

서 제목은 아래와 같이, 방사선 안전, 환경 방사선 연구, 연구용 원자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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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분야이며 총 18 건이다. 상세 연구내용과 연구자의 이력 등은 부

록 2와 같다.   

1.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production of beryllium-aluminum foils 

for entry windows of soft X-ray detectors

2. Definition of concentration caesium-137  in granulometric fractions of 

soil at locations of Azgir  test  site

3. Electrodeposition technique for preparation of Cd-109 X-ray sources

4. Development of a Mirror Objective for Electron Microscope with high 

resolution

5. Study of phase formation processes in Armco-Iron thin foils with 
Zirconium and Titanium coatings

6. Research of localization features of plastic deformation in 12Cr18Ni10Ti 

stainless steel irradiated by neutrons

7. Determination of the kinetic martensite -transformation parameters of 
12Cr18Ni10Ti stainless steel irradiated by neutrons and implanted with 
helium.

8. Development and investigation of thermal stable Ni-Cr-Al superalloys 

with heat resistance chromium coatings. 

9. Straggling zones investigation in pure molybdenum and carbon steels 
implanted with helium and/or hydrogen using the cyclotron facility

사진 1. KAERI 원자력 관련 연구 개발 현황을 청취  

      하고 있는 IAE 원자력 연구 관련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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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esting of Zr-Mo gel column for portable Tc-99m generator

11. Working-off technique for plating of carbide coatings on graphite 
materials and upgrading of elements of the small-scale device for plating 
of carbide coatings.

12. Review of experimental researches of processes at severe accidents of 
different types power nuclear reactors

13.  solve the problem of stainless steel utilizing after its usage in the 
reactor equipment design elements or equipment, used in the technologies 
of uranium mining and processing

14. Experimental Researches Review to Substantiate Power Reactors 
Safety, performed on the reactor IGR 

15. Review of labour protection managing system (protection of health 
and safety of the personnel) 

16. Review of special measurements system, used in the experiments on 
researching of power reactors safety

17. Working-off software for processing of difractometric data that is 
obtained at materials testing investigations of materials with complex 
phase structure.

18. Study of Thermocycling Impact on Beryllium Irradiated by Fast 
Neutrons

나. 한․카자흐스탄 원자력관련 기관 간 원자력 협력 기반 구축 

2004년 9월 경 우리나라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시 쳬결된 원자력

협력 협정을 뒷받침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KAERI-NNC RK 

간의 기관간 협력 약정이 진행되고 있다. 참고적으로 2004년 5월24 일부터 6

월 1일까지 1주일 간 카자흐스탄의 원자력정책담당자(광물자원부 대회협력국

장, INP 소장 등)들이 우리나라로 초청되어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원자력의학

원을 시찰하 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2와 같으며, NNC RK 의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의 방침에 따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협력 약정서 초안을 

KAERI에 보내 온 바 있으며, 검토를 거쳐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다. 개략적

인 내용은 목적, 협력의 방향과 방법, 협력 연구 시 연구비 조달 방안, 연구 

결과물의 배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 연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4 년 부터 2005 년 사이에 3 차례의 방문이 1 차례의 답방이 있었다. 원

자력 관련 고위 정책 관련자들의 한국 방문으로 양국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풍부한 우라늄 원광을 가진 카자흐스탄으로 부터 한국전력

주식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우라늄 원광을 수입할 수 있게 일조한 것은 이 과

제의 성과이다. 주요 경 자들과 연구자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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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직위 e-mail 전화

Tulebaev K. Almaz
에너지광물자원부대외협

력국장
kaec@nursat.kz 3172 786870

Kairat K. 

Kadyrzhanov
INP 소장 Kadyrzhanov@inp.kz 3272 546487

Peter Chakrov INP 부소장 chakrov@inp.kz 3272 545432

Alexander Borisenko chief engineer/INP borisenko@inp.kz 3272 545385

Adil Ah. Tuleushev INP/수석부소장 tuleushev@inp.kz 3272 546276

Serik K. 

Kozhakhmetov
INP/head kserik@inp.kz 3272 546517

Nassurlla Burtebaev INP/head burteb@inp.kz 3272 546722

Alexandar D. Vurim IAE/chief vurim@nnc.kz 095 7455404

Timur Zhantikin KAEC 위원장
t.zhantikin@atom.almat

y.kz
3272 607220

Shamil T. 

Tukhvatulin

NNC-RK/director 

general
tukhvatulin@nnc.kz 322 51 23858

Yuri S. Vassiliev NNC-RK/수석부소장 YSV@nnc.kz 322 51 23333

Yergazy A. Kenzhin IAE/소장 kae@nnc.kz 322 51 23125

Vladimir A. Pakhnits INP 부소장 nauka@nnc.kz 095 7455404

Valert A. Gaidaichuck
IAE/Cheif of IGR

valery@nnc.kz 322 51 23125

Irina L. Tazhibayeva NTSC/수석부소장 tazhibayeva@ntsc.kz 3272 646801

Bauzhan O. 

Duisebayev 

Institute of high 

technologies

bduisebayer@kazatompr

om.kz
3272 503541

Irina L. Tazhibayeva NNC-RK 수석부소장 tazhibayeva@ntsc.kz 3272 646801

Oleg S. Pivovarov NNC-RK/소장 oleg@nnc.kz 095 7455404

Alexander Klepikov
Nuclear Technology 

Safety Center/부소장
klepikov@ntsc.kz 3272 646801

Zhdanova Nataly
Nuclear Society of 

Kazakhstan/부소장
N.Zhdanova@nuclear.kz 3272 545143

Zhenis R. Zhotabaev NNC-RK/수석부소장 Zhenis@NNC.KZ 322 5123125

Kolodeshnikov A. 

Alexandrovich
IAE/head aak@nnc.kz 3222 983727

Atabaev Ilkham 

Gafurovich

Physical-Technical 

Institute of UZ/부소장
lutp@uzsci.net 998 71 133 1271

Vladimir S. Zhdanov NNC-RK/head zhdv@nnc.kz 095 7455404

Alexander Kim KAEC/부위원장 a.kim@atom.almaty.kz 3272 63356

  

6. NNC-RK 의 주요 인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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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즈베키스탄과의 원자력 협력 기반 조성

가. 한․우즈베키스탄 원자력 분야 협력 상황

중앙아시아 국가 중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면적이 넓은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우라늄 생산량 4 위이며, 금 천연가스 그리고 면화의 세계적인 생산국

임. 카자흐스탄에 비하여 보수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이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수도인 타쉬겐트에 위치한 INP 에는 10 MW 실

험용 원자로가 있으며 년간 누적 동작 시간에 있어서는 세계 수위를 차지할 

정도로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 감마선 조사 장치와 대부분이 

건조하여 수질이 좋지 않은 관계로 수질 여과 장치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

고 있으며, Synchrotron radiation 실험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그 동안 과학

기술협력협정을 맺은 후로 INP 소장 일행이 수차례 방문하여 한국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우호적임이며, 고려인과학자(엠베체슬라브, 김경창 박사)들이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에서 연구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카자흐스탄

과 많은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일본도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는 파악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권 국가와는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의 원자력분야

의 협력은 연세대학교와  수질오염 개선 등의 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

나,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관계로 원자력분야에서의 공식적인 협

력은 이루어지 않고 있다. 

나. 원자력 분야 협력 기반 조성

 

우즈베키스탄에는 고려인이 20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어 카자흐

스탄과 함께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보다도 상대적으로 접근하게 쉬운 나라이

다. 우즈베키스탄의 INP(Institute of Nuclear Physics) 는 과학아카데미 의장

을 겸하고 있는 율다세프 박사가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향력 있는 중심 

연구기관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노시표․김재우 박사 일행은 2004년 10월에 타쉬

켄트에서 개최된 제 3 차 유라시안 컨퍼런스(주제 : 핵과학과 응용}에 참가

하여 KAERI 에서의 원자력 관련 기술 개발현황에 대하여 발표하여 중앙아

시아의 원자력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INP 산하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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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Prepart" 회사를 방문하여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 기술 협력에 대하여 

협의하 다. 또한 동위원소생산용 싸이크로트론 시설과 감마선 조사시설 등

을 시찰하 다.

그리고 실질적인 국제 협력을 시작하기 위하여 INP 소장이면서 우즈베

키스탄 과학아카데미 의장 인행을 초정하 으나 우즈베키스탄 국내 형편 상 

연기되다가 2005년 11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의학원 

등을 방문하여 상호 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 고, 과학기술부에

서는 양국간의 원자력 분야의 협력 관계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 회담

에서는 동위원소 생산 공동 연구 방안과 하나로 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우즈베키스탄의 연구인력 파견 요청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동 기

관의 주요 시설(하나로, 열수력 실증 시설, 전자빔 조사 시설) 방문을 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 동행한 물리기술연구소 부소장은 한국

에너지기술원에서 “우즈베키스탄의 태양에너지 연구 현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의 연구 태양열 이용 분야 연구 상황에 담당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 가능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초청 마지막 날에는 과학기술부의 

차관을 방문하여 양국의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 방안에 대하여 협의

하 다. 이 방문에서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의장은 양국 간에 원자력협

력협정을 맺을 것을 제안하 다.

사진 2. 한국원자력연구소를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원장 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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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1절.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중앙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가와의 원자력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를 목표로 하는 본 과제는 아래와 

같은 최종 목표를 선정하 다. 그 방법으로 양국의 원자력관련 정책 담당자

들의 관심을 고양하는 것을 주로 하 다. 또한 기존 정부차원에서 체결한 원

자력 협력협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원자력 관련 기관 간 협력약

정을 체결하여 연구 인력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게 하 다. 그리고 상대적으

로 우리와의 관계가 소원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인력 교류를 통한 접

근을 추진하 다. 

가. 최종 목표 

중앙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과의 원자력 협력 

기반조성 방안을 연구하는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카자흐스탄과 실질적인 원자력연구 상호 협력 추진 

○ 우즈베키스탄과의 원자력 연구 분야의 협력 방안 마련 

나. 당해 단계목표 및 달성도

중장기과제가 아니고 일 년으로 과제를 마감하는 특성 상 다음과 같이 

주요 연구 실적을 목표로 하 으며, 우측의 근거자료와 같이 대부분의 단기

목표를 달성하 다.  

○한/카자흐스탄 원자력관련 장관 회담 추진   

○ 카자흐스탄 원자력 핵의학 분야 기술 협력과 수출 기반 조성 마련  

○ 카자흐스탄 원자력 관련연구 현황 파악과 협력 방안

○우즈베키스탄 원자력분야 고위 정책결정자 초청

○ 우즈베키스탄의 INP를 방문하여 원자력 관련 시설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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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과제 목표 달성도 평가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

비고 

카자흐스탄과의

원자력협력 기반 

심화 

○한/카자흐스탄 원자력관련 

장관 회담 추진  

-노대통령 카자흐스탄 방문 

시 양국 장관의 면담과 원자

력분야의 협의가 이루어짐. 

