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60604000845-06A0400-84510

KAERI/RR-2882/2007

국가간 합의사업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Program

한‧ 라질 원자력분야 기술 력 네트워크 구축

Establishment of a Nuclear Cooperation Network 

between Korea and Brazil

한국원자력연구원

교   육   과   학   기   술   부



- i -

제  출  문

교육과학기술부 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가간 합의사업 "한‧ 라질 원자력분야 기술 력 네트워크 구축"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3. 31.

주 연구기 명 : 한국원자력연구원

주 연구책임자 : 김 경 표

연    구   원  : 김 명 로

              문 제 선

              손 동 성

              송 기 찬

              오 인 석

              이 정 공

              이 주 운

              정 성 

              정 종 태

              홍  돈

              황 덕 구





- iii -

보고서 록

과제 리번호 M60604000845-
06A0400-84510

해당단계
연구기간 2006. 12. 1～2008. 3. 31 단계 구분  1/1

연구사업명
사 업 명 국제공동연구사업

세부사업명 국가간 합의사업 - 기타 국가와의 력기 사업

연구과제명
과제명

세부과제명 한‧ 라질 원자력분야 기술 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책임자 김 경 표 해당단계 
참여연구원수

 총   :   12명
 내부 :   12명
 외부 :    0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40,000천원
기업:       천원
  계: 40,000천원

연구기 명 
소속부서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 국제 략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상 국연구기 명 

 탁 연 구  연구기                 연구책임자               

 요       약 보고서면수 246

1. 연구개발 목표  내용

본 연구는 한‧ 라질 원자력 력 인력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보완 으로 
력이 가능한 분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해 양국 간 경제, 에 지‧자원, 
과학기술 분야의 력 황을 살펴보고, 라질의 원자력 이용개발 동향, 원자력 기 의 
연구개발 황  양국 간 원자력 력 황을 고찰하 다. 그리고 양국 간 원자력 분야 
포컬포인트를 심으로 상호 심 분야를 악하고, 상호 보완 인 기술 력이 가능한 
분야를 도출하기 한 인  네트워크를 구성하 다. 이에 의거하여 양국 간 공동 세미나
를 개최함으로써 력 가능한 과제를 논의하고 공동연구 가능 분야를 도출하 다.

2. 연구결과

원자력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해 5차례의 기술 력 회의와 4차례의 라질 지 공
동 세미나를 개최하 다. 이를 통해 양국의 공통 심 분야를 도출하 으며, 각 분야별 
양국의 원자력 련 정부 부처, 학, 연구기   산업체 각각의 문가 네트워크를 구
축하 다. 향후 기술 력 가능 분야로는 신형 핵연료, 연구용 원자로, 조사후시험, 방사
성폐기물 처리, 붕소 성자포획치료, 방사성의약품, 방사선 응용, 연료 지, 계측제어‧ 인
간공학, 방사선방호, 원자력안 , 핵연료 설계‧제조 등을 들 수 있다.

3. 기 효과  활용방안

본 연구는 상호 기술 력이 가능한 원자력 분야로서 방사선 기술 응용, 조사후시험, 
방사성폐기물 처리, 계측제어  인간공학, 신형 핵연료 등을 도출하 고 이의 력 방
안을 제안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 라질 원자력 력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데 유
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 한다. 향후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 기술 력 담창구 
운 을 통해 지속 인 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장기 이고 안정 인 
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정례 인 공동 세미나의 개최를 통해 상
호 보완  강  분야를 악함으로써 향후 략  기술 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망한다. 아울러 본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양국 간 인력 교류가 격히 확 되었으며 
양국은 상호 우호 인 기술 력의 여건을 조성한 바,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원자력
기술 수출의 상국으로 라질은 물론, 남미 역으로 수출하기 하여 그 거 이 마련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색 인 어
한 한‧ 라질, 과학기술, 원자력 력, 네트워크, 국제 력

 어
Korea and Brazil, Science and technology, Nuclear cooperation, 
Network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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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한‧ 라질 원자력분야 기술 력 네트워크 구축

Ⅱ. 연구의 목   필요성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진국을 심으로 원자력 분야 기술 력을 추진하여 왔으

나, 차 심화되고 있는 기술 보호 장벽을 극복하기 해 기술 력선의 다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기술 신의 복합화, 융합화, 형화에 따라 해외 과학기술 

자원의 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다. 남미 최  자원국가인 라질과 1991년에 과

학기술 력 정이 체결되었고 한 2001년에 원자력 력 정이 체결되어 2005년

에 발효되었으나 양국 간 원자력 력 활동은 크게 진 을 보이고 있지 않은 실정이

다. 따라서 원자력 분야에 있어 양국 간의 기술 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양국의 

강  기술 분야를 악하고 상호 호혜 인 력 증진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가 첨단 원자력기술을 기반으로 라질 진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의 내용  범

본 연구는 한‧ 라질 원자력 력 인력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보완

으로 력이 가능한 분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하여 양국 간 경제, 

에 지‧자원, 과학기술 분야의 력 황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고, 라질의 

원자력 이용개발 동향, 원자력 련 기 의 연구개발 황을 고찰하며, 양국 간 원

자력 력 황을 기술하 다.

그리고 양국 간 원자력 분야 포컬포인트를 심으로 상호 심 분야를 악하

고, 상호 보완 인 기술 력이 가능한 분야를 도출하기 한 인  네트워크를 구성

하 다. 이에 의거하여 양국 간 공동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력 가능한 과제를 

논의하고 공동연구 가능 분야를 도출하며, 아울러 양국이 세부 분야별 정보교환  

인력 교류를 효과 으로 확 해 나가기 한 방안을 제안하 다.



- vi -

Ⅳ. 연구의 결과

본 과제 수행 기간  원자력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해 5차례의 기술 력 회

의와 4차례의 라질 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 다. 이를 통해 양국의 공통 심 

분야를 도출하 으며,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각 분야별 양국의 원자력 련 정부 부처, 

학, 연구기   산업체 각각의 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 다. 향후 기술 력 가

능 분야로는 신형 핵연료, 연구용 원자로, 조사후시험, 방사성폐기물 처리, 붕소 성

자포획치료, 방사성의약품, 방사선 응용(환경, 공업), 연료 지, 홍보, 계측제어  인

간공학, 방사선방호, 원자력안 , 인허가, 핵연료 설계‧제조 등을 들 수 있다.

경희 , 서울 , 제주
조선 , KAIST, 한양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분소 포함)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한국 력공사 력연구원

한 원자력연료주식회사

상 울로 학교
리우데자네이로 학

라질원자력 원회
(CNEN)

라질방사선선량측정 
연구소(IRD)

라질원자력연구소
(IPEN)

라질원자력기술연구소
(IEN)

라질원자력산업공사
(INB)

Ⅴ. 연구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하여 양국이 공통으로 심을 기울인 원자력 분야가 도출되었다. 

이 에서 방사선 기술 응용, 조사후시험, 방사성폐기물 처리, 계측제어  인간공

학, 신형 핵연료 등의 분야는 구체 으로 토의되어 다양한 력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 라질 원자력 력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

용될 것으로 기 한다. 향후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 기술 력 담창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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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지속 인 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장기 이고 안정

인 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정례 인 공동 세미나의 개최

를 통해 상호 보완  강  분야를 악함으로써 향후 략  기술 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망한다.

최근 들어 양국이 국가 차원에서 원자력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 도출된 력 가능 분야를 심으로 상호 인력 교류를 확 하고 시설 

공동 활용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상호 호혜 인 기술 력의 극 화를 모색할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국내 여건 상 연구개발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분야에 한 공동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상호보완 인 기술 력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단한

다.

아울러 본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양국 간 인력 교류가 격히 확 되었으며 양

국은 상호 우호 인 기술 력의 여건을 조성한 바,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원자

력기술 수출의 상국으로 라질은 물론, 남미 역으로 수출하기 하여 그 거

이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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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Project Title

Establishment of a Nuclear Cooperation Network  between Korea and Brazil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Korea has made concerted endeavors to enhance its nuclear cooperation 

activities, with a focus on advanced countries, over the decades. It is, however, 

noted that the channel for promoting nuclear cooperation should be diversified 

to overcome the technology protection barrier which is ever prevalent.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overseas science and technology(S&T) resources has been 

recognized with regard to the complexity, fusion and largeness of scale trends 

for a technology innovation. Even though Korea has concluded a S&T Technical 

Cooperation Agreement since 1991 with Brazil, which is the largest resource rich 

country in Latin America, and a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which was 

concluded in 2001 and entered into force in 2005, nuclear cooperation between 

these two countries hasn't made significant progress since then. In connection 

with this, it is necessary to grasp and understand each country’s strong 

technological areas and seek ways to enhance complementary cooperation by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promoting nuclear cooperation, and to establish a 

suitable strategy to enter into the Brazilian markets based on our advanced 

nuclear technologies accumulated over the decades. 

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personnel network and to 

identify potential complementary areas for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uture to 

advance Korean-Brazilian nuclear cooperation activities. To this end, current 

status of the cooperation in the areas of economy, energy resources and S&T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surveyed, and the history of the nuclear 

development program and the current nuclear R&D status in Brazil, as wel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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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activities of both countries were analyzed. 

In addition, areas of mutual interest were identified by both countries’ focal 

points and a personnel network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aforementioned 

preliminary activities, bilateral joint seminars were held in Brazil. At the joint 

seminars, possible areas of cooperation were discussed and joint research 

collaboration areas were surveyed and identified while both sides made efforts 

to expand the information and experts exchanges in specific areas. 

Ⅳ. Results of the Study

Pursuant to five technical cooperation meetings for establishing a network in 

the nuclear area and four joint seminars held in Brazil which had been 

implemented under this study, areas of common interest were identified by both 

sides and as seen in the picture below, a technical cooperation network 

composed of government agencie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industries 

which are all related to nuclear technology, was established. Potential areas of 

cooperation in the future are advanced fuel, research reactor,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BNCT), radiopharmaceuticals, radiation applications, fuel cell, instrumentation 

and control(I&C), radiation protection, nuclear safety, nuclear fuel design, etc. 

Korean Universities : Kyunghee, 
Seoul, Cheju, Chosun, KAIST, 

Hanyang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orea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Korea Nuclear Fuel Company

Brazilian Universities : Sao 
Paulo, Rio de Janeiro

CNEN (National Nuclear 
Energy Commission)

IRD (Radioprotection and 
Dosimetry Institute)

IPEN (Energy and Nuclear 
Research Institute)

IEN (Nuclear Engineering 
Institute)

INB (Indùstrias Nucleares do 
Brasil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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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Applications of the Study

Through this study, possible specific areas of cooperation in which both 

sides have a common interest were identified in such areas as radiation 

technology application,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C, and advanced nuclear fuel, and also concrete implementation 

methods were proposed. These results will be effectively utilized in establishing 

a basic direction for expanding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activities in the 

future. Consistent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r promoting cooperation could 

be established and maintained through the operation of a focal point in charge 

of coordinating bilateral technical cooperation, and then a long-term and stable 

human network could be established. It is expected that strategic technical 

cooperation could be made in the future by looking into each country’s strong 

points for the sake of national interests by holding joint seminars on a regular 

basis. 

As both countries have recently made efforts to enhance their nuclear R&D 

programs supported by their governments, complementary technical cooperation 

could be ensured to the fullest by expanding experts exchanges in the possible 

areas of cooperation in the future, in particular by establishing measures to 

jointly utilize their own facilities. It is also expected that complementary 

cooperation could be launched by pursuing joint research in the areas where 

R&D infrastructures have not been adequately set up due to domestic 

circumstances. 

Experts exchanges between both countries have greatly expanded during the 

period of implementing this study. It is very meaningful that a stronghold is 

established with infrastructures to accelerate the complementary cooperation with 

Brazil which is one of the targeted nuclear exporting countries and many 

countries across the Lat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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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연구의 배경  필요성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랑스, 독일 등 선진국을 심으로 원자력 분야 기술

력을 추진하여 왔으나, 차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의 기술 보호 장벽을 극복하기 

해 기술 력선의 다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기술 신의 복합화, 융합화, 

형화에 따라 로벌 신체계(Global Innovation System, GIS) 하의 해외 과학기

술 자원의 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역별 과학기술 국제화 략

이 요구되고 있는 바, 합한 국가를 상으로 상호 보완 인 공동연구의 확 를 

통해 지속 인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남미 최  자원 국가인 라질은 원자력 기술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나, 재 우리나라와의 기술 력을 한 교류는 미

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원자력 분야의 기술 력을 한 담 창구를 지정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면서 상호 강  기술 분야를 흡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이 요구되고 있다. 라질은 남미의 심 국가이자 BRICs의 일원으로서 최근 몇 년

간 개 과 거시 인 안정 정책을 통해 지속 발 의 궤도에 들어섰고 높은 경제성장

률을 유지하기 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 라질은 수출 열기와 경기회복으

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2006년에 무역 흑자 3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약 4% 

이상의 국민총생산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 일로에 있는 라질에 해 우리나라는 남미 륙의 최  교역

국으로 한‧남미 공동시장(Mercosur) 진출을 한 교두보로서의 요성을 인식하면

서 향후 자원 고갈에 비하여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 이고 

극 인 양자 간 력을 도모하고 있다. 재 한국이 략 으로 기술 력을 강화하

고 있는 부문은 자동차, 자, 건축, 통신, 운송, 에 지, 산 등의 분야이다. 라

질도 21세기 태평양 시 에 아시아 국가와의 력 체제를 구축하기 한 심 으

로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나라와의 력을 극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6년 5월 라질 과학기술부 장 은 평화 목 의 원자력 자

자족을 달성하기 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한‧ 라

질 기술 력은 미진한 실정이므로, 양국 간의 기술 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상호 

강  기술 분야를 악하고 이의 력 증진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산업체가 첨단 원자력기술을 기반으로 라질에 진출하기 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한편, 한국과 라질의 사회‧문화  교류는 다른 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역

사가 그리 길지 않으나, 남미 수출의 교두보로서 주요 국가인 라질로 진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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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 특히 21세기 들어 라질 카르도주 통령과 룰라 

다 실바 통령의 방한을 통해 2005년 교역량이 44%나 증가할 정도로 양국 간의 

실질 인 력이 증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남미 지역에 한 략  진출이 확

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의 력을 통한 인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본 과제의 수행을 통해 과학기술의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인 측면에

서의 교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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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목표  추진 방법

본 연구는 한‧ 라질 양국 간 원자력 분야 과학기술 력을 한 인력 교류 네

트워크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기반 에 상호 심 분야와 보완 으로 력 가능

성이 있는 분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하여 양국 간 과학기술 력 

황을 살펴보고, 특히 원자력 분야의 상호 공동 심 분야를 도출하기 한 지 

실태 조사와 기술 력 회의를 수행함으로써 지속 인 인력 교류와 기술 력이 추진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그리고 양국 간 원자력 분야 포컬포인트를 심으로 상호 심 분야를 악하

고 상호 보완 인 기술 력이 가능한 분야를 도출하기 하여 각 분야별 문가로 

구성된 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에 의거하여 양국 간 공동 세미나를 개최함으

로써 력 가능한 과제를 논의하고 공동연구 가능 분야를 조사하며, 아울러 양국은 

세부 분야별 기술 력을 확 해 나가도록 추진한다.

한국 원자력 기술
포컬포인트

라질 원자력 기술
포컬포인트

자문단 구성

원자력 분야
산학연 문가 

구성

국제회의 추진 
실무( ) 구성

원자력 분야 문가 구성

력 가능 분야
실태 조사

한‧ 라질 원자력 공동 
워크샵‧세미나 개최

공동 력창구 운  
 인력교류 증진

기술 력 분야 도출  후속조치

(그림 1-1) 연구의 추진 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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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의 구성

본 보고서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에서 다루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제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 인 한‧ 라질 원자력분야 기술 력 네트워크 구축

의 필요성, 목표  이를 수행하기 한 방법과 범  등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를 

기술한다.

제 2장에서는 한‧ 라질 양국 간 경제, 에 지‧자원  과학기술 분야의 력 

황과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고, 라질의 원자력 이용개발 동향, 원자력 련 

기 의 연구개발 황을 고찰하며, 양국 간 원자력 력 황을 기술한다.

제 3장에서는 한‧ 라질 원자력분야 네트워크 구축 결과를 기술한다. 연구 목

표를 달성하기 해 과제 수행 기간 동안 국내‧외에서 개최한 5차례의 기술 력 회

의, 4차례의 지 공동 세미나  4차례에 걸친 디 리핑과 력 분야 확  회의의 

결과를 살펴보고 양국 간 원자력 력 인  네트워크와 력 가능 분야를 도출한다.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련 분야에의 기여도를 기술

한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기 한 방안과 이의 추진 

방법을 논한다.