○ 카자흐스탄 원자력 핵의학 

분야 기술 협력과 수출 기반 

조성 마련 

-원자력병원과 카자흐스탄에 

설립되는 방사선 센터 운 에 

관한 협력 방안 구체화 

○ 카자흐스탄 원자력 관련연

구 현황 파악과 협력 방안 

군사시설 지역이었던 쿠르차

토프에 있는 IAE 방문하여 협

력 가능한 분야 협의

우즈베키스탄과

원자력 협력 기반 

조성

○우즈베키스탄 원자력분야

  고위 정책결정자 초청

   - 원자력협력협정에 관한 

     정부 간 회담 개최함 

   - 한국원자력연구소 방문하여 

우즈베키스탄 INP와 협력 분야에 

대하여 협의함.   

○ 우즈베키스탄의 INP를 방

문하여 원자력 관련 시설 파악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의장 일행 방문하여 과학기술

부 차관과 양국 간의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가능성 협의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을 방문

하여 2 차에 걸친 우즈베키스

탄의 원자력 연구개발현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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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제 협력 분야에의 기여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대국으로 석유, 석탄, 구리, 우라늄 등 기존 

대량 사용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오스뮴, 이리늄, 레늄 등과 같은 희귀광물이  

다양한 광물 자원 보유 및 산출국이다. 현재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자원 관

련 물품의 의 수입선 확보 등을 위해서 카자흐스탄과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면에서의 협력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 한편 구소련 시절 풍

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특성을 살려 전략적으로 광물제련 및 이를 이용한 

중공업 분야로 지역산업화가 되어 있다. 이런 바탕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경제의 사유화를 실시하여 사회주의 

체제에서 성공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에 성공한 국가이다. 이러한 노력

에 힘입어 서방세계에서 많은 투자 유치에 성공하 으며, 이는 구소련 연방 

국가 중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몽골계인 카자크인의 혈통적․외양적 유사성과 함께 이주된 고려

인의 양호한 평가 등으로 한국에 매우 우호적이며 비교적 독립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러시아, 미국 등의 외세에 그다지 향을 받지 않고 한․카자

스흐탄의 독자적이고 공고한 유대의 확립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부존자

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는 장기적인 교역증가가 예상되고 에너지 자원 수

입다변화를 위해 석유, 우라늄 등의 수입원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에서도 2004 년 9월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방문하여 자원 외교와 

경제 외교를 성공적으로 펼쳤다. 이번 과제에서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한/카자흐스탄 간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되어 그동안 수입이 어려웠던 첨단 

전략 과학기술분야에 사용되는 금속의 수입, 특히 원전연료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의 직수입이 가능해져서 안정적인 우라늄 원료의 공급이 보장되었다. 

일본은 2003년 일․카자흐스탄 협력 10주년을 기념하는 워크샵을 개최

할 정도로 이 나라와 공동연구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하게 진행 중이

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원자로 실험 시설과 인력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연

구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연구할 

수 없는 분야(예: 중대사고 실험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면 원자력 

발전소의 유지 보수 그리고 해체 분야에 대하여 간접 경험을 축적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그동안 외국인들의 출입금지 지역이었던 쿠르차토프에 위치

한 IAE늘 방문하고 IGR, Baikal-1 reactor complex 을 시찰하고 협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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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IAE 소장은 IAE-KAERI 간의 협력 약정

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할 것을 제안하 다. 카자흐스탄이 경제적으로 고

성장하고 있지만, 구소련 시절과 같이 군사시설로 속해있을 때에 비하여 현

재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점은 우리나라와의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원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현

재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차세대원자로 실증로 건설부

지가 주민들의 반원자력 정서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부

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기존의 건설된 연구용 원자로 등

을 이용한 중대사고 실험, 안정성 검사 등을 추진하는 것도 침체된 원자력 

연구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즈베키스탄과의 원자력 협력 기반 조성 분야는 2004년 10월에 우즈

베키스탄에서 개최한 제 3차 유라시안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한국의 원자력 

연구 개발 현황”을 소개하 으며, 타쉬겐트에 위치한 INP 를 방문하여 연구

용 원자로, synchrotron radiator, 감마선 조사 시설 등을 시찰하고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하여 의견을 나눔. 또한 과학아카데미의장을 한국에 초청한다는 과

학기술부의 의견을 전달하고 방문을 약속 받았다. 그 후 2005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원장과 동행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 과학기술부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하여 의

견 나누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원자로 운 과 RI 생산 협력에 대한 

협의를 하 으며 과학기술부에서는 원자력협력협정을 제안하여 현재 우즈베

키스탄 측에서 진행 중이다. 

끝으로 원자력 협력 협정과 기관 간 협력 약정 분야와 인적 협력 기반 

구성에서는 계획했던 목표가 달성된 반면 예정되었던 자료 수집 분야에서는 

각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리된 자료가 부족하고 정보 전달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자료가 러시아어로 작성되어 있어 체계적인 정리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소속 연구부서의 특성상 과제 구성원과의 동반 

출장에 어려움이 많아 자료 수집과 수집한 자료의 정리가 되지 않아 아쉬움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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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

본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을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적인 측면 

 중앙아시아의 자원 대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우리나

라가 각종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로 자원

외교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다. 노대통령과 재계 인사들의 2004년 카자흐

스탄 방문과 2005년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보더라도 석유와 각종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들 나라와의 다방면에서 협력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다. 2004년 카자흐스탄과 체결된 원자력 협력협정으로 한국전력은 우

라늄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수입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라늄이 핵물질

이므로 원자력협력협정이 없이는 수출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과

제가 일조를 하 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 외에 우라늄 원광 생산에 있어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즈베

키스탄과의 원자력 연구 분야의 협력 관계 증진에 한 분야를 맡게 되었는데, 

장관급인 아카데미의장 일행을 국내에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

켰다. 대우그룹에서는 10 년 전 부터 우즈베키스탄의 잠재력과 구소련 국가

로 진출이 용이한 국가로 선정하여 자동차 공장에 투자하 으며, 이를 계기

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이들 나라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

으킬 것으로 보인다. 

2) 사회적인 측면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1937넌 러시아의 연해주에서 스탈

린에 의하여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다. 본 과제를 진행하면서 

많은 고려인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들은 아직도 우리나라 동포로서의 강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인들이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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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에서 경제 활동과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현재 좁은 국토에서 살고 있어 외교적인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중앙아시아에 널리 퍼져있는 고려인과 같은 인

적 자원을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카자흐스탄의 IAE는 1950 년대부터 구소련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

하여 실험을 했던 지역으로 지금도 방사선 낙진 등에 의하여 오염이 심하게 

된 지역이다. 1950 년대에는 지상핵실험을 1960년대에는 동굴과 지하핵실험

을 했었는데, 현지에서 기념관을 설치하여 방문자들로 하여금 핵무기 실험으

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냉전 시대의 산물인 

미․소 간의 핵무기 개발 현장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인류가 평화로 나아가

기 위하여서는 다시 이런 유의 무기 경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었다. 참고적으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민주화가 진행되고 이

들 국가에서도 반핵 단체와 환경 단체들이 등장하고 이들이 정책의 변수가 

되고 있었다. 

일본은 ISTC(International Science Technology Center) 를 통하여 카

자흐스탄에 많은 연구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은 일본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거나 카자흐스탄에 수탁을 줄 때 저렴한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인 중대사고 실험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카자흐스탄과의 중대사고 실험 등은 위탁을 주어 진행하

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CIS 국가 중 인구가 2 번째로 많은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주 수출품이 

면화 등 농산물이지만 풍부한 지하자원과 교육받고 훈련된 인력을 많이 가

지고 있어 잠재력이 큰 나라로 알려져 있다. 특히 INP에서는 10 여 년 전 

부터 방사선동위원소 생산 설비를 갖추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서방 세계의 

유명 회사에 공급하고 있다. 그 동안 쌓은 기술과 경험은 우리나라와 같이 

RI 생산 경험이 많지 않은 나라에서는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방사선을 이용한 암의 진단과 치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

되며, 현재도 확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방사선 진단․치

료 시약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이 분

야 대한 투자를 늘리고, 그 협력 관계로 우리와의 기술협력을 강화하려고하

는 우즈베키스탄을 선택할 때 win-win 효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우즈베키스

탄의 고려인 연구원들 중에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다는 의사 표명을 자주

하는데, 이런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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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1

AGREEMENT

ON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an State Enterprise "National Nuclear Center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 state enterpriseestablished under the Law «About State 

Enterprise", 1995, having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6 Lenin street, 

Kurchatov, Republic of Kazakh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 NNC RK ", 

on the one hand,

AND: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 corporate body established under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Law, 1973, having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150 Duckjin-dong, Yuseong, Daejeon,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AERI

on the other hand,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Sides" and individually as a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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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MBLE

WHEREAS, NNC RK and KAERI have noted that the Republic of Kazakhstan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established on an "Agreement 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on September 20, 2004 in Astana, Kazakhstan.

WHEREAS, NNC RK and KAERI have considered the advantages that may be 

obtained from a close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WHEREAS, NNC RK and KAERI have perceived that their organizations will 

mutually benefit from new cooperation activities by taking into account and 

accepting the following:

A. Advantages of cooperation between the scientific centers for an effective 

solution to scientific research issues in the fields of nuclear power, 

nuclear and radiation technologies

B. Availability of a unique experimental base for the studies in the fieldsof 

nuclear power, nuclear fusion and the experiences gained in the performance of 

such researches for both Sides;

C. Necessity to provide a safe operation of nuclear energy facilities; and

D. Wish to consolidate the friendship and scientific communication between 

Kazakh and Korean scientists and specialists in the fields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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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THEREFORE,consideration of their areas of interest, both Sides hereto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Agreement is cooperation between the Sides for scientific 

researches in the fieldsof nuclear energy, nuclear fusion, nuclear and radiation 

technologies, and radiation ecology.

Article 2: Direction of Cooperation

The main directions of the cooperation between the Sides are as follows:

A. Concept and forecasting of nuclear power developments (begin with 

Asian countries);

B. Research into and the development of research and power reactors of a 

low and medium  capacity;

C. Study of nuclear power (reactor facilities) safety issues;

D. Researches into nuclear fusion;

E. Radiation safety and radiation ecology (including the reprocessing, storage 

and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F. Radioactive study of materials

G. Application of nuclear and radiation technologies to manufacture 

science-intensive products (including production of radioactive isotopes and 

radiopharmaceuticals ); 

H. Advanced training of specialists related to nuclear physics and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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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as well as nuclear and radiation technologies; and

I. Popularization of nuclear power and the present-day science progresses 

within a population.

Article 3: Methods of Cooperation

Cooperation on the directions stat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may take the 

following forms:

A. Exchang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specialists’delegations;

B. Exchang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including the results of 

experimental investigations carried out by each Side);

A. Cooperated conferences, workshops and work groups;

B. Long-term residence of specialists for training and the exchange of work 

experiences

C. Cooperated scientific investigations;

D. Implementation of projects (contracts) which are of interest to both Sides 

and

E. With an agreement from both Sides other types of activities and 

cooperation forms can be realized.