그리고 제 6장에서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를 기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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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한‧ 라질 기술 력 실태 조사

제 1   경제, 에 지‧자원 력 황

1. 경제 력 

1.1. 국가 개

○ 일반 황

   - 국    명 : 라질연방공화국(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 수    도 : 라질리아 (1960. 4. 21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천도)

   - 인    구 : 1억 8천만 명(세계 5 , 인구 도 : 20 명/㎢)

   - 면     : 8,511,965㎢(세계 5 , 남미 륙의 47.3%, 한반도의 약 37배, 북  

5°16', 남  33°45', 남북거리 : 4,320km)

   - 언    어 : 포르투갈어

   - 인    종 : 백인 54.7%, 물라토(혼 족) 38.4%, 흑인 5.8%, 동양인‧기타 1%

   - 종    교 : 천주교 85%, 개신교 11%, 기타 토속 종교(Umbanda) 등

   - 국 경 일 : 9월 7일 (독립기념일), 11월 15일 (공화국 선포일)

   - 유엔가입 : 1945년 10월 24일

   - 화폐단  : Real(R$), 자유변동환율제(환율 : 2008. 3. 재 US$1 = R$1.7)

   - 기    후 : 열 , 아열 , 온  기후가 폭넓게 분포

○ 정치 황

   - 국    체 : 연방공화국

   - 정부형태 : 통령 심제 (임기 4년, 1차에 한해 임 가능)

   - 국가원수 : Luiz Inacio Lula da Silva 통령

   - 의    회 : 양원제(상원 81석(임기 8년), 하원 513석(임기 4년))

   - 사법제도 : 3심제 (연방최고법원, 연방고등법원, 주법원)

   - 군 사 력 : 31만 6천명 (육군 188,000명, 해군 57,000명, 공군 71,000명)

○ 경제 황1)

   - GDP : 1조 2,690억 달러

   - 1인당 GDP : 9,700달러 (구매력 기 )

   - 경제성장률 : 4.9%

1) World Factbook, 2007년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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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역 황 : 수출 1,592억 달러, 수입 1,156억 달러

○ 우리나라와의 계

   - 수교일자 : 1959년 10월 31일

   - 수출입 황  주요 품목('07) : 수출 34.9억 달러(산업용 자  자부품, 

무선통신기, 기계류, 직물 등), 수입 27.9억 달러( 속 물, 철 , 알미늄, 두

류 등)

   - 투자  기업진출 황 ('07) : 신고기  189건 약 13.9억 달러

   - 주요 투자기업 : 포철, LG 자, 삼성 자, 삼성  등 40개 업체

○ 방한 주요 인사

   - 2000년 3월 Correa 외무차

   - 2001년 1월 Femando H. Cardoso 통령

   - 2002년 6월 Amaral 개발상공부장

   - 2003년 5월 Pires 감사원장

   - 2005년 5월 Lula 통령

○ 라질 방문 주요 인사

   - 1996년 9월 김 삼 통령

   - 1999년 12월 김종필 국무총리

   - 2004년 11월 노무  통령

   - 2007년 1월 장병완 기획 산처 장

○ 재외동포 황('06) : 약 5만 여명 거주 (주로 의류업 종사)

○ 북한과의 계

   - 2001년 3월 북한과 수교 

   - 2005년 7월 주 라질 사  설립

○ 주요 국내 정세  특기 사항

   - 2003년 1월 출범한 룰라 정부는 긴축재정, 인 라구축, 통상외교 등 실사구시 

경제정책 추진

   - 룰라 정부는 당  우려와 달리 시장개방 정책기조 유지 등을 통해 수출 증가 

 내수 활성화로 경제성장 실 (2006년 유의 461억불 무역흑자)

   - 룰라 통령은 2006년 10월 결선 투표에서 재선, 2007년 1월 제2기 정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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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라질의 행정도  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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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제 황

라질은 1998년 경제 기 이후 2003년까지 성장 국면을 보 으나, 2003년 

1월 취임한 룰라 정부는 경제 안정화를 해 강도 높은 긴축 재정과 통화 정책을 

실시한 결과 2003년 상반기 GDP -0.2%의 마이 스 성장에서 2003년 하반기 이후 

진 인 경기 회복으로 2004년에는 GDP 5.2%의 성장을 기록하 다. 2005년 안정 

성장 유지를 한 정부의 강력한 긴축 재정  인  억제 정책에 기인하여 2.3%

의 성장에 그쳤다.

<표 2-1> 라질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국내총생산(GDP) US$ 억 6,022 5,098 4,594 5,068 6,040 7,919

1인당 GDP US$ 3,541 2,957 2,631 2,789 3,326 4,307

경제성장률 % 4.4 1.3 1.9 -0.2 5.2 2.3

물가상승률(IPCA) % 6.0 7.7 12.5 9.3 7.6 5.69

실 업 률 % 4.83 10.6 10.5 10.9 9.6 8.3

이 자 율 % 16.5 19.0 25.0 16.5 19.25 18.0

교 역

규 모

 수 출 US$ 억 551 582 603 730 965 1,183

 수 입 US$ 억 558 556 472 482 628 735

무역(상품)수지 US$ 억 -7 26 131 248 337 448

경상수지 US$ 억 -242 -232 -76 42 116 30.0

외환보유고 US$ 억 330.1 358.7 378.2 492.9 529.4 537.9

외채 황 US$ 억 2,169 2,099 2,107 2,149 2,022 1,650

외국인 직 투자 US$ 억 327.8 224.6 166 101.4 182 152

 (출처) 라질 앙은행, 라질 통계청(IBGE)

2007년 1월 22일에 룰라 통령은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5% 성장을 목표로 

한 ‘성장 진정책(Programa de Aceleracao do Crescimento, PAC)’을 발표하 다. 

‘ 라질  뉴딜정책’으로 불리는 PAC은 2003년  룰라 정권 출범 이래 계속되고 

있는 성장세를 극복한다는 데 을 맞추어 2007년 4.5%, 2008년~2010년에는 

5%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인 라 투자 개발, 세제 경감, 공공 투자 증 를 포함한 

일  조치이다. 라질 정부는 2010년까지 향후 4년간 인 라 확충  에 지개발 

확  등의 분야에 5천 40억 헤알(2,350억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 건설, 

항만  공항 시설 보강, 에 지 개발, 주거 환경  생시설 개선 분야 등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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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라 투자가  추진될 정이다.

2007년 4월에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발 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 으로 우리나라는 명목 GDP가 7,913억 달러로 비

교 상국 184개국 에서 12 (2004년 11 )를 기록했지만 같은 해 14 던 라질

이 2005년 11 로 상승하 다. 라질은 2003년 룰라 정부 출범 이후 경제안정화를 

한 강도 높은 구조개 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 으나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

되는 가운데 인  억제를 한 앙은행의 고 리정책, 무역수지 흑자 등의 향

으로 환율이 폭 하락하 다. 이것은 2005년 라질의 달러표시 명목 GDP가 폭 

증가함에 따라 환율  물가 요인이 크게 작용하 기 때문이다.2) 

한편, 2007년 12월에 세계은행은 라질의 GDP 규모가 구매력 기 (PPP)으로 

 세계 GDP의 3%를 차지하며, 국, 랑스, 러시아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세

계 6 를 기록하 다고 발표하 다. 2006년 보고서의 경우, 라질의 경제 규모는 

세계 7 로, 번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라질의 GDP는 남미 체의 50%를 차

지하고 있으며, 공공 부문 지출도 남미 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라질 주요 

수출 품목은 자․ 기제품  부품, 컴퓨터,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기기, 섬유

사, 타이어, 석유화학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철 석, 철강제품(SLAB), 제지

용 원료, 목재류, 동물사료, 농산물, 가죽  모피제품, 기타 유기화학품 등이다. 우

리나라 기업의 라질 직  투자는 1994년에 시작되어 1996년부터 본격화되었고, 

투자 규모는 10억 달러 정도이다. 주요 투자 기업으로는 삼성 자, LG 자, 삼성 

SDI, 포스코 등이 있다.

<표 2-2> 라질 수출입 추이
                                                           (단  : 억 달러)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무역규모 26.6 27.3 24.95 27.6 39.8 49.1 57.7

수    출 17.2 16.1 12.47 11.4 17.9 24.1 30.6

수    입 9.4 11.2 12.48 16.2 21.9 25.0 27.1

무역수지 7.8 4.8 -0.01 -4.8 -4.1 -0.9 3.5
 

(출처) 한국무역 회 종합무역정보(KOTIS)

1.3. 주요 외정책3)

2)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005년 기  15,840달러로 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세계 49 로 나타났으

며, 명목 GNI도 12 에서 11 로 올랐다. 

3) 외교통상부, ｢월간 남미정보｣, 제10권 제3호, 20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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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 룰라 통령은 남미 통합  력 강화를 해 역내 지도력 강화에 

주력하여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양 질  성장과 기능 확 를 추구하고 있으

며, 2006년 베네수엘라에 이어 볼리비아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데 심

인 역할을 하고 있다.

라질은 수출 증  정책 강조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 외에도 제 3세계권

에서 신규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 속에 남미와 아 리카, 인도, 나아가 국까지 

포함하는 본격 인 ‘남남(南南) 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6년 라질의 체 

수출 가운데 개도국에 한 수출 비 이 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에 한 수출을 추월

해 길을 끌고 있다. 2006년 라질의 수출 총액 1,375억 달러 가운데 선진국에 

한 수출액이 672억 달러로 48.9%를 차지하 으며, 개도국으로의 수출은 678억 달러

로 49.3%를 기록하 다.

미국은 라질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자 력 상이므로 라질은 미 에

지 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통령은 그동안 동 지역 

외교에 주력했던 입장에 다소 변화를 가져오면서 2007년 들어 남미 지역에 한 

외교  비 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최근 들어 유력한 체에 지원으로 떠

오르고 있는 에탄올의 량 생산  공동 연구를 통해 라질과 략  력 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에탄올 등 체에 지 사용을 확 함으로써 미래 에 지 부

족 사태에 비하는 ‘에 지 안보’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막 한 석유자원을 무기

로 남미 지역에서 향력을 확 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견제하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련해 부시 통령은 2007년 3월 라질 방문 시 룰라 통령과 

소  ‘바이오 에 지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으며, 향후 미국과 라질 계가 한층 

확  강화될 것이라는 망을 낳고 있다.

2. 에 지‧자원 력

2.1. 에 지‧자원 부존 황  진출 환경

라질은 알루미늄 매장량이 세계 3 , 철 석 매장량이 세계 5 인 자원부국

이며, 체에 지인 바이오에탄올의 생산  수출은 세계 1 인 국가이다. 여타 

남미 국가와 달리 라질은 안정 으로 여야 간 정권 교체에 성공하 고, 최근 7~8

년간 인 이션을 연 3% 정도로 유지하고 있으며 5%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한 라질은 90년  후반부터 해외 자본의 참여를 허용하고, 국 기업 독  

체제를 부분 해제하는 등 극 인 시장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에

지‧자원 분야에 해서는 기본 으로 국가 독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2. 주요 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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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BMC-8 구 개발사업

우리나라는 리오데자네이루 동쪽 250km 해상에 있는 규모 구(확인매장량 

5천 6백만 배럴)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 약 16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

는 SK에 지는 총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일정 부분 험을 분

담하기 해 2,700만 달러를 ‘성공불융자’로 지원하고 있다. 

7년간의 탐사와 개발 끝에 라질 정부로부터 생산라이센스를 취득하고 2007년 

7월 본격 상업 생산이 착수되었으며, 재 일일 생산량은 3만 배럴이다. 2008년 이

후 생산이 본격화되면 일일 생산량이 5만 배럴까지 증가할 정이다. 재 SK에

지는 라질에 BMC-8, 30, 32 등 3개 사업4)에 진출하고 있으며, BMC-8 구의 성

공으로 향후 BMC-30, 32 탐사 구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 하고 있다. 

2.2.2. 물자원 개발 사업

우리나라의 포스코가 라질의 세계 인 산개발 업체인 ‘발  도 리오 도세

(CVRD)사’와 합작으로 비 리아에 연간 5백만 톤 규모의 펠렛 공장을 가동하고 있

다. 한 동국제강이 2008년 하반기부터 연 300만 톤 규모의 세아라주 제철소를 건

설할 계획이며, 장기 으로 600만 톤까지 공장 규모의 확 를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을 해 2007년 11월 CVRD사와 동국제강 간 력을 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2.2.3. 신규 석유가스  공동 탐사  개발

최근 상 울루 인근 산토스 해상 지역에서 80억 배럴 상당의 형 심해  유

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이 지역( 구명: 1-BRSA-550-RJS)에 한 진출 모색이 필

요하나 민간 기업의 독자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상되고 있다. 심해 유 은 개

발비용이 높으므로 페트로 라스사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이의 가

로 보상비  향후 개발비 등 어도 10억 달러 정도를 요구할 것으로 상된다. 

2.2.4. 바이오 산업

라질은 세계 에탄올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최  수출국이다. 2007년 7

월 미국, 국, 인도, 유럽연합 등과 함께 국제바이오연료포럼(IBF)의 창설을 주도한 

라질 정부는 체에 지의 개발을 해 2007~2010년간 총 174억 헤알을 투자할 

계획이다. 라질 국  석유회사인 페트로 라스는 2007~2011년 발  계획에 의거

하여 바이오디젤 공장 건설, 에탄올 수송 이 라인 건설, 에탄올 수송 선박 개발 

등 재생 에 지 개발에 총 7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라질의 에탄올 생산 단가는 미국의 1/2, 유럽연합의 1/3 수 에 불과하다. 

라질의 사탕수수 경작지는 체 경작지의 1% 인 640만 헥타르에 불과하기 때

4) BMC-30(탐사단계) 지분 20% 보유, BMC-32(탐사단계) 지분 26.6%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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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앞으로 에탄올 사업이 비약 으로 확 될 망이다. 이러한 라질 에탄올 생

산 시장의 높은 발  잠재력에 주목하여 미국, 랑스, 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업체들이 지분 인수, 합자 투자, 신규 공장 설립, 사모 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라

질에 투자하고 있다. 

2007년 12월 제 2차 한‧ 라질 자원 력 원회 개최 시 라질 업에 지부 

장 은 라질 바이오에탄올의 한국 수출 가능성과 기술교류 력 의사를 달한 

바 있으며, 지분 인수, 합작 투자, 신규 공장 설립 등 라질 바이오 사업의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2.2.5. 력 산업

2007년 12월 제2차 한‧ 라질 자원 력 원회 개최 시, 라질 업에 지부 

장 은 라질이 향후 원자력발 소의 건설을 극 추진 이므로 동 분야  발

, 송 , 배  시설의 건설 사업 등 라질 력 기반 구축 산업 분야에 한 우리

나라의 참여와 력을 요청한 바 있다. 

2.3. 향후 진출 략

우리나라의 라질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문제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에 지‧자원 분야의 국가 독  체제이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국  페트로

라스가, 물자원은 CVRD가 주요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라질 코스트를 

들 수 있다. 라질의 복잡한 법 체계, 높은 세 과 리, 료주의와 인 라 시설 

미비로 인해 다른 국가에 비해 기업 활동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진출 략으로는, 첫째, 지분 인수, 합작 투자, 신규 공장 설립 

등 우리나라의  라질 바이오 사업의 투자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자력

발 소 건설  발 , 송 , 배  시설의 건설 사업 등 라질 력 기반 구축 산업 

분야에 한 우리나라의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라질 정부는 석

유  가스 구에 해 매년 공개 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바, 입찰 참여가 구 확

보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라질 국 기업 페트로 라스의 독  체제로 인해 

단독 입찰 참여는 불가하므로 페트로 라스와 합작 등 국  기업과의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공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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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학기술 력 황

1. 과학기술 력의 필요성5)

최근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민간 연구개발 투자액은 세계 

7 이며, 연구개발 인력의 수는 각각 6 와 7 에 올라 있다. 역 통신 가입자의 

수는 1 , 인터넷 사용자 수는 6 , 제조업 수출  첨단제품 비 은 8 에 이른다. 

이와 같은 지표로 따져 보면 한국은 이미 과학기술 8  강국의 능력을 갖추고 있

다. 2006년 미국 RAND 연구소가 발표한 지식경제지표 순 에서도 한국은 미국, 일

본, 캐나다에 이어 세계 4 에 들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 로벌화 수 은 OECD 

국가  최  수 에 머물러 있다. 해외 연구개발 비 , 외국인 소유 국내 특허, 내

국인 소유 해외 특허, 외국인과의 공동 특허, 기술무역수지 등 로벌화 련 주요 

지표들에서 한국은 하 권을 맴돌고 있다. 를 들면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 가운

데 해외투자의 비 은 0.49%(2004년)로 오스트리아(22%), 국(20%) 등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민간 연구개발 투자도 유럽(34.9%), 미국(33.0%), 일본(10.4%)에 비

해 한국은 한 자리 수의 비 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 특허를 등록한 한국인 가운데 

외국인과 공동 특허를 낸 비율도 체의 3.79%에 불과하며, 이는 OECD 최  수

이다. 

최근 로벌 신체계(Global Innovation System, GIS)가 등장하고 기술 신 자

체의 특성이 복합화, 융합화, 형화라는 추세를 타면서 해외 과학기술자원의 요

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이제 국내 과학기술자원에만 의존해 자국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모두 확보하는 식의 략은 근본 인 한계에 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

업, 연구소, 학 등 주요 기술 신주체들은 기존의 국가 신체계(NIS) 범주를 뛰어

넘어 로벌 신체계를 상으로 활동해야 하는 새로운 시 에 노출되고 있다. 이

미 해외 주요 기술 신 주체들은  세계를 상으로 기술 신 자원을 아웃소싱하

면서 기술 신 주체 간 경쟁과 력을 개하고 있다. 우리도 이에 응하기 해 

범국가 으로 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국은 최근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돌 하기 해 과거의 

추격형 방식을 벗어나 창조형 방식으로 경제 발  모델을 환해야 할 시 에 와 

있다. 실에서 직면하는 성장의 벽을 뛰어넘어 신기술, 신제품, 신시장을 창출하는 

선두 주자로 도약하기 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자원을 확 하

는 노력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인력은  세계 

비 3~4%에 불과한 수 이므로, 이의 비 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 과학기술 자원

을 국내 과학기술 신에 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5) 김기국, “과학기술 국제화, 도약과 상생 으로 해외 과학기술자원 네트워크 

구축해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STS observer｣, Vol. 128, 200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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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서는 국내 이익창출 주의 미시 이고 부분 인 에서 벗어나 

로벌 차원의 력  경쟁을 통해 국내 과학기술 신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범세계 과학발 과 지구  차원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거시 이고 종

합 인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과학기술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단순한 

교류와 력을 넘어 더 높은 가치인 도약과 상생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

으로는 해외 자원의 국내 유입에만 을 두었던 과거의 블랙홀식 략을 탈피

하고, 국내외 자원 간 네트워크  국내 과학기술 자원의 해외진출을 함께 강조하

는 허 형 략으로 진화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우선 으로 추진해야 할 실

행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벌 과학기술 네트워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과학기술 네트

워크는 해외 과학기술 인력과 자원의 국내 유입을 늘리는 데에 을 두어왔다. 

앞으로는 국내 유입은 물론 상호 교류와 해외 진출에도 동일한 비 과 요성을 두

는 허 형 이 요하다. 이를 해 2006년 3월부터 추진되어 온 울트라 로그

램과 같은 해외 우수 한인 과학기술자의 인  네트워크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

직하며, 국내 민간 기업의 해외 연구개발센터 활동에 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기

구 등에 한 참여도 확 해야 한다. 

둘째, 권역별 과학기술 국제화 특화 략의 추진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 교류 

 력의 주요 상 국은 그동안 일부 선진국에 국한되어 왔으므로 개발도상국은 

심 상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릭스(BRICs, 라질, 러시아, 인

도, 국), TVT(터키, 베트남, 태국), E7( 라질, 러시아, 인도, 국, 인도네시아, 터

키, 멕시코)과 같은 신흥개도국과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2. 과학기술 력

2.1. 과학기술 력 개

한‧ 라질 과학기술 력은 양국 간 과학기술 력 정 체결('91. 8)에도 불구하

고 그동안 조사단 견, 공동연구 등을 통해 제한 으로 이루어져 왔다. 라질은 

세계 곤충종의 50%를 보유하는 등 생물자원, 물자원, 수산자원의 보고이며, 항공

우주 기술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있다. 따라서 일방 인 공유가 아닌 호혜 인 과

학기술 력이 가능하다. 특히 라질 측은 우리의 과학기술 발  경험을 수받기

를 희망하고 있으며, 향후 원  건설, 동 원소 이용 분야에서 수출 가능한 지역으

로 평가되고 있다.

한‧ 라질 과학기술 력은 양국 간 경제과학기술공동 원회를 통해 시작되었

다. 양국은 1991년 4월에 라질리아에서 개최된 제1차 공동 원회에서 양국 간 과

기 력 정의 체결에 합의하 다. 한‧ 라질 과학기술 력 정은 1991년 8월에 체

결('92. 12. 30. 발효)되어 2년마다 과기공동 원회 개최  제반 력증진 방안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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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다. 1999년 6월 26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UNESCO 세계과학회의 

기간  한‧ 라질 과학기술 장 회담(한국 : 서정욱 장 , 라질 : Carlos Pereira 

장 )에서 양측은 제1차 한‧ 라질 과기공동 원회의 조기 개최, 생명공학  정보

통신 분야 상호 력 원칙 등을 합의하 다.

양국은 경제 발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한 력방안을 모색하며, 과학기술, 

문화, 체육 등 범 한 교류를 통해 실질 력의 변을 확 하기 하여 1997～

1998년 간 4차례에 걸쳐 ‘한‧ 라질 21세기 원회’6)7)를 운 한 바 있다. 1998년에 

합의된 과학기술 련 합의 사항은 핵심 력 상 사업으로 정보통신, 기 자공

학, 생명공학 기술을 유망 력 분야로 지정하여 한‧ 라질 연구개발 력 기  조

성(5개년간, 1천만 달러)에 합의하고 라질 측은 과학기술부 산하의 과학기술재단

을 기 운 기 으로 지정하 다. 

2004년 11월 통령 남미 순방 시 라질 정부와 2005년에 장  과학기술공

동 원회  기술 력 증진을 한  력 기술 분야별 심포지엄의 개최를 합의

하 으며,  력 분야로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항공우주기술, 원자력기술의 4

개 분야가 선정된 바 있다.

2.2. 제1차 한‧ 라질 과학기술 공동 원회 합의 내용

2005년 7월 한국 측 오명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 , 라질 측 Luis Fernandes 

과학기술부 차 (장  직무 행)을 수석 표로 하여 제1차 한‧ 라질 과학기술 공동

원회가 라질 과학기술부에서 개최되었다. 양국은 제1차 한‧ 라질 과학기술 공

동 심포지엄과 같이 크고 작은 과학기술 련 행사를 많이 개최함으로써 상호 네트

워크 형성을 진할 수 있도록 “한‧ 라질 과학기술 력 네트워크 로그램”의 신

설을 합의했다. 동 로그램은 한국과 라질 양국에서 각각 매년 일정액을 투입하

여, 양국이 합의한 분야를 심으로 크고 작은 각종 과학기술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다. 이의 세부 추진 방안으로 2006년부터 매년 양국이 생명공학, 원자력, 항공우주, 

정보통신 등 양국 간 력 우선 순  분야의 지원을 해 분야별 양국 포컬포인트

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각 분야별 기술 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 다.

○ 생명공학 분야

양국은 지난 1998년 “한‧ 라질 21세기 원회” 제 3차 회의 시 제안된 양국 간 

생명공학 력 분야로서 보건의료, 생물공정, 환경생물, 농업  인 라 구축 분야

의 력과 제1차 한‧ 라질 과학기술공동 심포지엄에서 제안된 력분야  추진방

안을 정 으로 검토‧지원하기로 합의하 다. 한 련 연구기 , 학  기업간 

6) 1996년 9월 한‧ 라질 정상회담시 양국 간 “ 인회의”설립에 합의하고 1996년 10월 아국은 재경원, 외경제정책연

구원을 주 기 으로 지정함

7) 1997. 7. 제1차 회의( 라질리아), 1997. 11. 제2차 회의(서울), 1998. 5. 제3차 회의(리우데자네이루), 1998. 10. 제4

차 회의(경주) 이후 1998년 11월 제출과 함께 활동을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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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장려하며, 특히 한국의 농업진흥청과 라질 농업개발공사(EMBRAPA), 한국

생명공학연구원(KRIBB)과 라질의 생명‧유 자연구소(CENARGEN), 국립아마존조

사연구원(INPA), 생물산업 회(ABRABI) 등과의 력 진을 극 지원하기로 합의

하 다.

○ 원자력 분야

원자력 분야에 한 양국 간 력을 본격화하기 해서는 2001년 1월 체결된 

“한‧ 라질 원자력 력 정”의 발효가 시 하다는 데 동의하고, 이를 해 동 정

이 빠른 시일 내에 라질 국회 비 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 다. 동 

정이 체결되면,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원자력 인력 교류  실질 인 력 증진

을 하여 한‧ 라질 원자력 력약정 체결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합의하

다. 양국은 한 제1차 한‧ 라질 과학기술 공동 심포지엄 결과 제안된 력방안

을 정 으로 검토‧지원하기로 합의하 다.

○ 항공우주 분야

양국은 항공우주분야 력을 극 추진하기로 합의하 으며, 특히 성시스템, 

지상 장비  성운 , 성자료 교환  정보교환 등을  추진하고, 구체 인 

력은 양국 정부 간에 추후 의할 정인 기본 정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합의하

다.

○ 정보통신 분야

양국은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력 가능성을 확인하고 “제1차 한‧ 라질 과학기

술공동 심포지엄”에서 제안된 력 방안을 정 으로 검토‧지원하기로 합의하

다.

○ 교통 분야

양국은 교통 분야의 양국 간 력의 요성을 인식하여 한국 측이 제안한 경

철  고속 철분야의 력을 확 키로 합의하 다.

○ 기 과학 분야

양국은 기 과학  인력 양성을 한 력의 요성에 공감하 으며, 2004년

에 한국과학재단(KOSEF)과 라질 국가과학기술개발 원회(CNPq) 간의 력양해

각서(MoU) 체결을 환 하고, 향후 양 기 을 심으로 한 기 연구  인력양성에 

한 력을 지원하기로 합의하 다.

○ 민간부문에서의 력

양국은 실질 이고 가시 인 력 성과를 거양하기 하여 민간 부문에서의 

력의 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극 지원하기로 합의하 다. 특히, 한국산업기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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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회(KOITA)와 라질의 산업연구 회(ANPEI)간의 기술 력 양해각서(MoU)의 

체결을 환 하면서 한‧ 라질 민간 기업간 기술이  진  교류, 라질 ANPEI 

유  학  기 의 과학기술인력 청 교육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

다.

2.3. 한‧ 라질 과학기술 력 심포지엄 개최

2.3.1. 추진 배경  목

통령의 ABC 3개국 순방(’04. 11)과 라질 룰라 통령 방한(’05. 5)을 계기로 

양국 과기 력 확 에 한 공감 가 확산되고, 한‧ 라질 과학기술공동 원회(’05. 

7), 한‧멕시코 과학기술국장  회담(’05. 9) 개최 등 남미 국가와의 과학기술 네트워

크 구축  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과학기술 력 활성화 방안 연구

에 한 필요성이 두되었다. 본 심포지엄은 제1차 한‧ 라질 과학기술공동 원회

(’05. 7) 합의 사항으로 ‘한‧ 라질 민간기업간 기술이  진  교류 력 추진’과 

‘ 라질 신기업 회(ANPEI) 유 기   학의 과학기술인력 청교육  공동연

구 수행’이 민간부문 력 방안으로 채택된 바 이에 한 후속조치로 실시되었다.

한‧ 라질 공동 심포지엄은 남미 국가와 과학기술 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술무역을 진시키고 상호 공동이익을 도출하며, 이를 통

해 구축된 네트워크와 기타 조사된 내용을 국내 기업의 남미 진출 략 수립 시 

활용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3.2. 심포지엄의 개요

◦ 일시‧장소 : 2008. 3. 24 (월)~25(화), 라질 상 울로

◦ 주최/후원 : 한국산업기술진흥 회/교육과학기술부, 라질 신기업 회/과학기술부

◦ 참 석 자 : 양국 정부  산학연 인사 70명(한국원자력연구원 참가자 : 원자력

정보 력부 김흥회 부장)

◦ 언    어 : 어 ( 어‧포르투갈어 동시 통역)

◦ 심포지엄 주제

   - 한‧ 라질 주요 분야별 과학기술 력 활성화 방안

   - 한‧ 라질 산업기술 력 활성화 방안(양국의 산업기술 지원정책, 기술무역 활성

화 방안 등)

◦ 주요 발표 내용

   - 한‧ 라질 과학기술 력 활성화 방안(생명공학, 우주항공, 원자력, 기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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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라질 산업기술 력 활성화 방안(산업기술 지원정책, 소기업의 비즈니

스 환경, 한‧ 라질 기술무역 활성화 방안, 라질 외투기업 유치정책  시

스템, 라질 내 한국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 심포지엄 결과 : 제2차 한‧ 라질 과학기술공동 원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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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원자력기술 력 황

1. 라질의 원자력이용개발 동향

1.1. 원자력개발 동향

라질은 1970년 국제 입찰을 통한 최 의 원자력발 소 건설을 결정하 다. 

이에 따라 웨스 하우스사가 턴키 방식으로 수주한 가압경수로 앙그라 1호기

(626MWe)는 1971년 5월 착공되어 10년 후에 최  임계에 도달하 다. 이후 라질

은 해외 에 지자원으로부터의 자립을 한 원자력발  기술자립의 목표를 설정하

고, 원자력기술 선진국인 독일과의 력을 통하여 기술을 이 받는 형태로 추진하

여 왔다. 이러한 라질의 원자력개발 로그램은 ⅰ) 원자력계획을 수립하기 한 

자국 내 우라늄 매장량 조기 추정, ⅱ) 핵연료주기 완  확립, ⅲ) 원  국산화를 

하여 원  건설에서 자국 내 엔지니어링 기업 등이 최종 으로 100% 참가, ⅳ) 원

 기술 이 의 효과 인 달성을 한 라질‧독일 간 합병회사 설립 등의 원칙 하

에서 출발하 다.  

1975년에 체결된 독일과의 원자력 력 정에 의거하여 국제 력을 통한 원자

력기술 개발이 추진되었다. 독일과의 력 정은 15년간의 정 기간으로 되어 있

으나 자동 연장되며, 핵연료주기와 원자력발  반을 포함하는 범 한 분야에 

걸친 력과 기술이 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00MWe 원자로(PWR Biblis B 

type) 8기8)를 15년에 걸쳐 건설한다는 계약이 독일과 체결되었다. 

라질의 사르네이(Jose Sarney) 통령은 1988년에 원자력의 민 화를 추진하

다. 이와 동시에 1979년 이래 독일과의 력으로 추진되어 온 민간용 원자력계획

(IAEA의 보장조치 용)과 군부의 원자력계획(IAEA의 보장조치 용 외)가 통합되었

다. 이 통합된 원자력개발 계획은 원자력 원회(National Nuclear Energy Commission, 

CNEN)의 감독을 해 설립된 「원자력정책최고심의회(Superior Council of Nuclear 

Energy, CNPN)」가 담당하게 되었고, 그동안 라질 원자력개발의 심이 되어 온 

Nuclebrás(Empresas Nucleares Brasileiras S.A.)가 해체되었다. 그 활동은 라질원자

력 원회, 라질원자력산업공사(Indùstrias Nucleares do Brasil S̀.A., INB), 라질

앙 력공사(Centrais Elétricas Brasileiras S.A., Eletrobrás)9)에 인계되어 CNEN은 연구

개발, INB(주식의 51 %는 CNEN이 보유)는 상업화가 가능한 핵연료주기 분야(채 , 

제련, 연료제조 등), 라질 앙 력공사(Eletrobrás)는 원자력발 소의 건설‧운 10)을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8) 이  2기(앙그라 2, 3호기)는 독일 KWU사로부터 기기를 수입하여 1976년 1월 착공하고, 나머지 6기에 해서는 

90%를 라질산 기기로 공 하기로 계약하 다.

9) 1954년 라질 Getúlio Vargas 통령의 제안에 따라 João Goulart  통령(1961-1964)의 재임기간 인 1962년

에 공식 으로 발족하 다.

10) 원자력발 소의 운 은 푸르나스(Furnas), 설계·건설은 뉴클 (Nuclen)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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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라질과 아르헨티나는 핵무기 생산  실험을 지하며 IAEA의 면 

보장조치 정 수락과 상호사찰 도입을 선언하 다. 그 이후 1994년에 아르헨티나와 

핵물질 계량  통제기구 (ABACC)을 발족하 으며, 1996년 라질은 아르헨티나와 

상호 검사  핵물질계량에 한 정을 체결하 고, NPT와 남미 비핵지  조약

(Tlateloco Treaty)에 가입하여 과거의 핵무기 개발에서 원자력의 평화 인 이용으로 

원자력정책을 환하 다. 