Article 4: Organization of the Cooperation

To implement the objective, directions and forms of cooperation in this 

Agreement, the Sides will establish a coordination group consisting of an equal 

number of representatives of each Side. A coordination group leader will be 

appointed from among the group of members by a mutual agreement of the 

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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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Financing of the Cooperation Activities

Financing the Sides’ cooperative activities in the Agreement can be performed as 

follows:

A. Work costs are reimbursed from a Side’s own expenses; and

B. Execution of a contract for work to be performed by one Side with full 

or partial payment of the work by another Side.

Procedure financing will be on a case by case basis and bilateral record or 

separate agreement (contract) will be established. 

Article 6:  Effective Period and Termination

This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upon the signatures from the responsible 

persons on both Sides and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five years. 

Thereafter it shall be automatically renewed from year to year. Termination of 

this general agreement is to be effected immediately after deliberations by both 

Sides. However, after the initial period of five years, either Side may terminate 

the Agreementat the end of a given year by giving six months notice in writing 

of such an intent.

Article 7: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oth Sides agree that, in the event of a research collaboration leading to patent 

rights, copyright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 further agreement must 

be established in each case in accordance with the policies ofSides on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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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Amendments

Amendments and supplements to this Agreement are to be effected immediately 

after deliberations by both Sides. 

Article 9: Language

This Agreement is written in duplicate at NNC RK, the Republic of  Kazahstan 

and KAERI, the Republic of Korea,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The 

Agreement is prepared in English. 

Article 10:Agreement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both Sides and 

supersedes all previous negotiations, representations, undertakings and agreements 

heretofore made between both Sid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and shall 

not be modified except by mutual agreement in writing by both Sides. 

Article 11: Governing

The validity, construction and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shall be governed 

by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spective countries 

ofSides. 

Article 12: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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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differences or disputes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any other resulting disputes,shall be settled by an amicable effort 

by both Sides. 

Article 13: Notices

Any notice or other communication to be given by one Side to the other Side 

pursuant to this Agreement will be given in writing to the respective person and 

address. The respective persons can be changed by notifyingother Side by e-mail 

or letter without amending this Agreement when the counterpart persons are to 

be changed. 

Article4: Annex

Annexes may be established to specify the plans for a cooperation management 

as necessary on the basis of this Agreement.

              

Appendix A

Equipment

On behalf of NNC RK

Kairat K.Kadyrzhanov

Director General

National Nuclear Center 

Signature :    

Date : 

On behalf of KAERI

Chang Kue  PARK

President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Signature :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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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uclear reactors: nuclear reactors maintaining controlled fission chain 
reaction, excluding zero power reactors (the latter is defined as a reactor 
with a maximum plutonium production level not exceeding 100 g annually).

2. Reactor vessels: metal vessels - manufactured blocks or their major 
manufactured parts -specially designed and produced for containing a nuclear 
reactor core(definition of which is given in Paragraph 1 above) and 
withstanding the operating pressure of the nuclear reactor's primary coolant.

3. Machines for reactor fuel loading and unloading: manipulator equipment 
specially designed or adjusted for reactor fuel loading or unloading(definition 
of a reactor is given in Paragraph 1 above) and performing loading 
operations, or having complex technical positional characteristics that allow 
the performance of complex fuel loading-unloading operations, such as, for 
instance, operations in which visual examination or fuel access is not 
possible.

4. Control reactor rods: rods specially designed or fabricated for reaction rate 
management in a nuclear reactor(definition of which is given in Paragraph 1 
above).

5. Reactor pressure pipe: pipes specially designed for fuel cells and the nuclear 
reactor's primary coolant (definition of a reactor is given in Paragraph 1 
above) with an operating pressure of more than 50 atmospheres.

6. Zirconium tubes: zirconium and zirconium alloys in forms of tubes or 
assemblies of tubes, in amounts exceeding 500 kg annually, specially 
designed for their use in a reactor  (definition of a reactor is given in 
Paragraph 1 above), and in which the proportion of hafnium and zirconium 
is less than 1:500 weighed f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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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rimary coolant pumps: pumps specially designed for the circulation of the 
primary coolant of a nuclear reactor definition of which is given in 
Paragraph 1 above.

8. Nuclear reactor internals: nuclear reactor internals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use in a nuclear reactor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including support columns for the core, fuel channels, thermal shields, 
baffles, core grid plates, and diffuser plates.

9. Heat exchangers: Heat exchangers (steam generators)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use in the primary coolant circuit of a nuclear reactor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10. Neutron detection and measuring instruments: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neutron detection and measuring instruments for determining 
neutron flux levels within the core of a reactor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11. Plants for reprocessing irradiated fuel cells and equipment specially designed 
or manufactured therefor: a plant for reprocessing irradiated fuel cells 
includes equipment and components, which in normal operation enter into a 
direct contact with irradiated fuel and major nuclear material and control 
technological flows of the irradiated fuel, nuclear material and fission 
products.

12. Plants for the production of fuel cells: a plant for the production of fuel 
elements includes equipment, which in normal operation enters into direct 
contact or is used for processing or controlling productive flows of nuclear 
materials, or equipment, with the help of which nuclear material is loaded 
into a fuel element cladding.

13. Plants for the separation of uranium isotope: a plant for the separation of 
uranium isotope includes equipment, other than analytical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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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uranium isotope separation, and also 
includes each major item of equipment specially designed for the separation 
process.

14. Plants for the production of heavy water: a plant for production of heavy 
water includes a plant and equipment specially designed or manufactured for 
the enrichment of deuterium or its compounds, as well as any details 
important for the plant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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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Proposal for Joint Research Projectunder 
The KAERI- IAE Cooperative Program 

19 / 03 / 2004 
1. Research Field

2. Title of Research Project 

3. Duration of Project 

4. Applying Budget (cf. counterpart side(~ Korean side * 20 %) 

Signature of Principal Investigator  
5. Principal Investigator 
 

Main New materials Sub New Beryllium materials for nuclear 
instruments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production of beryllium-aluminum foils for entry 
windows of soft X-ray detectors

From 2004  to 2005 (1 year)

1st 
year Korean Side Won Counterpart Side $ 10000

2nd 
year Korean Side Won Counterpart Side $

Name  Date of 
Birth   

Affiliati
on &
Position
Present
Address Republic of Kazakhstan, Almaty, 480082, Ibragimov str. 1

Tel.
(Fax) . E-mail tuleushev@inp.kz

Degree &
Specialit
y 
Main Scientific Publications in the last five years (to a maximum of 
five)

1. A.Zh. Tuleushev, V.N. Lisitsyn, Yu.Zh. Tuleushev et al. Techniqu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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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mention the year of the publication, the name and volume of the journal and main/co 
author. 

6. Summary of Joint Research 

▣ Objective 

▣ Research Plan 

▣ Expected Effects 

production of beryllium and beryllium containing foils. Pat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10214. Bulletin # 1. 15.01.03

Technologies for deposition of metallic coatings by magnetron 
technique were developed at laboratory of ion and plasma technologies. 
High rate of metal sputtering allows to produce thin metallic foils of 
one or several components. A special interest represents magnetron 
technique of production of multi-component foils of materials with low 
mixing capabilities, e.g. beryllium and aluminum. 

1. Brief plan of project realization

� Preparation of equipment for deposition of thin metallic foils of 

beryllium materials.

� Technological process of production of thin foils of beryllium materials 

by ion-plasma deposition will be developed and realized after completion of 

the project.

The following results will be obtained during the pro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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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earch Field

2. Title of Research Project 

3. Duration of Project 

4. Applying Budget (cf. counterpart side(~ Korean side * 20 %) 

Signature of Principal Investigator  생략가능 

5. Principal Investigator 
 

Mai
n New materials Sub New Beryllium materials for 

nuclear instruments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production of beryllium-aluminum foils for entry 
windows of soft X-ray detectors

From 2004  to 2005 (1 year)

1st 
year Korean Side Won Counterpart Side $ 10000

2nd 
year Korean Side Won Counterpart Side $

Name Adil Zhianshakhovich Tuleushev Date of 
Birth 05.11.1951. 

Affiliati
on &
Position

First Deputy Director, INP

Present
Address Republic of Kazakhstan, Almaty, 480082, Ibragimov str. 1

Tel.
(Fax)

P h o n e : 7 + 3 2 7 2 + 5 4 6 2 7 6 ; 
7+3272+546467. Fax: 
7+3272+546517.

E-mail tuleushev@inp.kz

Degree &
Specialit
y 

Candidate of physical sciences, physicist

Main Scientific Publications in the last five years (to a maximum of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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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Zh. Tuleushev, V.N. Volodin, V.N. Lisitsyn et al. Technique for 
production of beryllium and beryllium containing foils and production 
equipment. Pat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10564. Bulletin #3. 

17.03.03

5. A.Zh. Tuleushev, V.N. Lisitsyn, Yu.Zh. Tuleushev et al. Technique for 
production of beryllium and beryllium containing foils. Pat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2188876. Bulletin #25. 10.09.02

☞ Please mention the year of the publication, the name and volume of the journal and main/co 
author. 

6. Summary of Joint Research 

▣ Objective 

2. A.Zh. Tuleushev, V.N. Lisitsyn, Yu.Zh. Tuleushev et al. Technique for 

production of beryllium and beryllium containing foils. Pat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10214. Bulletin # 1. 15.01.03

4. A.Zh. Tuleushev, V.N. Volodin, V.N. Lisitsyn et al. Technique for 

production of beryllium and beryllium containing foils and production 

equipment. Pat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2194097. Bulletin #34. 

10.12.02

6. A.Zh. Tuleushev, V.N. Lisitsyn, Yu.Zh. Tuleushev et al. Technique for 

production of beryllium foils. Pat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2199606. 

Bulletin #6. 27.02.03

Technologies for deposition of metallic coatings by magnetron 
technique were developed at laboratory of ion and plasma technologies. 
High rate of metal sputtering allows to produce thin metallic foils of 
one or several components. A special interest represents magnetron 
technique of production of multi-component foils of materials with low 

mixing capabilities, e.g. beryllium and aluminum. 

Beryllium-aluminum alloy with high beryllium content is very 
fragile and is not subject to plastic treatment. The developed 

magnetron technology allows to produce ribbons of mixture of beryllium 
and aluminum with arbitrary ratio of the components in vacuum chamber 
using simultaneous sputtering of beryllium and aluminum. The foil can 
be used as X-ray window transparent for low energy radiation. As 

compared to conventional beryllium windows the beryllium-aluminum foil 
has lowercost, the fact that makes its use expedient despite 

insignificant loss of X-ray transparency related to excitation of 
aluminum by primary radiation. Beryllium concentration in the foil is 
either constant or varying. Thickness and properties of the foil are 

easily contro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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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Plan 

▣ Expected Effects 

Nuclear-physical analysis of distribution of beryllium (40 at. %) and 
aluminum (60 at. %) in homogeneous f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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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ical process of production of thin foils of beryllium materials 

by ion-plasma deposition will be developed and realized after completion of 

the project.

The following results will be obtained during the project:
� Development of process of production of thin foils of beryllium 

materials.
� Working out of techniques for analytical control of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foils.
� Characterization of the final product (thin foils of beryllium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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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earch Field 

2. Title of Research Project 

3. Duration of Project 

4. Applying Budget(cf. conterpart side ~ Korean side * 20 %) 

Signature of Principal Investigator  생략가능 

5. Principal Investigator 

 

Mai
n Radioecology Sub Radioactive pollution of soil

 Definition of concentration caesium-137  in granulometric fractions of soil at 
locations of Azgir  test  site

From May2004  to April2005 (1 year)

1st 
year Korean Side Won Counterpart Side $16 000

2nd 
year Korean Side Won Counterpart Side $

Name Akhmetov  Yerbolat Date of Birth 26 september,  1945 

Affiliation 
&
Position

Institute of Nuclear Physics/ National Nuclear Center of the Republic 
Kazakstan
 Chief  of  the  laboratory

Present
Address INP  NNC  RK,  Ibragimov  str.,  480082 Almaty

Tel/Fax +7-3272-546455 E-mail erbolat@inp.kz

Degree & Doctor of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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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mention the year of the publication, the name and volume of the journal and main/co author. 

6. Summary of Joint Research 

Objective 

Speciality Nuclear Physics         Radioecology

Main Scientific Publications in the last five years (to a maximum of five)*

1. Аkhmetov E. et al. Situation with radionuclide contamination of soil 
layer at the Azgir test site. Proceeding of International Conference 
"Eurasia conference on nuclear science and its application". Turkey. Izmir, 
october, 2000, p. 349.

2. Аkhmetov E., Gilmanov D. The Azgir test site (object GALIT): the 
past and the present state.
    Bulletin of the National Nuclear Center, RK, 2001, №3, p.56.

3. Аkhmetov E.  Peculiarities of presence of caesium-137 in soil at Azgir 
test site grounds.
    Bulletin of the National Nuclear Center, RK, 2002, №3, p.37.

Akhmetov E.Z. et al. About Condition of soil round at Locations of the Former Azgir Nuclear 
Test Site. 4thInternational Conference Nuclear and Radiation Physics. September, 2003, Almaty, 
Kazakhstan, p. 364.

5.Akhmetov E. et al. Testimonial of broken lands at the Former Azgir 
Nuclear Test Site. NATO Advanced Research Workshop: Radiation Safety 
Problems in the Caspian Redion. September, 2003, Baku, Azerbaijan.

   17 of more than 40 underground nuclear explosions, carried out in 
Kazakhstan, were realized at the Azgir Test Site, situated at the western 
periphery of near-by-Caspian saltcarrying province situated to the North from 
the Caspian Sea, between Volga-river and Emba-river.

Near the settlement «Azgir»,  Atyrausky region, there were creatied, 
with the  help of camouflaged nuclear explosionsin masses of rocksalt, of 
underground spaces in order to use them as a multi-special-purpose storage of 
large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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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Plan 

In all, during the period from 1966 to 1979, at 10 technological 
locations there were realized 17 explosions of different powers in wells, with 
diameters of (6001000) mm, at depths of from 165 m up to 1500 m.

There were created 9 cavities with total preliminary volume of about 
1.2 million m3. By this, in the well ≪А2≫ there were carried out 7 nuclear 
explosions. At the location ≪A9≫ there was happened a fall-through of the 
terrain with diameter of 600 m, which was filled up by flooding and rain 
waters; the water volume was about 20 thousand m3 . 
During the break-down of cavities, during investigations of geophysical 
parameters of spaces, a study of radionuclides migration, a  selection of brine 
probes, a fulfilment of technological operations of different purposes and 
because of careless work, there were taken place local contaminations (with the 
level of activity of up to 104microSv/h) of areas around work wells at the most 
of locations, where there were contaminated, also, ground, drill solutions, 
separate units of equipment and mechanisms to the level of 106 dec/cm2.min 
on beta-radiation and of 104 dec/cm2.min             on alpha- radiation. For 
instance, the content of caesium-137 in soil exceeds mostly, essentially, the 
value of global amount in soil, 65 mCi/km2.
         The distribution and the radionuclide specific content in the surface 
soil grounds and the capasity of soil particles to form conglomerates, possessing 
of different properties, including the property on confinement of radionuclides.
         For the study of the problem of selective content of radionuclides in 
the composition of soil conglomerates and particles of different forms and size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relative distribution of soil-forming particles on 
geometrical sizes in soil complexes(<0,1 mm; 0,1 mm; 0,2 mm; 0,4 mm; 0,7 
mm;  
1,25 mm; 2,0 mm) and study the distribution of caesium-137 on the fractions 
in the surface soil layer.
Radionuclides spread from contaminated plots into environment depends on their 
horizontal transfer and migration, which can be a consequence of such factors 
as wind and water soil erosion, entrance forms and a degree of radionuclides 
binding with soil complex.

1. The systematization and the generalization of retrospective data on 
natural characteristics, on carried out nuclear explosions and on 
post-explosional radiation situation at the territory of the Azgir test site.

2. The carrying out of field radiometrical surveys, the selection of soil 
probes, the preparation of probes to analitic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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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cted Effects 

1. Research Field 

2. Title of Research Project 

3. Duration of Project 

4. Applying Budget(cf. conterpart side ~ Korean side * 20 %) 

5. Principal Investigator 
 

3. The fulfilment  of spectrometrical and radiochemical analyses.

4. The reveal and the contouring of plots radionuclides contamination at 
locations.

5. The  definition on macro-composition and granulometrical composition 
of soil ground of the Azgir test site.

6. The measuring of the distribution of caesium-137 radionuclide on soil 
fractions.

The reveal of migrational features of caesium-137  at dependence on its 
entrance forms and the degree of binding with soil particles.

Main Applied Nuclear Physics Sub Production of radioactive sources

Electrodeposition technique for preparation of Cd-109 X-ray sources

From 1st July 2004  to  1st July 2005 (1 year)

1st year Korean Side Counterpart Side $12000

Name  Dmitriy A. Zheltov Date of 
Birth 17th July 1974

Affiliat ion Institute Of Nuclear Physics, National Nuclear Center of Republic of Kazakh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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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ummary of Joint Research 

▣ Objective 

&
Position   Head of Laboratory

Present
Address Institute Of Nuclear Physics, 480082, Almaty, Kazakhstan

Tel.
(Fax)  7(3272)545649   7(3272)546517 E-mail sychikov@inp.kz

Degree &
Speciality

 Experimental research for applied radiochemistry

Main Scientific Publications in the last five years 
1.  G. Chumikov, G. Sychikov, N. Berdinova, V. Muratova, A. Amirov, D. Zheltov,
"Radiochemical technology of the Ga-67 production from cyclotron target", report at 
International conference "Nuclear and radiative physics", Almaty, Kazakhstan, 2001.
2. N. Gorodisskaya, A. Knayzev, G. Sychikov, D. Zheltov "Isolation of Cd-109 isotope from a 
cyclotron silver target and preparation of  X-rays sources  on its basis", report at 3-th 
International conference "Nuclear and radiative physics", Almaty, Kazakhstan, 2001.
3."Status of cyclotron based radioisotopes production in Kazakhstan. Report from the 
Laboratory", A.Arzumanov, N.Berdinova, D. Zheltov ect., 9-th Workshop on Targetry and 
Target Chemistry, Finland, Turku, May, 2002.
4."Radioisotopes production at the Kazakhstan cyclotron", A.Arzumanov, V.Batischev, D. 
Zheltov ect., 4 Int. Conf. on Isot., Sauth Africa, Kape-Town, March, 2002.
5.  N. Gorodisskaya, A. Knayzev, G. Sychikov, D. Zheltov, "The Development of 
production technology of sealed x-ray sources based on radioisotope of Cd-109", report 
at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Nuclear and radiative physics", Almaty, Kazakhstan, 2003.

Favorable nuclear parameters of a radionuclide Cd-109 (electronic capture - 100 
%, Т1/2 = 462 days, gamma transition - 88 keV, x-rays - 22 keV) allowed its wide 
technical usage especially as a  x-rays source in x-rays fluorescent analysis (x-RFA). 

Among preparation methods of uniform radioactive sources on a metallic substrate 

rather easy and convenient is cathodic deposition from aqueous solutions. This method 

allows to take precipitates of any shape with high yield of isotope radioquantities on a 

metallic substrate for a short period of time (0,5 - 3 hours). Usually  a strong alkaline 

medium (pH > 11) with complexing agent are used to achieve this purpose.

The main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the effective cathodic 

electrodeposition technique of non-carrier  Cd-109 on a metallic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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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Plan 

▣ Expected Effects 

1. Research Field 

2. Title of Research Project 

3. Duration of Project 

4. Applying Budget(cf. conterpart side ~ Korean side * 20 %) 

1. Selection of electrolyte for cathodic deposition non-carrier Cd-109.
2. Primary experiments on electrodeposition of cadmium-109 on the metallic cathode.
3. Forming of dependence of a cadmium-109 activity yield on the cathode from 
process time  at various current densities.
4. Selection of optimal process parameters of cadmium cathodic deposition. Definition 
of  technological yield.

As a result of this project, we hope to develop a rather simple procedure for cathodic 
electrodeposition of non-carrier Cd-109 on a metallic substrate. This procedure can be 
used for industrial production of sealed radioactive sources based on cadmium-109 
used for the X-RFA.

Main Charged Particle Optics Sub Investigation & Application 
Electron Mirror

Development of a Mirror Objective for Electron Microscope with high resolution

From 2004  to 2005 (1 year)

1st 
year Korean Side Won Counterpart Side $12000

2nd 
year Korean Side Won Counterpart S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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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of Principal Investigator  생략가능 

5. Principal Investigator 

 

☞ Please mention the year of the publication, the name and volume of the journal and main/co 
author. 

6. Summary of Joint Research 

▣ Objective 

Name E.M.Yakushev Date of 
Birth 16, June, 1935

Affiliati
on &
Position

Head of mass- & electron  spectroscopy laboratory 

Present
Address 480082, Almaty, Valikhanov st., 7.

Tel.
(Fax) (3272) 545 680 E-mail Yakushev@inp.kz

Degree &
Specialit
y

Professor & Physical Electronics

Main Scientific Publications in the last five years (to a maximum of 
five)*

1.S.B. Bimurzaev, R.S. Bimurzaeva, E.M. Yakushev. Electron microscope. 
Kazakhstan Patent N2000/0259.1.(2000).

2. S.B. Bimurzaev, G.S. Serikbaeva, E.M. Yakushev. Calculation of 
Electrostatic Mirrors Free of Spherical and Chromatic Aberrations. 
Proceedings of SPIE –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 
P. 26-32.  Fifth Seminar on Problems of Theoretical and Applied Electron 
and Ion Optics. 14-15 November, 2001, Moscow, Russia.

3.S.B. Bimurzaev, G.S. Serikbaeva, E.M. Yakushev. Electrostatic Mirror 
Objective with Eliminated Spherical and Axial Chromatic Aberrations. J. 
Electron Microscopy 52(4): (2003). P. 365-368.

4.S.B. Bimurzaev, G.S. Serikbaeva,  E.M.  Yakushev.  Calculation  of 
Focusing Quality of the Electrostatic Mirror Objective Free of Third-Order 
Spherical Aberration. . J. Nucl. Instr. Meth. Research A: 519, 21 February 
2004. P. 70-75.