라질 정부는 1997년 6월에 국  력회사인 푸르나스(Furnas)의 원자력발  

부문과 뉴클 (Nuclebrás Equipamentos Pesados S.A., Nuclen)을 통합하여 일 트

로뉴클리어(Eletrobrás Termonuclear S.A., Electronuclear)11)를 라질 앙 력공사

(Eletrobrás)의 자회사로 설립하 다. 이것은 1995년 1월에 성립된 국유재산 불하에 

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민간이 원자력발 소를 운 하는 것은 법률로 지하고 

있기 때문에 푸르나스의 민 화에 앞서 원자력발 부문을 분리한 것이다. 이에 따

라 일 트로뉴클리어(Electronuclear)는 앙그라 1호기의 운  이외에 당시 건설 이

었던 동 2호기와 계획 이었던 동 3호기의 로젝트를 승계하여 재 라질 력 

소비의 약 3%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국가송 망 운용으로 라질의 주 력 소비

지인 리오데자네이로주의 력 소비량  50% 이상을 공 하고 있으며, 향후 앙그

라 3호기가 완공되면 그 비 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2007년 7월, 라질 룰라 통령은 20여년   단되었던 국가 원자력 로그

램12)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식 으로 앙그라 3호기의 건설과 원자력 추진 잠수

함의 건조 작업을 재개할 것임을 발표하 다. 이를 해 향후 8년간 원  건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설에 5억 4천만 달러가 투자될 정이다. 앙그라 3호기는 

필수 기기의 70%가 구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되어 실제 건설을 시작하지 않았

다. 앙그라 3호기의 건설은 국립 사회경제개발은행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을 것이

며, 앙그라 3호기 이외에 라질은 2030년까지 8기의 신규 원 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13)14) 

2008년 3월 부에노스아이 스를 방문한 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

바 통령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우라늄 

농축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양국 간 원자력 력을 확 하기로 합의하고 4

개월 안에 합동 원회를 창설하기로 결정하 다. 

라질의 원자력 개발 체제의 개편과 행 조직은 각각 (그림 2-2), (그림 2-3)

과 같다.

11) 라질 정부와 국립은행이 60% 이상의 주식을 보유

12) 라질의 원자력 로그램은 1964～1985년까지 집권한 군사독재 정부에서 착수된 바 있는데, 통치 군부는 아마

존 정  지역에서 핵폭탄의 지하 핵실험을 비 리에 추진해왔지만 이는 1990년에 폐기된 바 있다.

13) World Nuclear News, http://www.world-nuclear-news.org/

14) 국공 방송 뉴스(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BBC), http://news.bbc.co.uk/, 200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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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청
(Secretary for 

Strategic Affairs)

뉴클렙
(Nuclep)

라질원자력
산업공사

(INB)

라질원자력 원회
(CNEN)

(1997년)

업․에 지부

뉴클
(Nuclen)

푸르나스
(Furnas)

라질 앙 력공사
(Electobras)

일 트로뉴클리어
(Electronuclear)

  통  령

(출처) 日本原子力産業 議, ｢原子力年鑑｣, pp.456∼460, 1998. 12.

(그림 2-2) 라질의 원자력개발 체제 개편(1988, 1997년)

한편 라질의 표 인 연구용 원자로인 IEA-R1은 20%의 농축우라늄 핵연료

를 사용하는 풀타입으로 용량은 5MW 이다. 이밖에 IEA-R1과 유사하지만 100kW

의 소형인 IPR-RI-CDTN, 10kW 의 교육용 연구로인 RIEN-I Argonaut RR, 그리

고 0.1kW 의 교육용인 IPEN/MB-01 등이 있다. 

재 라질은 러시아, 미국, 베네주엘라, 볼리비아, 스폐인, 아르헨티나, 에콰도

르, 국, 이탈리아, 국, 콜롬비아, 라과이, 페루, 랑스 등과 원자력 력 정

을 체결하고 있다. 한 라질은 4세  원자로(GEN IV) 국제포럼 기부터 로드맵 

결정시까지 활발히 참여하여 왔으며, IAEA INPRO 운 원회  다수의 실무그

룹, IRIS (International Reactor Innovative and Secure) 로그램 등의 참여를 통해 

국제 력을 활발히 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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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령

과학기술부

라질원자력 원회
(CNEN)

연구기
(IPEN, IEN

 CDTN, IRD
 CRCN)

뉴 클 렙
(Nuclep)

라질원자력
산업공사

(INB)

업․에 지부

라질 앙 력공사
(Electrobas)

일 트로뉴클리어
(Electronuclear)

국 방 부

육군, 해군, 공군
사령부

기술연구소
해군 : CTMSP
공군 : CTA/IEAv
육군 : CTEx

      주 1) CTMSP : Brazilian Navy’s Technological Center in São Paulo, https://www.mar.mil.br/ctmsp/

2) CTA/IEAv : Aerospace Technical Center/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http://www.ieav.cta.br/ingles/ieav_ingles.php

3) CTEx : Brazilian Army Technological Center 

(그림 2-3) 라질의 원자력개발 체제

1.2. 원자력발

원자력발 소의 운 은 라질 앙 력공사(Eletrobrás) 산하기 으로서 라질 

최 의 력회사이며 리우데자네이루 서쪽 130km에 치한 앙그라 원 의 소유자

인 푸르나스사(Furnas)가 맡고 있었으나, 1997년부터는 일 트로뉴클리어

(Electronuclear)로 인계되었다. 라질원자력 원회 할 하에 있는 국 기업으로는 

기기제작 회사인 뉴클렙(Nuclep)과 핵연료주기회사인 라질원자력산업공사(INB)가 

있다.

2008년 3월말 재 가압경수로인 앙그라 1호기(657MW, 원자로공 자 : 웨스

하우스)와 2호기(1,350MW, 원자로공 자 : KWU)가 가동되고 있으며, 2호기의 복제 

발 소인 3호기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이다. 앙그라 1호기는 1984년 12월

에 상업운 을 시작하 다. 앙그라 2호기는 1976년 1월에 착공되었지만 재정 문제

로 건설이 지연되었으나 1990년  하반기 경제 회복으로 발 소 건설이 가속화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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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라질 력 
생산량 (GWh) 308,508 322,899 296,237 346,626 385,338 385,133 406,266

앙그라 원  
력생산량 (GWh) 3,977 6,046 14,352 13,837 13,336 11,552 9,853

원자력발  
유율(%) 1.3 1.9 4.8 3.99 3.65 3.00 2.43

따라 1999년 11월에 임계에 도달하 다. 동 2호기의 시운 은 2000년 12월에 성공

으로 완료되었으며, 그 이후로 발 소는 정상 인 용량의 90% 이상으로 운 되고 

있다. 

앙그라 3호기는 1984년 사업이 착수된 이래 재원 부족으로 단되어 왔으나, 

2007년 7월 라질에 지정책평의회는(CNPE)는 앙그라 3호기의 건설 공사의 재개를 

승인하 다.15) 2008년 3월 재 앙그라 1～2호기 원 에서 생산된 력이 자국 내 

소비량의 3～4%를 유해 왔으나, 앙그라 3호기가 건설되면 원  유율이 5%의 수

으로 늘어날 것으로 상된다. 한편, 라질 정부는 규모 력부족 사태를 비

하기 해 오는 2030년까지 8GW의 원  설비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며, 앙그라 3

호기 이외에 2015년까지 1,000MW  4기의 원 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16) 

2008년 3월 재 앙그라 1호기는 재장 과 보수뿐 아니라 증기발생기 설치를 

한 사  작업으로 정지된 바 있으며, 약 4개월이 소요될 증기발생기의 설치는 동

년 11월에 계획되어 있다. 이의 실제 교체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은 웨스 하우스와 

체결하 다. 일 트로뉴클리어는 2011년까지  세계 약 20기의 원자력발 소에서 

증기발생기 교체 업무를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표 2-3> 라질의 가동 인 원자력발 소 황

발  소 건 설 일 임   계 계통병입 상업운

앙그라 1호기 1971. 5. 1. 1982. 3. 13. 1982. 4. 2. 1984. 12. 1.

앙그라 2호기 1976. 1. 1. 1999. 11. 5. 2000. 7. 21. 2001. 2. 1.

<표 2-4> 라질의 원  발 량  유율

 (출처) SIESE Bulletin(MME/ANEEL/Eletrobras)

15) 앙그라 3호기의 건설이 단된 1980년 에 약 8억 달러가 이미 지출되었으며, 완공을 해서는 37억 달러가 

추가로 소요될 정이다.

16) Business News Americas, http://www.bnamericas.com/, 200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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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핵연료주기

라질에서의 조직 인 방사성 물 탐사는 1952년에 시작되어 1970년 이후 지

속 인 산이 뒷받침되어 왔다. 1974년부터 1991년까지 우라늄 탐사 비용은 1억 5

천만 달러이었으나 1991년 이후 원자력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우라늄 수요의 변화

로 투자가 격히 어 모든 우라늄 탐사가 단된 바 있다. 재 라질 내 우라늄 

매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50%가 미탐사 지역으로 남아 있다. 라질은 1982년부

터 우라늄을 생산하기 시작하 으며, 매장량은 30만 톤으로 세계 6 의 우라늄 자원 

보유국이다.

이와 같이 풍부한 우라늄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라질은 랑스의 기술을 도

입하여 우라늄 정련 공장을 1988년 Pocos de Caldas 지역에 건설하여 운 하고 있

다. 변환 시설로는 라질 해군의 원자력 추진 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간 생산능력 

40tU의 UF6 일럿 랜트 1기가 상 울로 인근 100 km에 치한 이페로(Iperó)의 

해군연구소 (Navy Research Institute: CTMSP)에 있다.

(출처) 라질 앙 력공사(Eletrobrás), “Eletrobrás Financial Newsletter," p.3, 1st Quarter of 2008.

(그림 2-4) 라질 력회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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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라질 해군의 원자력 추진 로그램의 일환으로 이페로에 농축 원심분

리 이로트 랜트를 시범 설치하 다. 이어서 라질 정부는 원자력산업공사

(INB)의 Resende Industrial Plant에서 CTMSP가 개발한 원심분리 공정의 산업화

를 추진하 다. 이의 1단계는 2006년에 착수되어 2010년까지 앙그라 원  1～2호기

수요량의 60%를 자체 개발하여 충당17)하고, 2단계로 100% 공 한다는 계획 하에 

2006년부터 우라늄 농축 시설을 시험 운 하고 있다. 핵연료는 INB의 공장(FCN)에

서 가공되고 있으며, 연간 소결체 120톤, 핵연료집합체 250톤 규모가 앙그라 1～2호

기에 공 되고 있다.

라질의 방사성폐기물은 주로 2기의 원자력발 소에서 발생되고 있다. 우라늄 

채   제련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발 소 부지 내에 보 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의 장 부지 선정, 건설, 허가, 운 , 통제, 보상, 공공 책임  보증 등에 한 법

률 10,308호가 2001년 11월에 발효되었다 미나스 제라이스(Minas Gerais)주의 포쇼

스데칼다스(Poços de Caldas) 고원에 치한 우라늄 채굴  제련 단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이의 장을 해 특별히 건설된 29.2헥타르의 에 보 되어 있다. 정부

의 재처리 계획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앙그라 1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는 발 소내 원자로 수조에 임시 보 되어 있다.

2. 라질의 원자력 연구개발 황

라질의 원자력사업 추진 체제는 국가원자력정책 수립, 연구개발, 원자력안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 원회(CNEN)와 원 을 리하는 업‧에 지부로 크게 나

뉘어져 있다. 

2.1. 라질원자력 원회 (CNEN)

라질원자력 원회(National Nuclear Energy Commission, CNEN)는 1956년에 

설립18)되어 원자력정책 입안  원자력분야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

는 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 방출 시설에 한 규제, 감독  허가이며, 이밖

에 연구개발 지원, 산업 기술 수, 인력 훈련 등이다. 한 이로트 규모의  핵

연료주기를 확보하고 있다. 

(그림 2-5)와 같이 산하 연구기 으로는 라질원자력연구소(IPEN, 상 울로 소

재), 라질원자력기술연구소(IEN, 리오데자네이로 소재), 라질원자력기술개발센터

(CDTN, 벨로 호리존테 소재), 보건물리‧선량측정연구소(IRD, 리오데자네이로 소재), 

원자력과학지역센터(CRCN, 시페 소재) 등이 설립되어 연구용 원자로, 가속기  

17) INB는 연간 1천만 달러의 수입비용을 감할 것으로 망하고 있으며, 2030년 경에 자체 개발한 농축우라늄의 

수출도 계획하고 있다.

18) 라질원자력 원회는 설립 당시 3개국(Directorate of Institutional Management (DGI), Directorat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DPD), Directorate of Radiation Protectiona and Safety (DRS))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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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트 랜트 시설 등 다양한 연구개발 시설을 운 하고 있다.

2008년 1월 재 라질원자력 원회와 산하 5개 연구기 의 인력은 2,656명으

로 이  약 50%가 학사 학 를 갖고 있으며, 16%는 석사, 16%는 박사 학 를 갖고 

있다. 라질원자력 원회의 4개 주요 기 (IPEN, CDTN, IEN, IRD)은 학과 연계

하여 원자력기술 분야의 석사  박사 과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IPEN은 상

올로 학과 연계하여 원자력 련 기술의 학  후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 과정

에는 연간 약 350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매년 60명 내외의 석‧박사가 배출되고 있

다.

리지원
방사선방호‧ 
원자력안

원자력시설

방사성시설

수출입통제

안 조치

안 규제

방사성폐기물

수  송

보건물리‧선량
측정연구소(IRD)

라질원자력
기술연구소(IEN)

원자력과학지역
센터(CRCN-NE)

라질원자력
연구소(IPEN)

원자력과학지역
센터(CRCN-CO)

원자력기술개발
센터(CDTN)

Poços de 
Caldas랩 (LAPOC)

연구개발

원장 국제 력

외 력

기획 산

(그림 2-5) 라질원자력 원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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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라질원자력연구소 (IPEN)

라질원자력연구소(Energy and Nuclear Research Institute, IPEN)는 주로 동

원소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소요량의 98%를 충당하고 있다.  특히 연구로 

IEA-1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의학·산업용 동 원소를 생산하고 있다. 동 연구소는 핵

물리, 핵의학, 방사성생태학, 핵물질 화학, 폐기물 처분, 원자력 야 술, 방사성화학, 

원자로기술 등의 연구뿐만 아니라 방사선방호, 농업, 공해산업 등에 원자력을 목

하는 등 사회환경 연구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라질원자력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시설로는 U3O8-UF6 변환시설 

(90tU/a, Ipero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실, 소형 실험 가스 원심분리기(우라늄 

농축), PWR 임계실험 장치,  10MW 스 풀 타입 원자로(동 원소 생산) 등을 들 

수 있으며, 동 연구소의 조직은 (그림 2-6)과 같다.

(그림 2-6) 라질원자력연구소의 조직

2.3. 라질원자력기술연구소 (IEN)

1962년 라질원자력 원회와 리오데자네이로 학(구 라질 학)에 의해 설립

된 라질원자력기술연구소(Nuclear Engineering Institute, IEN)는 원자력 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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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엔지니어링 연구개발과 교육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이의 주요 시설로

는 1964년에 건설된 10kW  원자로, 1974년에 건설된 싸이클로트론 CV-28 이외

에, 기압 상태에서 유량의 압력 변화를 실험하는 열유동 시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한 웨스 하우스사와 계없이 독자 실험된 AP-600 Natural Circulation 

Test Loop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Sodium Loop-300kW,  계측제어 설비 생산시

설, 농축 이로트 랜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 

2.4. 보건물리‧선량측정연구소 (IRD)

보건물리‧선량측정연구소(Radioprotection and Dosimetry Institute, IRD)는 

1972년에 설립된 기 이며 주요 활동으로 핵시설, 연구소, 폐기물 시설 등의 지원 

 연구개발, 보장조치 이행, 한 안 규제, 응용연구개발, 인력개발‧훈련, 체내‧

신피폭 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동 연구소는 1976년 이후 국제원자력기구와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인정된 제2차 

표  선량측정연구랩을 운 하고 있으며, 1990년에 핵사고  방사성물질의 긴 상

황에 비하기 하여 세계보건기구의 력센터(World Reference Center)로 승인된 

바 있다. 그 이후 1996년에는 CTBT와 련된 방사성핵종평가연구소의 하나인 국제

감시 체제에 통합되었다. 