5. S.B.Bimurzaev, E.M. Yakushev. Method of Parameterization of Exact 
Electron Trajectory Equations. Proceedings of SPIE –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 Sixth Seminar on Problems of Theoretical 
and Applied Electron and Ion Optics. 28-30 May, 2003, Moscow, Russia.

It is well-known that the resolution of a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is limited by the third order spherical aberration of its 

objective –electron lens [1]. As spherical aber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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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Plan 

▣Expected Effects 

1. Research Field 

2. Title of Research Project 

axisymmetrical electron lenses in principle cannot be eliminated, it 
is necessary to seek for various correctors of electron lenses, in 
particular, correctors on the basis ofelectrostatic electron mirrors 
[2.3]. However, application of these correctors considerably 

complicates the objective electron-optical system, which in addition 
to the electrostatic mirror must incorporate a magnetic system for 

separation of incident andreflected rays.
A principal possibility of development of an electron microscope, 

which instead of an electron lens uses as an objective, an electrostatic 
electron mirror with eliminated spherical and axial chromatic aberrations, 
was discussed.
.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investigate focusing properties of 
the electron mirror with eliminated spherical and axial chromatic 
aberrations in a wide range of its geometrical and electrical parameters 
and to estimate its maimal resolution limited by residual aberrations of 
higher orders and electron diffraction. 

1.Devolopment of the Calculation Method of Exact Electron Trajectory 
Equations.
2.Devolopment of the Calculation Algorithm for Focusing Quality of Electron 
Beam by the Electron Mirror.
3.Determination on the basis of mathematical modelling of the range of 
variation of geometrical and electrical parameters of mirrors with improved 
focusing quality at rather high magnifications and estimation of the possibility 
of usage of electron microscopy.
4.Generalization of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nd writing a report

1.Based on the exact equations we will construct an algorithm for calculating 
quality of electron beam focusing by the electron mirror.
2.The ranges of variation of geometrical and electrical parameters of electron 
mirrors with improved focusing quality at rather high magnifications will be 
obtained using computer modeling.
3.Possibility of usage of electron mirrors in electron microscopy will be 
estimated.

Mai
n

Condensed Matter Physics and Material 
Problems Sub

Radiation-thermal Modification of and 
Laminar Systems



- 60 -

3. Duration of Project 

4. Applying Budget(cf. conterpart side ~ Korean side * 20 %) 

Signature of Principal Investigator  생략가능 

5. Principal Investigator 

 

Study of phase formation processes in Armco-Iron thin foils with Zirconium and Titanium 
coatings

From 01.07.2004  to 30.06.2005 (1 year)

1st year Korean Side Won Counterpart Side 10000 $

Name Mikhail F. Date of 
Birth 26 October, 1939 

Affiliation 
&
Position

Institute of Nuclear Physics, 
Chief of Nuclear Gamma-Resonance Spectroscopy Department

Present
Address  1,  Ibragimov str.,  Almaty, Kazakhstan, 480082

Tel.
(Fax)

+7(3272)545204
+7(3272)546517 E-mail vereshchak@inp.kz

Degree &
Speciality

Dr.
Solid State Physics

Main Scientific Publications in the last five years (to a maximum of five)*

1. K.K. Kadyrzhanov, V.S. Rusakov, T.E. Turkebaev, M.F. Vereshchak, E.A. Kerimov, D.A. 
Plaksin
Mцssbauer Study of Thin Iron Film Beryllization. – Hyperfine Interactions 141/142 (2002), 
453.

2. K.K. Kadyrzhanov, V.S. Rusakov, T.E. Turkebaev, E.A. Kerimov, M.F. Vereshchak, Lopuga 
A.D.
Mцssbauer studies of thermal influence on iron with berryllium coating. – Izvestia 
Akademii Nauk, seria fiz. 65 (2001), 1022 (in Russian).

3. K.K. Kadyrzhanov, A.K. Zhubaev, T.E. Turkebaev, V.S. Rusakov, M.F. Vereshch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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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mention the year of the publication, the name and volume of the journal and main/co 
author. 

6.  Summary of Joint Research 

▣ Objective 

Phase transformations in stainless steel with beryllium coating at isothermal annealing. – 
Izvestia NAN RK, seria fiz.-mat. 2 (2003), 19 (in Russian).

4. B.O. Korshiyev, K.K. Kadyrzhanov, V.S. Rusakov, T.E. Turkebaev, M.F. Vereshchak
Study of thermally induced processes of phase transformations in Fe-Sn laminar system. 
– Izvestia NAN RK, seria fiz.-mat. 2 (2003), 26 (in Russian).

5. K.K. Kadyrzhanov, A.K. Zhubaev, , M.F. Vereshchak, T.E. Turkebaev, V.S. Rusakov
Phase transformations in stainless steel with beryllium coating at isochronous thermal 
annealing. – Izvestia NAN RK, seria fiz.-mat. 2 (2002), 94 (in Russian).

To obtain quantitative data about oriented phase-structural transformations in laminar materials 
with given physical-chemical properties at ion-beam and thermal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technologies specifies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level 
of progress in many branches of industry. One of these technologies is the creation of 
constructive materials, working in aggressive conditions of environments with respect 
to considerable mechanical, thermal, radioactive charges, etc.

Perspective conditions of materials, which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can be 
improved by means of process of thermal and chemical refinement  are iron-titanium 
and iron-zirconium alloys. Various structural and magnetic transitions are realize within 
that alloys, allowing to steer their properties in reliable duration.

Project investigations will be carried out in laboratory of nuclear gamma-resonance 
spectroscopy. There are requirements for particular and special structure, because the 
researches will be established by the representatives of laboratory. 

Two doctors and four scientific representatives will be connected for researches, which 
possess the great range of experience. There are many computing techniques, devices 
of general assignments, special set of devices, which help to realize the difficult 
computations and to refine the obtained results properly.

Two spectrometers equipped by stoves and cryostats help to investigate the 
computations with broad range of temperatures in oxidizing, inert and reproductive 
atmospheres.

M ssbauer Spectroscopy will allow to investigate structural and phase 
formation conditions of specimens "selectively-on-depth" in emission and 
geometry of reverse scattering along the electron channel.
Two useful approaches will give the opportunity to imagine the general picture of 
phase formation process since initial phases near the border of splitting "foil cover" to 
whole equilibrium and structural stabilization.

Deposition of coatings will be realize by ion-plasma sputtering unit. X-ray structural 
investigations will be executed by D8ADVANCED Brucker X-ray diffractometer.

In case of solution the project's problems and another imminent problems, we will 
derive innovative and original results, which have to any correspondences in radioactive 
solid state physics. It will be allow to update the understanding of physical processes, 
elapsing in layers, which have been undergone by thermal, mechanical and radioactive 
peculiarities and to give the opportunity to receive the references for innovation and 
updating their production.



- 62 -

▣ Research Plan 

▣ Expected Effects 

1. Research Field 

е

2. Title of Research Project 

3. Duration of Project 

4. Applying Budget(cf. conterpart side ~ Korean side * 20 %) 

1st Quarter 
To work through a technology of coating deposition on iron foil by ion-plasma sputtering
2nd Quarter 
To study phase formation kinetics in iron foils with zirconium coating at isochronous and 
isothermal annealing
3rd Quarter 
To study phase formation processes in iron foils with titanium coating at isochronous and 
isothermal annealing
4th Quarter 
To summarize a results and to draw up concluding report 

To establish a succession and representative temperature of phase transitions in Fe-Zr laminar 
system

To establish a regularities of phase formation in Fe-Ti laminar systems at thermal influence 

Main Radiation material science Sub Structural materials of nuclear 
reactors

Research of localization features of plastic deformation in 12Cr18Ni10Ti 
stainless steel irradiated by neutrons

From 2004  to 2005 (1 year)

1st Korean Side            Won Counterpart Side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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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incipal Investigator 

year
2nd 
year Korean Side Counterpart Side $

Name Tivanova Oksana V. Date of 
Birth June 1, 1975 

Affiliation 
&
Position

Institute of Nuclear Physics, National Nuclear Center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Researcher

Present
Address 1 Ibragimov Str., 480082, Almaty, Kazakhstan

Tel.
(Fax)

(3272) 546467
(3272) 546517 E-mail oksana.tivanova@inp.k

z

Degree &
Speciality

Radiation solid state physics

Main Scientific Publications in the last five years (to a maximum of five)*

1. Maksimkin O.P., Tivanova O.V. True characteristics of strength and 
ductility for neutron-irradiated metals and alloys.Effects of radiation on 
materials. 20thInternational Symposium. USA. ASTM, STP 1405, 2001.pp. 
343-355.
2.  Maksimkin O.P., Tivanova O.V. To studyingsteel irradiated plastic flow 
localization. //Factory Laboratory. Material diagnostics. Moscow, 2002, №9, 
pp. 50-53. (on Russia)

3. Maksimkin O.P., Tivanova O.V. Correlation between radiation and 
temperature changes of  transformation critical parameters for 12Cr18Ni10Ti steel.. 
Book of abstracts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dern problems of Nuclear 
physics", Tashkent, 25-29 September, 2001 .p. 134.

4. Maksimkin O.P., Tivanova O.V. Neutron irradiation influence on 
temperature and velocity changes of strength and ductility characteristics for 
03Cr20Ni45M4Nb alloy and 12Cr18Ni10Ti steel. //Atomic Science and 
Technique Problems (VANT), 2003, №3, S.: Radiation damage physics and 
radiation science (83), pp. 35-43.(on Russia)

5.Maksimkin O.P., Tivanova O.V., Gusev M.N. and et. Neutron irradiated 
metallic materials plastic deformation and fracture vicissitude. Material 
Science, 2002 №3, pp. 23-29. (on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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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ummary of Joint Research 

▣ Objective 

▣ Research Plan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the main part in the plastic flowing process is played by 

the deformation localization processes affecting all course of deformation and both 

metals and alloys mechanical properties forming. Degree of the deformation 

macrolocalization development is different: from small local thinning in the form of 

deformation bands up to the obviously expressed geometrical neck. In the localization 

region the features of metallic polycrystals structure and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changes are observed. 

The literature analysis has shown that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for the 

construction materials irradiated with high-energy particles are least studied. 

Thereupon it is of specific interest to establish mechanical parameters temperature 

dependencies during the stages of uniform and localized flowing in 12Cr18Ni10Ti 

stainless steel widely spread in the reactor building irradiated by neutrons and tested 

over the temperature range of 293-873 K being subjected to the martensite change 

or dynamic deformation ageing processes under deformation.

1. Preparation of non-irradiated and neutron irradiated samples of 12Cr18Ni10Ti 
steel.

2. Steel samples tensile tests over the temperature range of 293-873 K.

3. Investigation of the microstructure and microhardness changes in the deformation 
located region.

4. SEM-investigation of the destruction zone in non-irradiated and neutron irradiated 
samples.

5. Localization region parameters and fracture types determination.

6. Strength, ductility parameters and true failure stress value determination.

7. The data obtained analyzing and report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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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cted Effects 

1. Research Field 

2. Title of Research Project 

3. Duration of Project 

1. The neutron irradiated 12Cr18Ni10Ti stainless steel strength and 

ductility parameters and their temperature changes regularities will 

be determined.

2. True failure stress values are going to be obtained.

3. The values of the deformation concentrated in the neck region 

are expected to be calculated.

4. By using reflected-light microscopy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ample deformed structure changes within the 

deformation concentrated and fracture region are proposed to be 

investigated and steel sample fracture type will be identified.

5.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btained subject to the processes 
occurring within the temperature range investigated in comparison 
with the literature data will be represented. 

Main Radiation material science Sub Constructional materials for 
nuclear reactors

Determination of the kinetic martensite - transformation parameters of 
12Cr18Ni10Ti stainless steel irradiated by neutrons and implanted with 
helium.

From 2004  to 2006 (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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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lying Budget(cf. conterpart side ~ Korean side * 20 %) 

5. Principal Investigator 

 

1st 
year Korean Side            Won Counterpart Side $  10000

2nd 
year Korean Side            Won Counterpart Side $10000

Name Maksimkin Oleg P. Date of 
Birth 02/ 08/ 1944 

Affiliation 
&
Position

Institute of Nuclear Physics National Nuclear Center Republic of 

Kazakhstan &

1. Head of laboratory
Present
Address 1 Ibragimov Str., 480082, Almaty, Kazakhstan
Tel.
(Fax)

(3272) 546467
(3272) 546517 E-mail maksimkin@inp.kz

Degree &
Speciality

Doctor of Science

Radiation solid state physics

Main Scientific Publications in the last five years (to a maximum of five)*

Kadyrzhanov К.К and Maksimkin О.P., "Martensitic Transformations in 
Neutron Irradiated and Helium  Implanted Stainless Steels," //Journal of 

ASTM International, April 2004 Vol. 4, No. 4. 15p.

2. Maksimkin О.P. and Gusev M.N. Variation of the Jield Stress and 

Latent Strain Energy in the Course of Plastic Deformation of a Neutron 

Irradiated Chromium-Nickel Steel. //Technical Physics Letters, vol.29, N2, 

2003, pp.85-87.

3.Maksimkin O.P., Gusev M.N. Effect of neutron irradiation and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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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mention the year of the publication, the name and volume of the journal and main/co 
author. 

aging on the mechanical  and energetic characteristics of stainless steel. 

//The Physics of Metals and Metallography, 2001,   v.92, №5, pp. 

496-499.

4.Maksimkin O.P. and Gusev M.N. Some features of energy dissipation 

in the course of plastic deformation of iron and niobium. //Technical 

Physics Letter, v.27, N.12, 2001, pp.1065-1066. 

5.Maksimkin O.P., Turubarova L.G., Tsai K.V. and Garner F.A. (USA).  

Post irradiation characterization of the Russian analog of AISI 316 

Stainless steel irradiated at 280-365C in BN-350. // Abstracts 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sion Reactor Materials (December 7-12, 

2003, Kyoto,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Japan,   p.320. 16B.PO.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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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ummary of Joint Research 

▣Objective 

▣ Research Plan 

When deforming metastable austenitic steels (the FCC lattice, 

paramagnetic), martensitic   transformation accompanied by formation of 

ferromagnetic phase (the BCC lattice) is known to be probable.  It takes 

place within a certain temperature range Ms - Md(approximately, 148-373 

K for the steel of the X18H10T type) where also the relative elongation 

maximumis observed. One believes that the mechanism of the ductility 

increase is underlind by relaxation of peak stresses when the martensite 

forming as well as by the correlated growth of material resistance against 

a localized flow, the latter being effectively realized only in the case 

when the transformation occurs at a definite stage of deformation, 

following a certain, optimal kinetics. Too intense formation of martensite 

at the primary stages of deformation leads to rapid strengthening and 

fracturing and, on the contrary, weak development of the process is not 

capable to effect strongly on the material mechanical properties formation. 

Thus, kinetics of martensitic ’ transform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steel hardening and plastic properties formation. So, it is of scientif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to reveal the regularities in the processes of 

martensite formation and accumulation. However, up to date these 

problems, with respect to  irradiated steels, received unjustifiably small 

attention. This work has been done in order to shed light to this problem 

closely related to the problems of radiation strengthening and 

embrittlement of the constructional materials used at the fission and 

fusion nuclear reactors of fission and synthesis.

1. To adapt the techniques used for investigating the marten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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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cted Effects 

1. Research Field 

2. Title of Research Project 

3. Duration of Project 

-change in conformity with the high radioactivity samples.
2. To prepare the samples earlier irradiated in the nuclear reactor 

WWR-K and the U-150 cyclotron facility to be investigated.
3. To carry out tensile tests and measuring the martensite -phase.
4. To conduct isochronous annealing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steel samples deformed controlling the martensite phase content.
5. To carry out investigating structure changes under deformation 

and annealing applying metallography methods.

1. The steel strength and ductility parameters after reactor and 
cyclotron irradiation will be determined.

2. The stress and deformation values corresponding to the -phase 
formation will be obtained.

3. The kinetic - change parameters subject to the deformation 
localization will be identified.

4. The initial and final temperatures of the inverse -martensite 
change process under annealing are supposed to be determined.

Mai
n Radiation Materials Sub Structural materials for reactors

Straggling zones investigation in pure molybdenum and carbon steels 
implanted with helium and/or hydrogen using the cyclotron facility

From 2004  to 2006 (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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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lying Budget(cf. conterpart side ~ Korean side * 20 %) 

5. Principal Investigator 

 

1st 
year Korean Side          Won Counterpart Side $ 10 000

2nd 
year Korean Side Won Counterpart Side $ 10 000

Name  A.V.Yarovchuk Date of 
Birth 27.08.1954 

Affiliati
on &
Position

Institute of Nuclear Physics, National Nuclear Center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Senior Research Worker
Present
Address 480082 Republic Kazakhstan Almaty, Ibragimov str,1.

Tel.
(Fax)

 (3272) 546417 - 370

  (3272) 546517
E-mail maksimkin@inp.kz

Degree &
Specialit
y

Candidate of technical science
Solid state physics and material science

Main Scientific Publications in the last five years (to a maximum of 
five)*

1. Preliminary license RK № 13073 O.P.Maksimkin, A.V.Yrovchuk, 
M.Gusev «Method of internal stress  energy determination in 

polycrystals», Published 15.05.2003.
 2.O.P.Maksimkin,  T.A.Doronina, A.V.Yrovchuk  «The influence of the 
neutron irradiation on the pitting corrosion of the stainless steels≫ // 
"Scientific   – Research Testing Design Works of the Conference SRTDW 
for young scientists and specialists» National Nuclear Center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Kurchatov-city, 2003, (14-16 May) p.106-112.
3. Preliminary license RK № 12646 O.P.Maksimkin, A.V.Yrovchuk 
«Method of austenitic steel disposition to corrosion cracking 

determination». Рublished 15.01.2003.
4. J. Lambert, O.P.Maksimkin, A.V.Yrovchuk, T.A.Doronina, K.V.Tsai, 
L.G.Turubarova. Effect of Irradiation and Temperature on Corrosion 
Behavior of SAV-1 Aluminum Alloy Control Rod of the WWR-K 
Research Reactor. // Materials of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degradation of materials in nuclear power systems -–water 
reactors, August 10-14, 2003, Skamania Lodge Stevenson, Washington, 
electron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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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ummary of Joint Research 
▣ Objective 

▣ Research Plan 

Radiation stability problems are of great scientific and practice value for 
construction materials. The well-known experimental procedure of 
modeling material radiation damage by high-energy cyclotron particles 
allows predicting changes occurring in a material under irradiation. The 
zones location (straggling zones) where irradiating particles «sticking» 
determine in material exposed to high-temperature treatment usually, 
that appreciably perverts true irradiation defect structure. In this work 
playing to be carried out the new method, allowing present straggling 
zones in irradiated materials without temperature treatment and obtaining 
dates on transformations structure and corrosion occurring. Also 
mechanical and supposed corrosion properties are to be investigated in 
the straggling zones for pure metal and alloys after irradiation. 

 Research Plan

1. To develop a new method of discovering straggling zones in a 

cyclotron irradiated material without temperature treatment allowing 
to determine the «material-sticked» particles location and distribution.

2. To carry out experiments on identifying the particle braked zones, 

straggling zones in molybdenum and industrial steels У7 and Ст20.

3. To do a straggling zones observation method dependent on 

particle types and energy using different materials to be tested.

4. To conduct investigations of 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changes in the straggling zones.

5. To study recrystallization processes in the straggling zones.

6. To obtain data on material corrosion velocity in the straggling 

zones after different energy particles irradiation.

7. To draw up an invention patent license on the method of 

determining straggling zones in polycrys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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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 Effects 

1. Research Field 

2. Title of Research Project 

3. Duration of Project 

4. Applying Budget(cf. conterpart side ~ Korean side * 20 %) 

Expected effects

1. Method of determining straggling zones in a cyclotron irradiated 

material allowing to determine the «material-sticked» particles location 
and distribution.

2. Straggling zone depth dependence on the irradiating particles 

energy.

3. Straggling zones identifying and observing method in different 

materials.

4. Method of identification of the particles type and their influence 

on a material after cyclotron irradiation.

5. Peculiarities of structure changes in the straggling zones after 

particles irradiation on a material. 

6. Data on material corrosion velocity in the straggling zones after 

different energy particles irradiation.

7. Invention license on the method of identifying the straggling 

zones in polycrystals. 

Mai
n Isotope production Sub Radiopharmaceuticals

 Testing of Zr-Mo gel column for portable Tc-99m generator

From 1st July 2004  to 30 June 2005 (1 year)

1st 
year Korean Side Won Counterpart Side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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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of Principal Investigator  생략가능 

5. Principal Investigator 

2nd 
year Korean Side Won Counterpart Side $---

Name Elena Chakrova Date of 
Birth 09.01.1963 

Affiliation 
&
Position

Institute of Nuclear Physics of the National Nuclear Center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Research Fellow

Present
Address

 Institute of Nuclear Physics, Ibragimova st. 1, Almaty 480082, 
Republic of Kazakhstan

Tel.
(Fax)

 Tel. +7-3272-546480 ad.480
 Fax +7-3272-546517 E-mail  e.chakrova@inp.kz

Degree &
Speciality  Chemical technology, diploma

Main Scientific Publications in the last five years (to a maximum of five)*

1.P.V.Chakrov, V.I.Bannykh, E.T. Chakrova, K. Tamaeva. Method for production 
of radiopharmaceutical with 99mTc.  Patent KZ № 36751, 29.11.2001,G21G 4/08.

2. V.I.Bannykh,  Zh.R.Zhotabaev, A.V. Myassichshev, K. Tamaeva, E.T. 
Chakrova, P.V.Chakrov.
The technologies for production of medical radioisotopes of 99mTc and 131I at 
WWR-K reactor. International seminar " The technology of  nuclear energy 
"Astana, 2000, Abstracts, p. 99.