2.5. 원자력기술개발센터 (CDTN)

원자력기술개발센터(Center of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CDTN)의 주

요 연구 분야는 환경을 비롯한 보건, 원자로, 재료, 물리  화학처리, 방사성보호, 

원자력기술 등이다. 동 센터의 주요 실험 시설은, ⅰ) IPR-R1 (TRIGA MARK I) 원

자로랩, ⅱ) 열수력랩, ⅲ) 화학분석랩, ⅳ) 방사선방호랩, ⅴ) 방사성폐기물처리랩, 

ⅵ) 재료개발랩, ⅶ) 비 괴시험랩 등이다. 

2.6. 라질원자력산업공사 (INB)

라질원자력산업공사(Brazilian Nuclear Industries, INB)는 라질의 상업용 핵

연료주기 회사로서 선행 핵연료주기 부문에서의 사업은 우라늄의 채 과 처리, 연

료집합체의 제조·조립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라질의 원자력산업 재활성화에 

의하여 INB는 라질 국내에서의 모든 핵연료주기 부문의 수요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자력기기·서비스의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말 재 INB의 종업원은 정규

직 911명, 비정규직 614명으로 총 1,5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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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라질 원자력 력 황

3.1. 추진 실

1996년 5월 과학기술부 통제과, KAERI 보장조치부, 유체계통개발실, 한국 력

공사 정경남 원자력기술실 등으로 구성된 남미 3국(아르헨티나, 라질, 칠 ) 원자

력 력 기술조사단이 라질원자력 원회(CNEN), 라질원자력기술연구소(IEN), 앙

그라 원  등을 방문하고 원자력 력 정과 기  간 력약정 체결의 비 단계로

서 상 국의 원자력 황을 악한 바 있다. 이어서 1997년 2월 라질 원자력 원

회(CNEN) 연구개발국 A. C. Oliveira Barroso 국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

력사업 하에 과학자 방문 로그램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력 분야  원자력

력 정 체결 추진을 의하 다. 방한 일정  KAERI 하나로센터 방문 시 배기‧

폐수 처리, 조사후시험, 실리콘 성자 핵변환 도핑, 붕소 성자포획치료, 유속 

압력에서의 임계열유속 실험 등의 분야에 심을 표명하면서 이 분야의 기술 력을 

희망하 다.

1998년 3월과 6월 IAEA 이사회 개최 기간  주 오지리 사 , KAERI 등과 

라질 측의 원자력 원회 Jose M. E. Santos 원장, Barroso 국장 등은 라질 신

규 연구용 원자로(CRCN/RPM-1, 20MWt  다목  연구로)에 해 의한 바 있다. 

라질 측은 원자로 건설부지  설계사양 작성 등 사업 계획을 소개하 고, 우리 

측은 기술 력 의사를 표명하고 연구용 원자로 기술보유 황을 설명하 으며, 재

원조달 계획  문가 교류 의사 등을 타진하 다. 동년 8월 우리 측은 

KEARI/CNEN간 양해각서의 안을 작성하여 라질에 송부하 다. 동년 9월 

IAEA 총회 시 비엔나에서 라질 측은 하나로 기술지원을 한국 측에 요청하면서 

라질의 연구용원자로의 개념설계 1단계 자료를 제공하 다. 동년 10월 라질원

자력 원회 Santos 원장은 KAERI, KINS, KNFC, KEDO, KEPCO(고리 연수원), 

우본사, 한  등 국내의 원자력 연구시설  산업시설을 방문하 다. 동년 10월 

순 라질을 방문한 KAERI 연구진은 라질 연구로 설계 과의 기술 회의에서 

개념설계 1단계 내용의 문제 을 지 해 주었으며, 아울러 기  간 양해각서 안

의 내용에 합의하고, 정부 간 원자력 력 정이 체결되는 로 이에 서명하기로 

합의하 다. 동년 12월 라질 측은 KAERI/AECL이 공동의 기술 력 트 로 참

여하여 개념설계  기본설계를 수행해 주길 희망하 다.

1999년 3월 IAEA 이사회에 참석한 라질의 원자력 원회 Santos 원장은 한

‧ 라질 원자력 정 체결의 조기 체결을 희망하면서 CNEN/KAERI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라질 신규 연구로를 KAERI와 공동설계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

다. 동년 7월 주 라질 사 은 라질 원자력 원회 Barroso 국장, 라질의 외무

부 군축  민간기술과 Carmen Moura 과장과의 의 시 신규 연구로 추진에 한 

황을 악하 다.19) 이어서 동년 10월 KAERI의 하나로 이 라질 원자력 원회

19) 총 2억불로 추정되는 동 연구로 사업은 2/3를 차 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1/3은 자체 산으로 조달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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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문하여 연구로 사업의 향후 망과 력 방안을 의하 다.20) 동년 11월 

라질의 요청에 따라 연구로 사업 산의 구체화를 한 소요 경비 자료를 라질 

원자력 원회 Barroso국장에게 송부하 다.

2000년 10월에 서울에서 한․ 라질 양국 정부는 원자력 력 정을 2001년 1

월 라질 Cardoso 통령의 방한 시 서명하기로 재확인하 다. 이에 따라 2001년 

1월 라질 통령 한국 방문을 계기로 1월 18일 한‧ 라질 원자력 력 정이 서

울에서 체결되어 2005년 7월 25일에 발효되었다. 

한편, 1998년 라질 원자력 원회 Barroso 국장은 KAERI 시설 방문 시 원자

력발  시뮬 이터의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IAEA의 기술 력사업 하에 추

진함으로써 2003년 2월 KAERI가 라질원자력기술연구소에 이를 수출하게 되었다.

3.2. 라질 연구로 사업 참여 배경  기 효과

라질은 연구로 운   이용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주로 동 원소 이용분야

에 치 하 으므로 원자력이용의 다변화를 해 1990년  후반부터 20MW  고성

능 다목  연구로 건설을 추진하 다. 라질의 연구로 사업책임자들은 원자로 기

술수출국과 하면서 연구로 설계․건조의 기술 력을 모색하여 왔으며, 특히 당

시 완공된 하나로에 깊은 심을 가지고 KAERI와의 기술 력을 극 희망하 다. 

당시 우리나라는 ⅰ) 라질 연구용 원자로(CRCN/RPM-1) 건조사업 참여 기반 구

축, ⅱ) 해외 연구로 설계․건조기술 수출 활성화 기 마련, ⅲ) 하나로 건설을 통

하여 축 된 연구로 설계․건조 기술의 활용성 제고  연구로 설계 기술 능력 제

고, ⅳ) 원자력 기술 수출국으로의 도약에 따른 국가 과학기술 상 제고  연구로 

건설, 이용 국제 교류 력 증진 등을 기 하면서 동 사업의 참여를 극 추진하

으나 라질의 경제 사정으로 인해 2002년 이후 단된 상태이다.

3.3. 계측제어  인간공학 

인간공학 연구용 시뮬 이터 개발과 련, 2001년 9월 IAEA는 캐나다, 미국 등 

원자력 선진국 13개국에 사업제안 요청서를 배포하여 각국으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수하 다. IAEA의 사업 제안서 검토 결과, 한국, 캐나다, 미국, 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등 6개국이 1차 선정되어 상세 기술평가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최종 으

로 KAERI가 개발한 원  인간공학 연구용 시뮬 이터가 기술사양  가격 측면에

서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업추진자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약 15

며, 1999년 까지는 한국  캐나다 등과 기술  자 조달 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라질의 

융 기로 1999년도 원자로 산이 액 삭감되었고 이미 시작된 부지조성 작업도 진 되지 않고 있으므로 

1999년 에는 추진이 어려운 상태이며 2000년도의 산 확보도 불투명한 실정이었다.

20) 라질 측은 2000년  통령의 방한 시 양국 정부 간 원자력 정을 체결하고 KAERI-CNEN간 양해각서를 

교환할 것과 연구로 사업이 의제로 상정될 수 있도록 KAERI의 력을 요청하 다. KAERI는 라질의 연구로 

설계를 지원하기 해 라질 설계 문가 1~2명의 KAERI 견을 수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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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동안 개발을 완료하여 2003년 1월에 라질원자력기술연구소(IEN)에 이를 설

치하 다. 이 용역계약의 수출 가격은 28만 달러이었으며, KAERI는 기술용역의 발

주 시부터 마지막 설치, 시운   과정을 담당하 다.

이러한 원자력 기술수출은 우리가 개발한 원자력기술 성과를 국제기구가 공인

해 주었다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미  타 개도국에 원자력 기

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기를 마련하 다. 라질 측도 동 기술 수

출을 계기로 지속 인 력 계의 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며, 향후 IAEA를 통해 한

‧ 라질 간의 국제 력 사업을 지속 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 다. 라질 측은 인

간공학용 시뮬 이터의 효율 인 이용을 한 인간공학 실험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

발  가스화력발 소의 시뮬 이터 개발에 극 인 심을 보이고 있는 바, 향후 

이 분야의 양국 간 기술 력 사업을 본격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4. 경 수로 연계(DUPIC) 핵연료주기

2003년 11월 한국은 “한국-아르헨티나- 라질 경제‧기술 력회의“에서 라질의 

경수로(PWR)와 아르헨티나의 수로(HWR)를 상으로 하는 경 수로 연계 

(DUPIC : 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s) 핵연료주기 기술의 

용 타당성 평가 등을 한 공동연구를 제안하 다. 2004년 10월 한국은 라질 

원자력 원회 L. Vinhas와 아르헨티나 원자력청 D. Jinchuk에게 공동연구의 구체  

추진 계획 의를 요청하 다. 

2005년 2월 아르헨티나의 D. Jinchuk은 상기 연구에 한 심을 표 하 으나, 

이를 한 연구비 확보의 어려움을 통보하면서 정보교환을 해서 핵연료 부서의 

H. Taboada와 할 것을 권유한 바 있다. 한편, 라질은 재까지 공식 인 입

장 표명이 없으나 2008년 1월 한‧ 라질 원자력 력 공동세미나에서 심을 표하면

서 향후 력의 가능성을 인식하 다.

장기 인 에서 라질과 아르헨티나와의 력 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

하며, 연구 내용은 DUPIC 기술평가 등 많은 산이 소요되지 않는 기 기술 개발 

수 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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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한‧ 라질 원자력 력 네트워크 구축

제 1   공동 세미나 개최

1. 제 1～5차 한‧ 라질 원자력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한 기술 력 

회의 개최

1.1 한‧ 라질 원자력 력 분야 도출  인  네트워크 구축 

○ 일  시 : 2006. 12. 7(목) 10:00～12:00, 12. 8( ) 17:00～18:00 

○ 장  소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아토피아  2층 회의실

○ 참석자

   - KAERI : 김경표 국제 력 장, 송기찬 부장, 오인석 과책, 홍 돈 선임연구원, 

노 창 실장

   - 라질원자력연구소(IPEN) : Mr. Leonardo G. A. Silva

   - 국제원자력기구(IAEA) : Ms. Maria Helena de Oliveira Sampa (  IPEN 연구원)

○ 주요 토의 결과

   - 한‧ 라질 원자력 력 분야(안) 도출

   ※ 폴리머 방사선 처리기술 분야 : IPEN/정읍분소

   - 양측 분야별 인 네트워크 구축

1.2.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질, 한국 기술 력담당 부서와의 의

○ 일  시 : 2007. 4. 18(수) 10:00～12:00

○ 장  소 : IAEA 본부 라틴아메리카섹션 회의실

○ 참석자

   - KAERI : 김경표 국제 력 장

   - IAEA  : 남미기술 력섹션헤드 Mr. Alain Jorge Cardoso Cabezon, 한국담당  

Dr. Reyad S. Kamel

○ 주요 토의 결과

   - 한‧ 라질 원자력 력을 하여 IAEA 기술 력사업의 지원 합의

   ※ 지원 방법 : 훈련생, 과학자방문, 문가 견 (Expert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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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라질원자력연구소(IPEN)/KAERI 기술 력 분야 도출 

○ 일  시 : 2007. 7. 3(화) 09:00～14:00, 7. 5(목) 15:00～18:00 

○ 장  소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본  2층 회의실

○ 참석자 

   - KAERI : 정읍분소 이주운 실장, 동 원소이용연구센터 정성희 실장, 동 원소

이용연구센터 홍 돈 과책, 계측제어‧ 인간공학연구센터 오인석 과책, 

고속로핵연료개발그룹 송기찬 그룹장, 국제 력  김경표 장 외 12명

   - IPEN  : Dr. Adonis Marcelo Saliba-Silva, Nuclear Fuel Center

○ 주요 토의 결과

   - KAERI 력 제안 분야의 발표

   - KAERI/IPEN 원자력 력 분야(안) 도출

   - 양측 분야별 인 네트워크 구축

(그림 3-1) 라질원자력연구소(IPEN)/KAERI 기술 력 토의

1.4. 방사성의약품 기술 력 분야 도출 

○ 기  간 : 2007. 10. 8～12

○ 장  소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INTEC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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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KAERI : 정읍분소 박상  실장, 이 철 선임행정원

   - IPEN  : J. A. Osso 연구원

○ 주요 토의 결과

   - 원자력 력 분야 도출 : Generator Technologies for Therapeutic Radionuclides

   - 양측 분야별 인 네트워크 구축

1.5. 주한 외교사 단과의 기술 력 네트워크 구축 의

○ 일  자 : 2007. 12. 4(화) 14:40～15:40

○ 장  소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 참석자 

   - KAERI : 기 장, 임인철 하나로운 센터장, 김경표 국제 력 장

   - 주한 외교사 단 ( 라질 측 : 주한 라질 사  과학  Cynthia Bugané)

○ 주요 토의 결과

   -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시설 방문

   - 한‧ 라질 원자력 력 공동세미나 개최 계획 의

(그림 3-2) 주한 외교사 단과의 기술 력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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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4차 한‧ 라질 원자력 력 공동세미나 개최

2.1. 추진 경과

○ KAERI 측은 2006년 12월에 도출한 한‧ 라질 원자력 력 분야(안)을 CNEN 

국제 력국장에게 제안함 ('07. 1. 10(수))

   - 9개 분야 : ① I&C, MMIS, ② 신형핵연료개발, ③ 핵연료주기, ④ 방사성동 원

소 생산  이용, ⑤ 방사선기술 이용, ⑥ 핵자료, ⑦ 원자력안 , ⑧ 싸이크로

트론, ⑨ 원자력안 규제

○ 라질 정부(CNEN)는 한국의 양국 간 력 제안을 환 하면서 KAERI가 제안한 

원자력 분야에 해 해당 연구기 에 이를 달하 음을 알려 오면서 라질 측

의 분야별 력에 한 의견을 3월 에 달하겠다고 회신함 (’07. 1. 18(목))

   - 라질 측으로부터 4월 까지 회신이 없으므로 리마인더를 송부함 (’07. 4. 5(목), 

지연 사유 : 2007년 1～2월간 국 인 휴가기간(삼바 축제))

○ 과학기술부 미주기술 력과의 원자력 분야 포컬포인트 지정에 한 요청으로 

이를 통보함 (’07. 4. 8(일))

   - Dr. Laércio A. Vinhas, Head, International Relations Office, Brazilian 

Nuclear Energy Commission(CNEN) 

○ 라질 정부는 력 분야 선정에 한 내부 검토에 시일이 소요되어 회신이 늦게 

되었음을 설명하면서 라질 측이 희망하는 력 분야  분야별 카운터 트를 

통보함 (’07. 4. 13( )

○ 국제과학기술 력재단(KICOS)와 과학기술부 미주기술 력과로부터 한‧ 라질 심포

지엄 과학 분야 세션 개최 계획을 통보받음 (’07. 4. 30(월), 5. 1(화))

※ 심포지엄 개최(안) : 2007년 10월, 라질

○ KAERI는 상기 심포지엄 개최 계획을 라질 측에 통보하면서 원자력 분야 공

동 세미나 개최를 제안함 (’07. 5. 2(수))

   - 아울러 IAEA 라틴아메리카 기술 력섹션헤드와 한국담당 에게 공동세미나 

개최 계획을 통보하면서 이에 한 조를 요청함('07. 5. 3(목))

○ 라질 정부는 포컬포인트가 변경되었음을 알려 오면서 양국 간 심포지엄 개최

를 극 지원할 것을 밝힘 (’07. 7. 5(목))

   - 라질 측 연락  : Dr. Marco Antonio Marzo, International Relations 

Officer, National Nuclear Energy Commission (C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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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라질원자력연구소(IPEN)와의 제1차 세미나 개최

2.2.1. 개 요

○ 일  시 : 2007. 10. 8(월) 09:30～9(화) 17:00

○ 장  소 : 라질 상 울로 라질원자력연구소(IPEN)

○ 참석자 

   - 한  국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송기찬 부장

   - 라질 : 라질원자력연구소(IPEN) 디에구에즈 부소장 등 15명

○ 회의 일정 

   2007. 10. 8(월)

   - 09:30~09:45 KAERI의 일반 황 발표

   - 09:45~10:45 KAERI의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황 발표

   - 11:00~12:00 KAERI의 원자력수소 로그램 발표

   - 14:00~16:00 IPEN IEA-R1 원자로, 싸이클로트론, 연료 지연구실 방문

   - 16:00~17:00 KAERI/IPEN 연구 력에 한 토론

   2007. 10. 9(화)

   - 09:30~10:30 KAERI의 방사선기술, 동 원소 이용 연구 황 발표

   - 10:45~11:15 KAERI의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기술 황 발표

   - 11:15~12:00 KAERI/IPEN 연구 력에 한 토론

   - 14:00~16:00 IPEN 핵연료센터, 방사선조사시설, 방사선동 원소센터 방

문

   - 16:00~17:00 IPEN 소장 견  향후 기술개발 력 방안 의

2.2.2. 기술 력 토의 결과

라질원자력연구소의 핵연료센터는 연구로용 핵연료(U3Si2 mini-plate, 4.8 

g/cc 235U)의 조사시험  조사후시험에 한 력에 많은 심을 표명하면서 이에 

한 력을 희망하 다. 이에 따라 KAERI는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기술개발 황

을 상세히 소개하 고, IPEN의 력 의사를 KAERI 해당 부서에 달하 다. 특히 

라질 측은 KAERI와의 기술 력  네트워크 구축을 하여 KAERI의 연구 으

로부터 atomized powder를 무상으로 받아 IPEN에서 라질 연구용 원자로의 핵연

료를 제조한 후, 이를 KAERI의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성능을 평가하

는 방안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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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라질원자력연구소(IPEN)와의 제1차 세미나 개최

그러나 이에 한 선결 조건으로 양 기  간 양해각서의 체결은 물론, 정부 

계 부처의 사  승인이 요구되므로 이를 IPEN 소장과의 면담  기술 력 방안 토

의 시 강조하 다. 한 IPEN의 연구원이 KAERI를 방문하여 기술 력을 추진하기

를 요청한 바, 이를 IAEA fellowship, 과학자방문 로그램 등 기술 력 사업의 일

환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 다.