3.I.V.Kazachevskiy, S.N.Lukashenko, G.N.Chumikov, E.T. Chakrova, V.I.Bannykh
Combined radiochemical technique for determination of Plutonium, Americium and 
Strontium-90 in the soil samples from SNTS. Czechoslovak Journal of Physics, 
1999,Vol. 49,Suppl. Sl, pp.445-460.

4.V.I.Plotnikov, E.T. Chakrova, V.I.Bannykh, A.V. Myassichshev, K. Tamaeva, 
G.T.Zhabikbaev, 
S.V.Koscov.  Sorption of Cesium and Strontium radioisotopes on soil samples of 
"LIRA" area. 3rdInternational conference Nuclear and Radiation Physics, Almaty, 
Kazakstan, Abstracts ,  2001, p.443 

5. V.I.Plotnikov, A.Zh.Tuleushev, G.T.Zhabikbaev, S.V.Koscov, Z.V.Medvedeva, 
O.M.Plotnik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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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ummary of Joint Research 
▣ Objective 

E.T. Chakrova, U.P.Idrisova, D.Zh. Idrisova. Purification of liquid radioactive 
waste with high mineralization from radionuclides of Cesium and Cobalt by 
modified klinoptilolite from Chankanay field.
4rdInternational conference Nuclear and Radiation Physics, Almaty, Kazakstan, 
2003, Abstracts, p.432

99mTc is the most widely used radioisotope for nuclear medicine.
99mTc solution (in sodium pertechnetate form for medical application) can 

be eluted from technetium generators of both traditional chromatographic 

type,filled with fission molybdenum, and so called alternative (extraction, 

sublimation and gel-type) generators filled with (n,) molybdenum.

In 2001, a central gel-type 99mTc generator was put into operation at the 

Institute of Nuclear Physics, Almaty. A large column of this generator is filled 

with zirconium polymolibdate gel (Zr-Mo gel) prepared from (n,) activated natural 

molybdenum. Pertechnetate solution obtained from such type of generator has high radioactive 

concentration of 99mTc (similar to traditional "fission"generator) due to high content 

of neutron-irradiated molybdenum in Zr-Mo gel (25 volume % in comparison to 

0,2 volume % in traditional chromatographic generator).
99mTc radiopharmaceutical produced at central gel-type generator has 

successfully passed preclinical and clinical trials and is routinely supplied to 

local clinics since 2002. However, ready-to-use 99mTc solution has a short (up 

to one day) expiry time and can be distributed for Almaty medical centers 

only. In order to supply technetium to remote medical centers of Kazakstan, a 

principal design of  portable gel-type generator has been developed in INP. The 

model portable generator has size and weight similar to usual commercial 

generators, but contains a small-size Zr-Mo gel column and a small safety 

alumina column.

The main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perform a complete testing of 

new model portable gel-type technetium generator, in order to study its elution 

characteristics and stability of quality parameters of the produced 99mTc 

radiopharmaceutical (chemical purity, radionuclidic purity, radiochemical p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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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Plan 

▣ Expected Effects 

1. Research Field

2. Title of Research Project 

pH, sterility) during generator’s life time under normal laboratory conditions and 

after various environmental exposures (as temperature variations, vibration that 

can happen during transportation, etc.).

1. Determination of elution profile of 99mТсfrom portable gel-type generator 

depending on elution rate and generator life time.

2. Determination of maximum and minimum Zr-Mo gel loading and 

volume of saline solution for effective elution of technetium.

3. Study of stability of radiopharmaceutical quality parameters (chemical 

purity, radionuclidic purity, radiochemical purity, pH, sterility) under normal 

laboratory conditions.

4. Study of radiopharmaceutical quality stability after various environmental 

exposures.

5. Experimental selection of optimal generator accessories.

The main expected result of this project is a complete set of experimental data 
about elution characteristics and radiopharmaceutical quality parameters for the 
new model gel-type technetium generator, and development of optimal operative 
procedures.

Mai
n New materials Sub

High-temperature carbide coatings for 
graphite materials

Working-off technique for plating of carbide coatings on graphite material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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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uration of Project 

4. Applying Budget (cf. counterpart side(~ Korean side * 20 %) 

5. Principal Investigator 
 

6. Summary of Joint Research 

▣ Objective 

upgrading of elements of the small-scale device for plating of carbide coatings.

From 01.01.2005  to 12.31.2005 (1 year)

1st 
year Korean Side vona Counterpart Side $ 15000

2nd 
year Korean Side vona Counterpart Side $ 

Name Logachev, Yuri V. Date of 
Birth 1955

Affiliati
on &
Position

Institute of Atomic Energy/ Chief of radiation-physical measurement 
systems lab

Present
Address

10, Krasnoarmeyskaya St., Kurchatov 490021, East-Kazakhstan oblast, 
Republic of Kazakhstan

Tel.
(Fax)  E-mail  logachev@nnc.kz

Degree &
Specialit
y 
Main Scientific Publications in the last five years (to a maximum of 
five)

1. Yu.V. Logachev, O.V. Koltygin. A Future of New Technologies' Use in 

Oil-Gas Industry of Kazxakhstan. –NNC RK Bulletin «Atomic Energy and 

NPP Safety». 2002. 

2. Yu.V. Logachev, G.V. Shapovalov. Device for Plating of Carbide Coatings 

on Graphite Materials. - NNC RK Bulletin «Atomic Energy and NPP Safet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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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Plan 

▣ Expected Effects 

Project brief description 
The present Project is intended to develop Review of experimental 

researches of processes at severe accidents of different types power 
nuclear reactors, which were performed on out-of-pile stands of the 
Institute of Atomic energy of the National Nuclear Center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The works on experimental researching of severe accidents were 
started at the end of eightieth in co-operation with Russian organizations 
(namely with IAE of Kurchatov). The works on this direction were 
continued as within the range of national program, directed to creation of 
atomic energe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so within the rang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gether with Japan research organizations) 
after USSR collapse. The experimental researches were intended to 
investigating of the processes of corium interaction with coolant, design 
and construction materials. The unique out-of-pile experimental facilities, 
which allows obtaining of melt, consisting of fuel and construction 
materials of reactor core and its supplying to the experimental device, 
modernizing the elements of reactor facility or reactor room were made to 
conduct the experiments in IAE. At present the experiments to 
substantiate the perspective conception of fast reactor safety provision in 
case of severe accident on one of the experimental facilities of IAE are 
given. This work is performed according to the order of 
scientific-research organization of Japan.

Highly skilled specialists of IAE NNC RK, having made experimental 
researches of severe accidents on experimental stands of for 10 years will 
be involved in execution of review.

Project task–presenting of systemized information on existing in 
IAE out-of-pile stands and performed on them researches on the 
problems of severe accidents. Execution of works on the Project will 
allow determining possible directions of co-operation of scientific-technical 
orga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AE NNC RK in the sphere of 
nuclear reactors severe accidents researches and their consequences.

Project destination– development of information source about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experimental capabilities of existed in IAE 
out-of-pile experimental stands and facilities; about the programs and 
some results of the experimental researches performed (or being 
performed at present) on these facilities.

The results of this work will be working-off optimal process modes 
for plating TaC and NbC high-temperature coatings on graphite 
materials, upgraded device elements, which broaden its functional 
potential, and recommendations on the design of a test commercial 
type of the device, and promising investigation directions in 
commercial use of these co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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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scope 

Review with the following content will be developed within the 
Project range:

1 Out-of-pile stand base general characteristics.
1.1 Structure and destination of out-of-pile stands and facilities.

1.2 Brief history of out-of-pile stands creation.
1.3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alized experimental programs.

2 Description of experimental stands and facilities.
2.1 Experimental stand «Angara».
2.1.1 Experimental facility «Lava-B».

2.1.2 Earlier existed experimental facilities.
2.1.3 «Angara» stand technological systems.

2.2 Experimental stand EAGLE.
2.2.1 EAGLE facility and its modifications.

2.2.2 EAGLE stand technological systems.
2.3 Small-scaled HFG-135 facility.
2.3.1 Facility design and its functioning modes.

2.3.2 Systems, providing for functioning of HFG-135 facility.
3 IAE material of authority complex.
3.1 Technical equipping of material of authority complex.

3.2 Possible types of after start-up and material of authority 
researches.

4 Review of performed experimental researches and their results.
4.1 Experiments on FCI process researching.

4.2 Experiments on MCCI process researching.
4.3 Experiments on researching of corium interaction with materials of 
reactor vessel lower head.
4.4 Small-scaled experiments, performed on HFG-135 facility.

Project realization term is from 4 to 6 months.

Project brief description 

The proposed Project is intended to solve the problem of stainless steel 
utilizing after its usage in the reactor equipment design elements or 
equipment, used in the technologies of uranium mining and processing. 
Significant radioactivity of this steel is dangerous for people health and 
environment. Thereare four nuclear reactors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two of them are at decommissioning stage. Thousands tons 
of equipment of stainless steel are stored in the sites of temporary 
storing in the places of mining and processing of ore. The problem of 
mentioned equipment deactivation is one of the most vexed ecological 
problems of Kazakhstan.

The researches on usage of electro-slag re-melting as the method of 
stainless steel decontamination were started by the Institute of Atomic 
Energy of the National Nuclear Center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within the range of ISTC Project #К-223 in 2000 (duration of the Project 
is 2 years). There were obtained positive results, which confirmed from 
the quality view point principle possibility of Electro-Slag 
Re-meltingusage for stainless steel decontamination.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he experimental researches with the purpose to receiv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the process of stainless steel de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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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radioactive contamination using electro-slag re-melting.

Highly skilled specialists of IAE NNC RK with long experience in 
atomic-industrial complex working and also with experience in steel 
decontaminating from radioactive contamination within the ranges of 
ISTC Project #К-223 will be involved in the works on the Project.

Project task – obtaining of statistically grounded experimental data to 
substantiate the possibility of stainless steel decontamination from 
radioactive contamination with radioisotopes and isotopes of uranium by 
electro-slag re-melting.

Execution of works on the Project will allow: 

� Researching and demonstrating of technology of decontamination of 

stainless steel with radioactive contamination

� Using of the experimental facilities, developed and manufactured 

within the range of ISTC Project #К-223, and equipment, used earlier 
with the purposes to create technologies of arming with civil purposes.

The Project «Experimental Substantiation of Stainless Steel 

Decontamination Possibility Using Electro-Slag Re-melting» will be 
developed in compliance with the normative documentation which is in 
force o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Destination of this Project is:

� Researching of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stainless steel 

decontamination from radioisotopes and isotopes of uranium by 
electro-slag re-melting;

� Improving of the materials elemental composition determination 

methods. These materials are used in the process of electro-slag 
re-melting and which are sorbents and adsorbents of radioactive 
elements in the whole andnamely uranium;

� Evaluating of cost-effectiveness of stainless steel decontamination 

using electro-slag re-melting with the purpose of its re-usage and 
evaluation of considered method usage future prospects in 
pilot-industrial sphere.