한 식품 분야의 방사선 응용기술에 한 력 방안 토의 시 향후 제 2차 공

동세미나에 KAERI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상호 기술 력 네트

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 다. IPEN 핵연료센터는 원자력 수소 기술개발 분

야에 해 많은 심을 보이면서 VHTR 핵연료 제조 기술 분야에 한 KAERI 

문가와의 기술 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요청하 다. 이에 해 KAERI는 련 문

가를 소개하고 상호 간의 련 기술 력 네트워크 구축을 해 노력하기로 합의하

다.

2.2.3. IPEN과의 기술 력 가능 분야  인  네트워크

○ 방사성폐기물 처리

   - Dra. Elita Urano de Carvalho (elitaucf@ipen.br)

   - Dr. Humberto G. Riella (riella@enq.ufsc.br)

   - Dra. Gaucia Tanzillo (grsantos@ipe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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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 Michelangelo Durazzo (mdurazzo@ipen.br)

○ 원자력 수소 생산

   - Dr. Adonis M. Saliba Silva (saliba@ipen.br)

   - Dr. Humberto G. Riella (riella@enq.ufsc.br)

   - Dr. Michelangelo Durazzo (mdurazzo@ipen.br)

   - Dra. Elita Urano de Carvalho (elitaucf@ipen.br)

○ 핵연료주기 : 우라늄 로세싱(AUC  ADU 로세싱- 일럿 시설), 속 합  

 우라늄 합  (특수 합 ), 고속로, MTR  경수로 핵연료 개발

   - Dra. Elita Urano de Carvalho (elitaucf@ipen.br)

   - Dr. Michelangelo Durazzo (mdurazzo@ipen.br)

   - Dr. Adonis M. Saliba Silva (saliba@ipen.br)

   - MSc. Fabio B.V. Oliveira (fabio@ipen.br)

   - Eng. Fernando Fornarolo (ffonrna@ipen.br)

   - MSc. Gilberto Marcondes (ghmarcon@ipen.br)

   - Eng. Jose A.B. Souza (jasouza@ipen.br)

○ 세라믹 로세싱 : 졸-겔 로세싱에 의한 나노구조 물질, 천연소재를 이용한 

지올라이트 합성

   - Dra. Elita Urano de Carvalho (elitaucf@ipen.br)

   - Dr. Humberto G. Riella (riella@enq.ufsc.br)

2.3. 라질원자력연구소(IPEN)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2.3.1. 개 요

○ 일  시 : 2008. 1. 21(월) 10:00～22(화) 12:20

○ 장  소 : 라질 상 울로 라질원자력연구소(IPEN)

○ 참석자 

   - 한  국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용범 실장 외 5명, 한국방송공사(KBS) 

권순범 특 원 외 2명

   - 라질 : 라질원자력 원회(CNEN) 마르조 국제 력국장 외 1명, 

라질원자력연구소(IPEN) 디에구에즈 부소장 외 17명, 

라질원자력산업공사(INB) 랑카 실장

○ 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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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21(월)

   - 10:00～10:45 연구개발 황  계획(IPEN, KAERI)

   - 11:05～12:00 방사선 기술 응용 

   - 12:00～13:08 조사후 시험  방사성폐기물 처리 기술

   - 14:10～14:38 신형 핵연료 기술

   - 15:00～17:00 방사선기술센터(CTR), 원자력기술센터(CEN) 시설 방문  기술

력 의

   2008. 1. 22(화)

   - 09:00～11:00 연료 지센터(CCCH), 핵연료센터(CCN) 시설 방문  기술

력 의

   - 11:10～12:20 종합 토론

2.3.2. 기술 력 토의 결과

2.3.2.1. 방사선 기술 응용

○ 라질 측 심 분야

우리 표단은 지난 10년 간 방사선공업환경연구부가 원자력연구개발 장기계

획의 일환으로 수행하 던 “방사선이용 환경보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결과를 발표

하 다. 구체 인 분야로는 방사선이용 염색폐수처리, 방사선이용 폐기물처리  재

활용, 방사선이용 기오염물질처리, 방사선이용 연유 의 폴리염화비페닐(PCBs) 

처리 기술개발, 이동형 자빔가속기 구축 등이다. 

라질은 섬유산업 활동 과정에서 필수 으로 수반되는 염색폐수의 처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국가 의 하나이며, 염색폐수 처리는 이미 세계 으로 공동의 

심사이다. 따라서 라질원자력연구소는 이 분야에 큰 심을 갖고 자체 연구를 

오래 부터 수행해온 바 있지만 아직 그 기술이 개발단계에 도달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번에 발표한 분야  염색폐수 처리기술 개발에 특별한 심을 표명하

다. 

 ○ 라질의 기술개발 황

환경보  분야와 련하여 라질 측이 발표한 내용은 라질원자력연구소가 

수행 인 염색폐수 처리, 토 즈, 방사선과 자빔의 산업  용, 하수처리장 유출

수의 살균  슬러지 처리, 유해가스 처리, 오일 함유 폐수처리 등의 기술개발 황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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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라질원자력연구소(IPEN)와의 제2차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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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라질원자력연구소(IPEN)의 시설방문  KBS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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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폐수 처리 기술은 아직 실험실에서 비이커를 이용한 배치식 타입의 연구에 

머물러 있으며, 상업화를 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고 있으며, 염료 의 색도 제거에 

한 연구 수 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토 즈는 자수정 등에 방사선을 

어 색상을 변화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연구인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상당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것으로 단되며, 이미 산업체에서 이 기술을 활용하

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유출수의 살균기술  슬러지처리 기술, 유해

가스 처리 기술 등에 있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되지 않은 보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수 이다. 최근 라질원자력연구소가 극 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의 

하나는 이동형 자빔 가속기 구축인데 재까지는 이의 활용 필요성을 비롯한 사

업성의 검토만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련된 산을 확보하기 해서 IAEA 사무

국에 타진을 하고 있지만 이의 실행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추진 인 이동형 자빔가속기에 해 많은 심을 표명하

으며, 향후 공동 활용에 한 가능성에 심을 보이고 있다.

2.3.2.2. 조사후 시험  방사성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

 ○ 라질 측 심 분야

우리 표단은 라질원자력연구소와의 세미나에서 핵연료 조사후시험과 방사

성폐기물 처리기술 분야에 하여 발표하 다. 핵연료조사후시험 분야에 해서는 

우리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조사후시험시설의 원 연료 조사성능 시험과 련하

여 주요 기술 황, 재  수행 내용, 시설 특성에 해 발표하 고, 한 조사

재시험시설에서 수행하는 원자력재료의 조사특성시험 황  하나로 등과 연계한 

조사시편의 시험평가 능력 등에 해 발표하 다. 

이와 더불어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의 기능  주요 수행 내용을 심으로 우

리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리 공정, 폐기물 리 황  련 기

술개발, 처분과 련한 연구 활동, 방사성폐기물 고화처리 공정  고화 폐기물 특

성시험 기술 등에 해 발표하 다. 

라질의 경우 재 가압경수로형 핵연료를 사용하는 원  2기가 가동되고 있

지만 향후 10년 내에 8기의 원자로를 보유할 계획을 추진 에 있음을 감안할 때 

한‧ 라질 간에 핵연료 연소 성능과 가동원  연료건 성 평가를 한 조사후시험 

분야의 력은 한 시기에 그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단된다. 

기술 력 토의 시에 우리나라의 경‧ 수로연계핵연료주기(DUPIC)의 기술개발

에 한 심이 주목되었으며, 수로형 원자로를 가동 에 있는 이웃 국가인 아

르헨티나와 연계한 경‧ 수로 연계 기술개발의 에서 볼 때 우리의 DUPIC 기

술개발 경험과 노하우가 향후 양국 간뿐만 아니라 한국, 라질, 아르헨티나를 망라

하는 남미 주요국과의 양자  다자간 력의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라질의 기술개발 황

라질은 핵연료에 한 조사후시험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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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인 조사후시험 기술과 련한 발표 내용은 없었지만 연구용 원자로를 기반으로 

하는 조사재료 시험, 방사성 동 원소 제작과 련하여 일부 로  박스를 이용한 

시험 등을 제한 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원 이 차 확 됨에 따라 본격 인 핵연

료  원자력재료 기술개발을 한 시험시설 확보에 하여 구체 인 계획 수립이 

지속 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조사후시험 분야에 한 양자간 기술 력 증진

에 심을 표명하 고 구체 인 력 계획을 차후 논의하기로 하 다. 

방사성폐기물 처리  리 분야에 있어서는 비교  소규모이지만 련된 연구

와 설비를 갖추고 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단  

오염지역의 제염에 이은 환경 복원을 해 실제  용을 통한 제염 련 연구가 지

속 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분야 역시 라질의 원자력 계획 

확 에 따라 양국 간 기술 력 분야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사후시험

시설의 설계 혹은 폐기물 련 분야의 연구개발  실제 용 방법론 등에 해 기

술  우 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진출 가능성도 차 증 될 것으로 망한

다. 이러한 과정은 향후 길게는 수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 지속 인 상호 

교류의 확 를 통해서 라질 원자력 기술 시장에 진 인 연착륙을 기 할 수 있

을 것으로 단된다. 

2.4. 라질원자력 원회(CNEN)/ 라질원자력기술연구소(IEN)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2.4.1. 개 요

○ 일  시 : 2008. 1. 23(수) 13:00～17:45

○ 장  소 : 라질 리우데자네이로 라질원자력 원회(CNEN)

○ 참석자 

   - 한  국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용범 실장 외 5명

   - 라질 : 라질원자력 원회(CNEN) 마르조 국제 력국장 외 8명, 

라질원자력기술연구소(IEN) 카발로 실장,  

라질원자력산업공사(INB) 랑카 실장

○ 회의 일정 

   - 13:40～13:50 개회식

   - 13:50～14:30 라질원자력 원회(CNEN) 연구개발 황

   - 14:30～15:00 라질원자력기술연구소(IEN) 연구개발 황

   - 15:00～15:30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개발 황

   - 15:50～16:43 계측제어  인간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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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45～17:15 방사성폐기물 리

   - 17:15～17:45 종합 토론

(그림 3-6) 라질원자력 원회(CNEN) 원장 견  양국 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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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라질원자력기술연구소(IEN)과의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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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계측제어  인간공학 분야 기술 력

 ○ 라질 측 심 분야

이번 라질 방문 기간 에 원  계측제어  인간공학과 련하여 우리 표

단은 정부주도 장기 과제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 4월 말 종

료 정인 원 계측제어사업(KNICS)의 사업을 소개하 다. 우리나라는 KNICS 사업

에서 개발되는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와 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를 신울진 1, 2호기의 안 ‧비안  계통의 랫폼으로 용하기 해서 한수

원을 심으로 기기  계통개발 업체의 참여 하에 국산화추진단을 발족하여 이의 

실용화 기술검토  안을 해결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12월에 월성 2호기에 장착하기 해 개발 인 경보원인 추 시스템이 소개

되었다. 특히 경보 원인의 처리  기 경보에 한 원인을 자동 으로 추 하여 

운 원이 경보 원인을 쉽게 악할 수 있도록 비정상 시나 비상 시에 폭주하는 경보

에 해 간편하게 조치할 수 있는 기술이 설명되었고, 터빈사이클을 이용하여 원  

기기  성능과 열효율을 평가할 수 있는 PherPEM (Thermal Performance 

Evaluation and Diagnostic Module)이 소개되었다.

한편, 라질원자력기술연구소가 사 에 요청한 인간공학 실험분석용 시스템에 

한 소개도 진행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997년에 개발한 여러 가지 인간공학 

실험 자료를 통합하여 그 결과를 쉽게 분석하여 평가할 수 있는 인간공학실험데이

타분석시스템(DAEXESS)과 최근에 신고리 3, 4호기 제어실의 인간공학  평가를 

해 력연구원의 주도 하에 한국과학기술원이 탁으로 수행한 HUPESS(Human 

Performance Evaluation Supporting System)가 소개되었다. 이에 해 라질 측은 

많은 심을 보 으며, 특히 시선추 시스템(Eye tracking System) 데이터의 활용 

방안에 해 많은 질문과 토의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새로운 진단  표시 기법을 용하여 기존의 

시스템보다 진단 오차를 획기 으로 인 원  건 성을 감시하는 NIMS(NSSS 

Integrity Monitoring System)에 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 라질의 기술개발 황

원  계측제어  인간공학 분야와 련하여 라질원자력기술연구소(IEN)가 발

표한 내용은 지난 200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 력 로그램의 일환으로 한

국원자력연구원에 발주하여 IEN에 설치한 인간공학연구용 시뮬 이터(Human-System 

Interface Laboratory, LABIHS)이다. 양 기 은 이를 이용하여 새로이 개발한 인간-기

계 인터페이스(Man Machine Interface, MMI)와 더불어 재 수행하고 있는 원  

산화 차서 개발, Neural Networks를 이용한 원  과도상태 규명, 음성인식 기반의 

MMI 개발  운 원 훈련방법 개발 등에 해 심층 토의하 다. 그리고 LABIHS와 

연계하여 가상 실을 용한 제어실 개발  발 소내의 방사능 조사량을 평가하는 연

구에 해 향후 공동연구의 가능성에 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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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 라질의 인간공학 연구용 시뮬 이터(LABIHS) 

(그림 3-9) 가상 실을 이용한 시뮬 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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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라질원자력산업공사(INB)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2.5.1. 개 요

○ 일  시 : 2008. 1. 24(목) 10:15～15:15

○ 장  소 : 라질 젠데 라질원자력산업공사(INB)

○ 참석자 

   - 한  국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용범 실장 외 5명

   - 라질 : 라질원자력 원회(CNEN) 시모에스 국제 력담당, 

라질원자력산업공사(INB) 알 도 트란잔 필료 부사장 외 31명

○ 회의 일정 

   - 10:15～11:30 라질원자력산업공사(INB) 연구개발 황

   - 11:30～12:00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개발 황

   - 12:00～14:00 핵연료소결체, 핵연료집합체 시설 방문

   - 14:00～15:15 종합 토론

2.5.2. 신형 핵연료 분야 기술 력

 ○ 라질 측 심 분야

이번 라질 방문  우리 표단은 라질원자력연구소(IPEN)와 라질원자력

산업공사(INB)에서 국내 경수로 핵연료기술 분야에 해 발표하 다. 주요 발표 내

용은 지난 10년 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핵연료기술개발부(당시 경수로연료개발부)

에서 원자력연구개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수행하 던 “신형경수로핵연료기술개

발” 과제의 연구 결과로서 내식성이 히 향상된 피복  재료(HANA Alloy), 핵

분열 생성기체  온도의 감이 가능한 큰결정립 소결체, 연료  내마멸성과 유동

혼합 성능을 획기 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격자체, 우수한 측 성능을 갖는 

핵연료 연소성능코드(INFRA)  핵연료집합체 기계 ‧수력  노외성능시험시설  

기술 등의 개발 성과이다.

이와 함께 2007년도부터 원자력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 고연소로 고

성능 핵연료기술개발” 과제 하에 추진 인 “이 냉각 핵연료”가 소개되었다. 여기

서는 핵연료 온도를 감함으로써 기존 원 의 규모 출력 증강이 가능하고 이를 

달성하기 해 기계구조 으로 극복하여야 하는 여러 기술 안에 한 설명이 진행

되었다. 이 냉각 핵연료 기술은 아직 세계 으로 구 되지 않은 최첨단 기술이므로 

라질 측은 우리의 기술수 에 해 매우 놀라는 분 기를 보 으며 이에 한 질

의와 토론이 개되었다. 라질에서 상용 가동되는 2기의 원  형태가 우리나라의 

가압경수로와 같은 노형이므로 경수로 핵연료에 한 심층 토의가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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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라질원자력산업공사(INB)와의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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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라질원자력산업공사(INB)는 웨스 하우스형 16×16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고 이를 우리나라 고리 2호기와 같은 앙그라 1호기 원 에 공 하고 있을 뿐 아

니라 과거 핵연료의 손상에 따른 핵연료 개량 업무을 웨스 하우스사와 한 원자력

연료(주)와 공동으로 수행하 던 경험이 있으므로 우리의 개발기술에 해 깊은 

심을 나타내었다.

 ○ 라질의 기술개발 황

핵연료와 련하여 라질 측은 라질원자력연구소(IPEN)의 연구용 원자로용 

속연료와 라질원자력산업공사(IBN)의 경수로 핵연료의 기술 개발 황과 계획

에 해 발표하 다. 연구용 원자로 IEA-R1은 상 울루 학 내에 있으며 IPEN에

서 운 의 책임 하에 이의 핵연료도 생산하고 있다. 이 연구용 원자로의 핵연료는 

우리나라의 하나로와는 달리 상연료를 사용하는데, 핵연료심재를 알루미늄 재질

의 피폭재  사이에 끼우고 열간  냉간 압연을 통해 두께 1.52mm의 으로 제작

한 후 이와 같은 상 핵연료 18장을 배열하여 하나의 핵연료집합체를 구성한다. 

동 연구용 원자로의 목 은 학생과 원자로 운 원의 교육  동 원소 생산이며, 

우리의 하나로와 같이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 원소의 요구

량이 매년 10% 증가하고 있어 연간 30～50 다발 정도로 핵연료집합체 생산 능력을 

확 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3-11) 라질의 연구용 원자로 IEA-R1용 핵연료집합체

한편, 라질원자력산업공사는 라질에서 가동 인 2기의 가압경수로형 원

에 필요한 핵연료를 생산‧공 하고 있다는 에서 국내 한 원자력연료(주)와 유사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라질 과학기술부 산하의 원자력 원회(CNEN)에 소속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  산 등에 있어서는 독립 으로 운 되는 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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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에서 차이가 있다. 

라질은  세계에 3기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고리 2호기와 같은 웨스 하우

스형 16×16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어 우리의 경수로 핵연료 기술에 하여 심이 

높았다. 특히, 라질원자력산업공사는 라질에서 생산되는 우라늄 원 으로부터 

채굴, 변환, 농축, 재변환  핵연료집합체 조립에 이르기까지 경수로핵연료 생산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에서 경수로 핵연료 련기술의 발  가능성이 

높다. 특히 라질은 핵연료집합체의 구성 부품  상단 고정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한 원자력연료(주)에 수출한 바 있고, 지지격자체는 한 원자력연료(주)로부터 

수입한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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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4차 한‧ 라질 원자력 력 공동세미나 디 리핑  력 분야 확  회의

3.1. 제 1차 소내 디 리핑  력 분야 확  회의 개최

○ 일  자 : 2008. 3. 19(수) 16:30～17:30

○ 장  소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본  2층 계단세미나실

○ 참석자 

   - KAERI : 김경표 과책, 과제참여자 등 24명

   - KNFC : 정일섭 노심설계처장, 구동욱 선임연구원

○ 발표자

   - KAERI : 김경표 과책, 이면주 실장, 용범 실장, 오인석 과책

   - KNFC : 정일섭 처장

○ 주요 토의 결과

   - 한‧ 라질 공동세미나 개최 결과 디 리핑(개최 배경, 목 , 주요 성과 등)

   - 매스미디어 보도 성과 발표

   - 한‧ 라질 원자력 력 분야 추가 발굴

   - 향후 다른 국가와의 공동세미나 개최를 한 경험 공유

(그림 3-12) 제 1차 소내 디 리핑  력 분야 확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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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 2차 소내 디 리핑  력 분야 확  회의 개최

○ 일  자 : 2008. 3. 20(목) 15:00～15:30

○ 장  소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본  2층 계단세미나실

○ 참석자 

   - KAERI : 김경표 과책, 과제참여자 등 20명

   - KNFC : 정일섭 노심설계처장, 구동욱 선임연구원

○ 발표자 : KAERI 김경표 과책, 김형규 실장

○ 주요 토의 결과

   - 한‧ 라질 공동세미나 개최 결과 디 리핑(개최 배경, 목 , 주요 성과 등)

   - 한‧ 라질 원자력 력 분야 추가 발굴

   - 향후 다른 국가와의 공동세미나 개최를 한 경험 공유

(그림 3-13) 제 2차 소내 디 리핑  력 분야 확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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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내 과학기술 연구기   학의 국제 력 문가 회의 개최

○ 일  자 : 2008. 3. 20(목) 16:00～17:40

○ 장  소 : 한국기계연구원(KIMM) 본원 설계지원동 2층 세미나룸

○ 참석자 : 14개 기  17명( 주과학기술원 고등 기술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

학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

국 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 과학

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 주요 토의 결과

   - 한‧ 라질 공동세미나 개최 결과 디 리핑(개최 배경, 목 , 주요 성과 등)

   - 한‧ 라질 원자력 력 분야 추가 발굴( 학  연구기  확 )

   - 향후 다른 국가와의 공동세미나 개최를 한 경험 공유

(그림 3-14) 국내 과학기술 연구기   학의 국제 력 문가 회의 개최



- 56 -

3.4. 제 4차 소내 디 리핑  력 분야 확  회의 개최

○ 일  자 : 2008. 3. 27(목) 16:00～17:00

○ 장  소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본  2층 회의실

○ 참석자 

   - KAERI : 김경표 과책, 과제참여자, 정책연구부  련 부서 등 28명

○ 발표자 : KAERI 송기찬 재순환핵연료기술개발부장, 오인석 과책, 김경표 과책

○ 주요 토의 결과

   - 한‧ 라질 공동세미나 개최 결과 디 리핑(개최 배경, 목 , 주요 성과 등)

   - 한‧ 라질 원자력 력 분야 추가 발굴

   - 향후 다른 국가와의 공동세미나 개최를 한 경험 공유

   - “한‧ 라질 원자력분야 기술 력 구축 과제” 최종보고서(안) 검토

(그림 3-15) 제 4차 소내 디 리핑  력 분야 확  회의 개최



- 57 -

www.kbsnews.com

한국‐브라질, 원자력 협력 강화
[국제] 권순범 기자

입력시간 : 2008.01.22 (10:03)

<앵커 멘트> 우리나라와 남미의 거점 국가인 브라질과의 원자력 협력이 강화
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브라질원자력연구소와 기술 협력과 공동 연구를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권순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브라질원자력연구소와 가진 공동 세미나에서 이
중 냉각 핵연료와 인간공학 시뮬레이터, 원전 계측 제어기술 그리고 핵연료 연
소 성능시험 평가기술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이중 냉각 핵연료는 새로
운 개념의 경수로용 핵연료로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기술 특허도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추진 중인 획기적
인 기술입니다. 

<인터뷰> 움베르토(브라질원자력연구소 자문위원): "한국 측이 소개한 기술은 
매우 혁신적이고 인상적입니다." 

<리포트> 또한 인간공학 시뮬레이터는 지난 2003년 브라질에 28만 달러를 받
고 수출한 기술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술 협력과 공동 연구가 논의됐습니다. 

<인터뷰> 전용범(한국 원자력 연구원 실장): "우리나라의 앞선 원자력 기술이 
브라질을 깃점으로 남미 전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리포트> 브라질은 현재 운용중인 발전용 원자로가 2기에 불과하고 전체 에너
지 중 원자력 비율이 고작 4%에 이르는 원자력 기술 후진국입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원자로 8기를 새로 짓기로 하는 등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
아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 수준이 세계 6위인 한국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자하는 이유도 원자력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는 브라질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권순범입니다.

제 2   매스미디어 보도 성과

1. 한국방송공사(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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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합뉴스, 일간지 등 

2.1. 연합뉴스

원자력硏 라질에 기술수출 타진 

21-24일 라질서 원자력연구 세미나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양명승)은 오는 21-24
일 상파울루 등 브라질 현지에서 `한‧브라질 원자력 연구개발 공동세미나'를 개
최한다고 18일 밝혔다.

IPEN, IEN 등 브라질 국립 원자력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
는 양 국간 상호보완적인 기술협력 분야와 공동 연구방안 등을 찾기 위해 마련
됐다.

원자력연구원은 이 세미나를 통해 ▲이중냉각 핵연료 ▲계측제어 및 인간공학 
연구용 시뮬레이터 ▲핵연료 및 원자력재료 시험기술 ▲전자빔 이용 염색폐수 
처리 등 자체적으로 개발했거나 개발중인 기술을 소개하고 브라질에 수출하는 
방안을 타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가운데 원자력연구원이 개발중인 이중냉각 핵연료는 저온에서도 고출
력을 보이는 신개념 경수로용 핵연료로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브라질에 수출하
는 방안을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03년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간공학 연구용 시뮬레이터(미화 28만달러)'를 브라질 원자력연구소
(IEN)에 수출했었다.

인간공학 연구용 시뮬레이터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정지, 출력조정, 사고시 
대처 등을 컴퓨터 모니터상에서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연구원 관계자는 "브라질측이 인간공학용 시뮬레이터의 효율적 사용과 열수
력 시뮬레이터 개발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핵연료 건전성 및 
연소성능 평가 분야의 기술협력과 수출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브라질은 1982년 상업발전용 원자로를 처음 가동한 이래 지금까지 Angra 
1, 2호기를 운영하고있으며 2030년까지 8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구상하고 있
다.

seokyee@yna.co.kr
기사입력 2008-01-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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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뉴스와이어

원자력(硏), 라질에 선진 원자력 기술 수출 추진   

(대전=뉴스와이어)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양명승)은 한‧브라질 양국 간 기술협
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브라질 원자력 연구개발 공동 세미나’를 1월 
21~24일 나흘간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등 브라질 현지에서 개최한다. 

IPEN, IEN 등 브라질 국립 원자력연구기관과 핵연료제조회사인 INB 등과 공
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기술협력 분야를 도출하
고 향후 공동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동 세미나에서 한국
원자력연구원은 △이중냉각 핵연료 △계측제어 및 인간공학 연구용 시뮬레이터 
△조사후 및 조사재시험시설 등 핵연료 및 원자력재료 시험기술 △전자빔 이용 
염색폐수 처리 등 방사선융합기술 등 자체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기술을 브라
질에 수출하는 방안을 타진할 계획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 중인 ‘이중냉각 핵연료’는 저온에서 고출력을 달성
하여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신개념 경수로용 
핵연료다.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에너지 수급에 큰 
변혁을 가져올 기술로, 이 기술을 브라질 원자력 기관에 소개함으로써 양국 간 
기술 협력을 모색하고 개발 완료된 기술의 수출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0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지원 사업의 일
환으로 발주한 인간공학 연구용 시뮬레이터의 최종 사업추진자로 선정되어 브
라질 원자력연구소(IEN)에 미화 28만 달러에 이를 수출한 바 있다. 브라질 측
은 인간공학용 시뮬레이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실험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
발과 열수력 시뮬레이터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번 방문을 통
해 이 분야의 양국가간 기술협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유일의 원전 연료 종합실증시험 시설인 조사후연료시험시설과 조사재료시
험시설을 보유하고 핵연료 국산 자립화에 기여해온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 브라질 원자력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온 핵연료 건전
성 및 연소성능 평가 분야의 기술협력과 기술수출을 위한 상호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1982년 최초의 상업발전용 원자로를 가동한 이래 현재 Angra 1, 2호
기 등 2개 원자력발전소에서 국가 총 전력 생산의 4퍼센트를 담당하고 있다. 
침체되었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전력 소비량이 급증함에 따
라 브라질 정부는 Angra 3호기 건설을 허가하는 등 2030년까지 약 8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브라질은 한국과 지난 2005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간 기술협력을 늘려가고 있다.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2008년 01월 18일(금)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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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덕넷

원자력연, 라질에 기술수출 추진한다

이 냉각 핵연료 등 독자 개발 기술 타진… 21일 양국공동세미나 개최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양명승)은 ‘한·브라질 원자력 연구개발 공동 세미나'
를 21일부터 4일간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등 브라질 현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브라질 국립 원자력연구기관과 핵연료제조회사인 INB 등이 공
동 개최하며,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기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공동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자력연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중냉각 핵연료 ▲계측제어 및 인간공학 연
구용 시뮬레이터 ▲조사 후 및 조사재시험시설 등 핵연료 및 원자력재료 시험
기술 ▲전자빔 이용 염색 폐수 처리 등 방사선융합기술 등 자체 개발했거나 개
발 중인 기술을 브라질에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개발 중인 ‘이중냉각 핵연료'는 저온에서 고출력을 달성해 기존 원자력발
전소의 경제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신개념 경수로용 핵연료로, 개발 성공
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수급에 큰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자력연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인간공학 연구용 시뮬레이터' 분야의 
기술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라며 "브라질 원자력계가 지속적으
로 관심 가져온 핵연료 건전성 및 연소 성능 평가 분야의 상호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브라질은 2005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을 체
결하고 양국 간 기술협력을 늘려가고 있다.  

<대덕넷 하나영 기자> skdud37@hellodd.com
2008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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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뉴시스

원자력硏, 라질에 선진 원자력 기술 수출 추진   

【대전=뉴시스】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한‧브라질 양국 간 기술협력 방안을 모색하
기 위한 ‘한‧브라질 원자력 연구개발 공동 세미나'를 오는 21일부터 4일간 상
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등 브라질 현지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IPEN, IEN 등 브라질 국립 원자력연구기관과 핵연료제조회사인 
INB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기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공동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이중냉각 핵연료 ▲계측제어 및 인간공
학 연구용 시뮬레이터 ▲조사후 및 조사재시험시설 등 핵연료 및 원자력재료 
시험기술 ▲전자빔 이용 염색폐수 처리 등 방사선융합기술 등 자체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기술을 브라질에 수출하는 방안을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 중인 이중냉각 핵연료는 저온에서 고출력을 달성해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신개념 경수로용 핵연료
로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에너지 수급에 큰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브라질 원자력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온 핵연료 건전성 및 연소성능 평가 분야의 기술협력과 기술수출을 위한 
상호 협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브라질은 1982년 최초의 상업발전용 원자로를 가동한 이래 현재 Angra 1, 2호
기 등 2개 원자력발전소에서 국가 총 전력 생산의 4퍼센트를 담당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전력 소비량이 급증함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Angra 3호기 건설
을 허가하는 등 2030년까지 약 8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은 한국과 2005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을 체
결하고 양국 간 기술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박재용기자 ppjayo@newsis.com
2008년 01월 18일(금) 오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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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보

기술 력 방안 모색 한‧ 라질 세미나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양명승)이 한국과 브라질 양국 간 기술협력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한‧브라질 원자력 연구개발 공동 세미나’를 21일부터 24일까지 4
일 동안 브라질 상파울루 등 현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IPEN, IEN 등 브라질 국립 원자력연구기관과 핵연료제조회사인 INB 등과 공
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양국 간 상호 보완적인 기술협력과 향후 공동 
연구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동 세미나에서 원자력연구원 측은 ▲이중냉각 핵연료 ▲계측제어 및 인
간공학 연구용 시뮬레이터 인간공학 연구용 시뮬레이터 ▲조사 후 및 조사 재
시험 시설 등 핵연료 및 원자력재료 시험기술 등 방사선 융합기술 등 자체 개
발했거나 개발 중인 기술을 브라질에 수출하는 방안 등을 타진한다.

원자력연구원 측이 개발 중인 ‘이중냉각 핵연료’는 저온에서 고출력을 달성
해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신개념 경수로용 핵
연료다.