The following resultswill be obtained at performing of works on the 
Project: 

� The experiments results are systematized and generalized, 

recommendations on development of electro-slag decontamination to 
the level of pilot-industrial facilities are developed;

� Initial data for performing of evaluation of electro-slag re-melting 

cost-effectiveness as the method of steel decontamination from 
radioactive contamination ar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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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ethods of materials elemental composition determination are 

improved;

� Initial data for modifying of electro-slag re-melting method for 

steel decontamination in the industrial sphere are obtained.

Work scope 

The following works will be conducted within the range of the Project: 

� Conduction of 4…5 experiments on the facility using the samples 
of stainless steel, made of the NNC RK research reactors equipment 
elements, or made of uranium sector enterprises equipment elements;

� Analysis of special ventilation system functioning with the purpose 

to determine efficacy of radioactive aerosols trapping;

� Analysis of contaminated steel re-melting process energy 

parameters;

� Analysis of contaminated steel re-melting process economic 

parameters;

� Preparation of the report with the analysis of possibility of 
technology pilot-industrial implementation.

Technical approach and methodology.

The basis of technical approach to stainless steel decontamination from 
surface contamination with radioisotopes and isotopes of uranium is the 
known in metallurgy process of electro-slag re-melting. Functioning of 
the facility, developed in IAE NNC RK within the range of ISTC Project 
#К-223, is based on this method. Professional highly-skilled serving and 
exploiting of the facility is performed at methodical control of the 
specialists of the Kurgan State University (Kurgan, Russia).

It is necessary to improve or develop the given below methods for 
improving of the technology of researches conduction, developed within 
the range of ISTC Project #К-223:

1. The method of materials elemental composition measuring and 
detecting of isotopes with low concentration (for example, uranium) at 
radioactive radiation of isotopes, which are the products of activation.

2. The method of elements composition measuring with low concentration 
in sample water and dry filters fabric.

3. The method of processing of the results of spectrometric 
measurements, used for determining of elemental composition in the 
materials, by the gage-free method.

The work will be performed at scientific-methodical assistance of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providing for financing of 
works on the present Project, organizational managing of works, and also 
studying of possible orders market for works on researching of 
electro-slag re-melting as method of stainless steel decontamination from 
radioactive contamination.

Execution of the experimental works, development of the method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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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results will be performed together with the specialists of 
Kurgan State University (Kurgan, Russia).

Terms of Project realization – 6 months

Project brief description

The proposed Projectis intended to development of Experimental 
Researches Review to Substantiate Power Reactors Safety, performed on 
the reactor IGR of the Institute of Atomic Energy of the National Nuclear 
Center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The reactor IGR has unique technical characteristics, providing for a 
possibility of modeling of reactor fuel behavior in the broad range of 
neutron density and neutron fluence values.

The works on substantiating of nuclear reactors safety were performed in 
IAE NNC RK from the beginning of eightieth in co-operation with 
leading Russian scientific organizations, which specialize in the sphere of 
improving and creating of reactor technique. The purpose of these 
researches was obtaining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formation 
concerning fuel pins and FA behavior in transient and emergency mode 
of exploitation, including the modes of severe accidents, characterized by 
sufficient damaging of the test objects design elements. 

The main scope of experimental researches was performed on the reactor 
IGR on single fuel pins under the conditions of ampoule non-flow rate 
tests and on the model FA belonging to the loop facilities.

At present the program of researches to substantiate safety of fast 
neutron power reactor is performed on IGR reactor. This work is 
performed according to the order of leading scientific-research 
organizations of Japan.

Highly skilled specialists of IAE NNC RK with long experience, making 
the researches on IGR reactor will be involved inexecution of 
Experimental Researches Review to Substantiate Power Reactors Safety.

Project task – presenting information about the researches to 
substantiate power reactor safety in transient and emergency exploiting 
modes.

Execution of works on the Project will allow providing for 
informational support in the course of choosing of directions of possible 
co-operation of scientific-technical organization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nd IAE NNC RK in performing of researches on IGR 
reactor.

Project destination – development of source of information about 
technical capabilities of IGR reactor complex experimental equipment and 
about the programs of performed and current experimental-theoretical 
researches, performed on the reactor.

Work scope
Review with the following content will be developed within the range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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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neral Information 

1.1. History of creation of IGR reactor belonging to Semipalatinsk test 
site.

1.2. Climatic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IGR location zone 

1.3. IGR subdivisions structure 

1.4. IAE staff personnel. Personnel qualification characteristics 

1.5. Energetics 

1.6. Communication

1.7. Transport

2. IGR Reactor Complex Description 

2.1.1. Reactor design 

2.1.2. Technological systems 

2.1.3. Information-measuring system and equipment 

2.1.4. Spectrometric and radiometric complexes

2.1.5. Material of authority complex

2.1.6. Complex of pressure pulse calibration 

3.  Review of Realized Research Programs 

3.1. Researches of IVV-2M reactor FA manufacturability and 
thermal-technical capability

3.2. Researches of thermo mechanical and radiation behavior of model fuel 
pins of power reactors in transient and emergency modes (WWER-1000 
reactor model fuel pins with ceramics and cermet fuel, BN-600 reactor, 
BREST-300 reactor) 

3.3. Researches of the process of WWER reactor core materials melt 
interaction with water and materials of reactor facility bearing structure 

3.4. Researches of WWER -1000 reactor FA behavior under the 
conditions, modeling the accident with coolant loss and drying of reactor 
core

4. Current Researches 

4.1. Researches of fast neutron reactor FA behavior

5. Main Regulations of  Preparation and Performance of  
Experiments on IGR Reactor. 

5.1. Order of Preparation and Conduction of Experiments on IGR 
Reactor

5.2. Design-Theoretical Substantiation of Experimental Facilities 

5.3. Development of Experimental Facilities Designs. Procedure of 
Design Documentation Agreement with Supervisory Bodie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5.4. Conduction of Methodical Experiments and Main Used Methods of 
Neutron-Physical and Thermal-Hydraulic Parameters Measuring 

5.5. Providing for Safety of Experimental Researches Conduction on IGR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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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roviding with Sources, Materials, Experimental Equipment and 
Experimental Devices and Technologies 

6.1. Mechanical production

6.2. Providing with experiments parameters measuring sensors 

6.3. Providing with power housings

6.4. Mounting of experimental devices 

6.5. Providing with reactor fuel 

Terms of Project realization - 6 months

Project brief description

The proposed Project is intended to develop Review of labour 
protection managing system (protection of health and safety of the 
personnel) in the Institute of Atomic energy of the National Nuclear 
Center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The sphere of IAE NNC RK activity, its definite tasks, used 
technological processes of tests, equipment, means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tection of the personnel and practical experience of activity 
in the sphere of labour protection somehow influences on the system of 
labour protection managing (SLPM).

The known principle: «plan–execute – control – perfect» is put in the 
basis of methodology of creation and functioning of SLPM. 

Highly skilled specialists of IAE NNC RK with long experience in 
atomic-industrial complex will be involved in execution of review.

Project task –presenting of information about the state of labour 
protection in the course of IAE NNC RK activity. 

Execution of work on the Project will allow providing for 
informational support in the course of choosing of directions of possible 
co-operation scientific-technical technical organiz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AE NNC RK in the sphere of experimental researches 
conducting. 

Project destination – development of information source about IAE NNC RK 
possibilities to control hazard of industrial injuries and professional illnesses.

Work scope
Review of the following content will be developed within the range of the Project:
5 Description of managing object (labour protection).
5.1 Legislative and normative base. 

5.2 Measures and means.
5.3 Purposes and tasks.

6 Description of managing system.
6.1 Policy of IAE in the sphere of labour protection.

6.2 SLPM main principles 
6.3 SLPM functions.
6.4 Control of labour protection effectiveness.

Term of Project realization is from 4 to 6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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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ject brief description 
The proposed Project is intended to develop Review of special measurements system, 
used in the experiments on researching of power reactors safety, performed in the 
Institute of Atomic energy of the National Nuclear Center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Used in the researches systems of special measurements are based on applying of the 
standard elements (sensors, signal transformers and etc.), finished to some extent in 
such a way so that it can be possible to receive information under the conditions of 
complex experiments (researches of the processes in high-temperature and aggressive 
mediums, under the conditions of ionizing radiation reactor), and also non-standard 
elements and systems, developed specially for the performed researches. 
Used in the researches systems of special measurements were worked through and 
tested as on the reactor, so on out-of-pile reactor facilities and showed their 
comprehension and reliability.
Project task–presenting of information about the systems of special measurements, their 
characteristics, capabilities and samples of usage, and also computer database, developed 
for storing, processing and operative usage of the special measurements results.
Execution of work on the Project will allow providing for informational support in 
the course of choosing of directions of possible co-operation scientific-technical technical 
organiz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AE NNC RK in the sphere of experimental 
researches conducting.
Project destination – development of information source about technical capabilities of 
special measurements systems, used in the experiments on researching of nuclear 
reactor safety in IAE NNC RK. 

Work scope 
Review of the following content will be developed within the range of the Project:
1 Measuring of melt extreme temperatures on the basis of UO2
1.1 Destination and structure 
1.2 General view 
1.3 Technical characteristics 
1.4 Samples of usage in experiments. 
2 Measuring of voids in boiling metal.
2.1 Destination and structure 
2.2 General view
2.3 Technical characteristics
2.4 Samples of usage in experiments
2.5 Laboratory facility of system setting.
3 Measuring of liquid sodium level.
3.1 Destination and structure 
3.2 General view
3.3 Technical characteristics
3.4 Samples of usage in experiments.
4 Measuring of liquid sodium flow rate.
4.1 Destination and structure 
4.2 General view
4.3 Technical characteristics
4.4 Samples of usage in experiments.

      5 Measuring of pressure pulse in liquid sodium
     5.1 Destination and structure 
5.2 General view
5.3 Technical characteristics
5.4 Samples of usage in experiments.
6 Liquid sodium system of visual control in visible and IR-ranges
6.1 Destination and structure 
6.2 General view
6.3 Technical characteristics
6.4 Samples of usage in experiments.
7 Gamma-system of melt movement rate measuring 
7.1 Destination and structure 
7.2 General view
7.3 Technical characteristics
7.4 Samples of usage in experiments.
8 Acoustic measurements system 
8.1 Destination and structure 
8.2 General view
8.3 Technical characteristics
8.4 Samples of usage in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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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puter base of UO2 melt extreme temperature measurements 
9.1 Destination
9.2 Structure 
9.2 Description of capabilities 

3. Term of Project realization –6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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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 of this research work is to promote th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nuclear related 

works with Kazakhstan and Uzbekistan which are main countries in the central Asia. To 

make a basis on exchanging researchers, a staff in KAERI had visited INP NNC RK, touring 

research reactors, and make a discussion with the staffs in INP. With this, there is a efforts 

to make an arrangement between KAERI and NNC RK, signing will be made in near futures. 

To understand the level of nuclear technology in Uzbekistan, Dr. Rho had made a trip to 

INP. He visited the Gamma-radiation facility, a reseach reactor, etc. In Nov. 2005, the 

chairman of Science Academy visited Korea to discuss the futur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peaceful use of the nuclear energy.  By doing so, Korea will make an effort to cooperate 

with countries in the Central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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