한편 연구원 측은 우리나라의 핵 비확산 신뢰도 및 핵 투명성 증진 및 이행방
안 도출 등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와 핵비확산 워크숍’을 오는 21일 오후 2
시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서울 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재필 기자>
2008년 01월 18일(금) 오후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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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  1월 18일 매 수 총 2 매

문의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 국제 략

김경표 책임연구원  042-868-2741, 

홍보 장 서민원  042-868-8232, 

1월 19일(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원자력연구원 보도자료

원자력(硏), 브라질에 선진 원자력 기술 수출 추진

- 1월 21~24일 상 울루 등 지에서 원자력 연구개발 세미나 개최 -

- 이 냉각 핵연료, 핵연료 성능평가 등 독자 개발 기술수출 타진  -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양명승)은 한‧브라질 양국 간 기술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한 ‘한‧브라질 원자력 연구개발 공동 세미나’를 1월 21~24일 나흘간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등 브라질 현지에서 개최한다.

IPEN, IEN 등 브라질 국립 원자력연구기관과 핵연료제조회사인 INB 등과 공동으
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기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공동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동 세미나에서 한국원자력연구
원은 △이중냉각 핵연료 △계측제어 및 인간공학 연구용 시뮬레이터21) △조사후 및
조사재시험시설 등 핵연료 및 원자력재료 시험기술 △전자빔 이용 염색폐수 처리
등 방사선융합기술 등 자체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기술을 브라질에 수출하는 방안
을 타진할 계획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 중인 ‘이중냉각 핵연료’는 저온에서 고출력을 달성하여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신개념 경수로용 핵연료다.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에너지 수급에 큰 변혁을 가져올
기술로, 이 기술을 브라질 원자력 기관에 소개함으로써 양국 간 기술 협력을 모색
하고 개발 완료된 기술의 수출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0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지원 사업의 일환으
로 발주한 인간공학 연구용 시뮬레이터의 최종 사업추진자로 선정되어 브라질 원자
력연구소(IEN)에 미화 28만 달러에 이를 수출한 바 있다. 브라질 측은 인간공학용

21) 인간공학 연구용 시뮬 이터: 원자력발 소의 가동, 정지, 출력 조정, 운   특정한 사고에 한 한 조

치를 컴퓨터 모니터상에서 직  감시‧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 원 의 운 상황을 재 함으로써 원 시스템과

인간과의 연계 연구에 활용되며 원 계통의 분석, 이해에 도움을  수 있어 원자력발 소 교육용으로도 활용된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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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실험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과 열수력 시뮬레
이터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번 방문을 통해 이 분야의 양국가간 
기술협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유일의 원전 연료 종합실증시험 시설인 조사후연료시험시설과 조사재료시험시
설을 보유하고 핵연료 국산 자립화에 기여해온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또한 이번 세미
나에서 브라질 원자력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온 핵연료 건전성 및 연소성능 
평가 분야의 기술협력과 기술수출을 위한 상호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1982년 최초의 상업발전용 원자로를 가동한 이래 현재 Angra 1, 2호기 
등 2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국가 총 전력 생산의 4퍼센트를 담당하고 있다. 침체되
었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전력 소비량이 급증함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Angra 3호기 건설을 허가하는 등 2030년까지 약 8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브라질은 한국과 지난 2005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을 체결
하고 양국 간 기술협력을 늘려가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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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a de Delegação Coreana técnica às instalações da 
Fábrica de Combustível Nuclear - FCN

Resende, 24 de janeiro de 2008.

4. 라질원자력산업공사(INB) 뉴스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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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원자력분야 인  네트워크 구축

본 과제 수행 기간  원자력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해 5차례의 기술 력 회

의와 4차례의 라질 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 다. 이를 통해 양국의 공통 심 

분야를 도출하 으며, (그림 3-16)과 같이 각 분야별 양국의 원자력 련 정부 부처, 

학, 연구기   산업체 각각의 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 다. 향후 기술 력 가

능 분야로는 신형 핵연료, 연구용 원자로, 조사후시험, 방사성폐기물 처리, 붕소 성

자포획치료, 방사성의약품, 방사선 응용(환경, 공업), 연료 지, 계측제어  인간공

학, 방사선방호, 원자력안 , 인허가, 핵연료 설계‧제조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분야의 기술 력은 양국 원자력 주무부처의 지원과 IAEA의 기술 력사업

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IAEA 기술 력사업 한국담당 과 라질담

당 과의 력 체계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희 , 서울 , 제주
조선 , KAIST, 한양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분소 포함)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한국 력공사 력연구원

한 원자력연료주식회사

상 울로 학교
리우데자네이로 학

라질원자력 원회
(CNEN)

라질방사선선량측정 
연구소(IRD)

라질원자력연구소
(IPEN)

라질원자력기술연구소
(IEN)

라질원자력산업공사
(INB)

(그림 3-16) 한‧ 라질 원자력분야 력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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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분야 한   국   라  질

국제 력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 력과

KAERI 
국제 략

◦ Marco Antonio Saraiva Marzo, Int'l 

Cooperation, CNEN

◦ Viviane Simões, International Relations, 

CNEN

◦ Claudia Souza, Public Relations, CNEN

◦ Márcia Orrico Pupak, Human Resources 

and Int'l Cooperation, IPEN

KAERI/ 
IPEN 

연구개발총

KAERI 
선임본부장 ◦ José A. Diaz Dieguez, Chief Officer, IPEN

신형 핵연료

KAERI 
선진핵연료기술

개발부 

김형규 실장

◦ Elita Urano, Nuclear Fuel Center, IPEN

◦ Humberto Riella, Nuclear Fuel Center, 

IPEN

◦ Michelangelo Durazzo, Nuclear Fuel 

Center, IPEN

◦ Adonis Saliba, Nuclear Fuel Center, IPEN

연구용 
원자로

KAERI 임인철 
하나로운 부장

◦ Rajendra N. Saxena, Research Reactor 

Center, IPEN

◦ Roberto Frajndlich, Research Reactor 

Center, IPEN

조사후시험
KAERI 

조사시험부 
용범 실장

◦ Antonio Teixeira E. Silva, Nuclear 

Engineering Center, IPEN

방사성 
폐기물 처리

KAERI 
조사시험부 
손종식 실장

◦ Julio Marumo, Radioactive Waste 

Laboratory, IPEN

◦ Dr Ademar José Potiens Jr, Radioactive 

Waste Laboratory, IPEN     

◦ Dr Goro Hiromoto, Radioactive Waste 

Laboratory, IPEN  

◦ Dr José Claudio Dellamano, Radioactive 

Waste Laboratory, IPEN

◦ Roberto Vicente, Radioactive Waste 

Laboratory, IPEN

붕소 성자포
획암치료

한양 학교 
원자력공학과 
김종경 교수

◦ Maria Elisa C. M. Rostelato, 

Brachytheraphy Sources Lab., IPEN

방사성 
의약품

KAERI 
동 원소이용기술
개발부 홍 돈 
선임연구원

◦ Jair Mengatti, Radiophamaceuticals, IPEN

<표 3-1> 한‧ 라질 원자력분야 력 기   문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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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분야 한   국   라  질

방사선 
응용(환경)

정읍방사선 
과학연구소 
이면주 실장

◦ Wison Aparecido Parejo Calvo, Radiation 

Technology Center, IPEN

◦ Leonardo G. de A. E Silva, Radiation 

Technology Center, IPEN

방사선 
응용(공업)

정읍방사선 
과학연구소 
노 창 부장

◦ Ademar Benévolo Lugão, Polymers 

Processing,  IPEN

계측제어  
인간공학

KAERI 
계측제어‧ 

인간공학연구부 
오인석 실장

◦ Mauro Vitor de Oliveira, Instrumentation 

& Human Reliability Division(DICH), IEN

◦ Paulo Victor Rodrigues de Carvalho, 

Instrumentation & Human Reliability 
Division(DICH), IEN

방사선방호, 
원자력안 KINS 

◦ Laercio Antonio Vinhas,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Directorate, 
CNEN

인허가 KINS
◦ Reactor Coordination (Nuclear Reactors 

Licensing), CNEN

핵연료 
설계‧제조

KNFC 
핵연료설계처 
김용환 실장

KAERI 
선진핵연료 
기술개발부 
김형규 실장

◦ Samuel Fayad Filho, Nuclear Fuel 

Production(DPN), INB

◦ José Augusto de Castro Meirelles, 

Technology and Innovation, DPN, INB

◦ Renato Vieira da Costa, Fuel Engineering 

Manager, INB

◦ Arlindo Coelho Fragoso Junior, Nuclear 

Fuel Production, INB

◦ Carlos Frederico Mattos Schettino, Nuclear 

Fuel Production, INB

◦ Guiherme Simões França, Indústrias 

Nucleares do Brasil(INB)

연료 지 KEPRI 임희천 
신에 지그룹장 ◦ Marcelo Linardi, Fuel Cell Program, I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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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원자력 기술 력 가능 분야 도출

1. 방사선 응용 기술

라질 측은 우리 측이 발표한 방사선 응용 기술  염색폐수 처리기술 개발 

분야의 력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개발에 성공한 기술 분야에 한 교육 

훈련이나 기반 기술 이  는 주요 기술의 습득을 원하고 있는 바, 향후 공동연구

의 형태보다는 기업을 통한 기술이 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

다. 

한편, 오일함유 폐수 처리와 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도되지 않은 분

야이고, 한 오일의 종류도 바이오 오일을 비롯한 기존의 원유로부터 생산되는 오

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해서는 공동 연구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원자력 국제 력기반 구축 로그램 등의 일환으로 사 에 충분한 의를 

통하여 양국의 산업체와 연구소간의 력 체계를 확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조사후 시험  방사성폐기물 처리 기술

양국의 기술 력 가능 분야로서 원 연료 조사후시험  조사재료 시험 기술은 

향후 수년에서 10년 정도의 장기 인 안목에서 지속 인 양국 간의 심사를 높

여나갈 필요가 있다. 라질은 재 일부 원자력 련 분야에서 상당한 수 의 능

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가동원 의 일정 규모 이상 확보 등의 여건만 성숙되

면 짧은 시간 내에 상당한 기술 수 을 이루어 갈 인  인 라를 갖출 것으로 망

한다. 

따라서 우리의 강 인 시스템 설계를 기반으로 한 조사 성능 시험 핫셀 등의 

설계, 건조 능력, 그리고 실제 인 조사후시험 실증 데이터베이스를 토 로 하는 분

석‧평가 능력 등 종합 인 원 연료 건 성 평가 시험 시설  기술 개발 분야에 

있어서 라질 진출 가능성은 매우 밝다고 본다. 

방사성폐기물 처리  처분 분야에 있어서도 재 주요한 연구  시설이 소규

모이기는 하지만 지속 으로 수행하고 있는 라질의 실을 감안할 때 폐기물 처

리, 처분, 리, 시험, 평가  최종 장으로 연계되는 종합 이고 체계 인 시스템 

형태의 기술 력이 주효할 것으로 단된다. 

한 경 수로 연계(DUPIC) 핵연료주기 분야는 한국, 라질, 아르헨티나 3개

국을 주축으로 하여 향후 남미 역에 한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 진출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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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측제어  인간공학 기술

라질은 원자력 원회(CNEN) 산하에 분야별로 여러 연구기 을 두고 있다. 

라질원자력기술연구소(IEN)은 원자력 안   계측제어 인간공학 분야를 주로 연

구하는 연구소로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공 한 인간공학 연구용 시뮬 이터를 응용

하여 소규모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 라질에서 가동 인 원 의 

수가 단 2기뿐이므로 아직까지는 본격 으로 원  계측제어 시스템의 개발이나 계

측제어 분야에 많은 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자체 인간공학 실험실을 

구축하고 있는 바, 이의 실험 평가시스템 개발에 많은 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CRT 기반의 첨단제어실 평가를 한 인간공학 평가 시스템

을 신고리 3, 4호기의 제어실 평가를 해 개발한 바, 향후  라질 원자력 기술 

수출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하여 2003년도와 같이 IAEA의 기술 력 로그램 하

에서 라질이 이의 개발을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지속

인 기술 력을 추진해 나간다면 라질을 시한 남미 역에 진 으로 수출을 

확 할 수 있을 것으로 망한다.  

4. 신형 핵연료 기술

라질의 가압 경수로형 원자력발 소에서 핵연료의  손상이 발생한 

이 있으며 이에 한 원인규명  처를 해 구 SIEMENS/KWU사( 재 

AREVA)  웨스 하우스사와 기술 력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라질에서 가동 

인 원 의 수가 재 단 2기로서 이러한 손상에 한 연구를 자체 으로 심도있게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이에 한 라질 측 기술자들과의 토의에서 

원자력발 소의 안정 인 운 을 해서는 핵연료 손상에 한 분석  개선 능력

의 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원자력연구개발 장기계획사업을 통해 이와 같은 핵연

료 손상을 방지하기 해 θ형 지지격자 스 링과 하이 리드 혼합날개 등의 하드

웨어와  마멸시험기  분석기술 등 소 트웨어를 개발한 바 있다. 이에 

해 라질 측은 좀 더 심도 있는 기술 의의 기회를 갖기를 희망하면서 2008년 10

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경수로연료성능학회(LWR Fuel Performance Meeting)에 참

가할 계획을 밝힌 바, 이때 보다 심층 토의의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망한다.

이번 라질 방문에서 우리가 세계 최 로 개발 인 이 냉각 핵연료 기술을 

소개함으로써 기존에 개발한 우리의 경수로 핵연료 기술 능력을 확신시킬 수 있었

다. 한 양국의 핵연료 문가 간의 토의 시 라질의 수 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의 경수로 핵연료 기술 력 상국으로서 충분하다고 단한다. 그 이유로서 라

질이 과거에 구축한 원자력 련 인 라의 규모와 인  자원의 우수성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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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연료 부품의 교차 공

2002년 1월 신형 16×16 차세  핵연료집합체 공동 개발을 한 계약을 체결하

고, 2002년부터 2003년 말까지 INB와 KNFC는 미국 피츠버그와 콜롬비아 소재 웨

스 하우스에서 핵연료 공동 설계를 추진하 다. 시범집합체 개발을 해 INB와 

KNFC는 각각 노즐과 지지격자의 제작을 담당하 고, KNFC는 이를 노내에 장 하

여 연소 이며, INB는 2008년에 노내 장 을 계획하고 있다.

2004년 9월에 체결된 기술정보교환 약에 의거하여 2005년 8월에 개최된 제 1

차 회의를 시작으로 양국은 번갈아 가며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시설을 방문하고 있

다. 특히 KNFC는 2005년 말부터 2006년 까지 INB가 설계한 핵연료  압축스

링을 생산하여 이를 시험하고 공 하 다. 

2006년 6월에 핵연료 부품의 교차 공 을 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06년 

말에 양 기 의 제조공장에서 공정품질 시험을 완료하 고, 2007년부터 3년 간에 

걸쳐 INB는 KNFC에 3개의 노즐을 공 하고, KNFC는 INB에 3개의 지지격자를 공

할 정이다. 향후 다른 원자로 설계에 한 핵연료집합체 부품의 교차 공 을 

해 조사후시험, 조사후연료 검사  수리, 핵연료 서비스 등의 분야에 기술 력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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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1   목표달성도에 한 평가

본 연구는 한‧ 라질 양국 간 과학기술, 특히 원자력분야의 기술 력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양국 간 기술 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 으로 활용

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세부 목표로 수행한다.

첫째, 한‧ 라질 양국 간 원자력 분야 기술 력에 한 사  조사 작업의 일환

으로 라질의 원자력 기술에 한 황 악과 주요 기 의 실태조사를 20%의 가

치로 수행한다.

둘째, 원자력 분야 문가로 구성된 공동 세미나 개최 성과  련 기 의 참

여도를 평가하며 그 가 치는 40%로 한다.

셋째, 한‧ 라질 공동 의체를 통한 양국 간 인  네트워크 구축, 상호 보완

인 기술 력 분야 도출  공동연구 분야 발굴을 평가하며, 이에 한 가 치는 

40%로 한다.

상기 세부 연구목표별 추진 실 과 이의 달성도는 <표 4-1>과 같다.

<표 4-1> 연구의 목표달성도 평가

세부연구목표
평가의 착안  

 척도
추 진  실 달성도

라질의 
원자력 

연구개발 
황  주요 
기  조사

기술 황 
조사분석 내용 

○ 라질의 경제, 에 지‧자원 황 실
태 조사  한‧ 라질 력 황 분석

○ 라질의 원자력 이용개발(원자력개
발 동향, 원자력발 , 핵연료주기, 원
자력 련 기 )  한‧ 라질 원자
력 력 황 분석

100%

원자력 분야 
기술 력 

공동세미나‧ 
워크샵 개최

공동 세미나 
개최 성과  

련 기  
참여도

○ 원자력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한 기
술 력 회의 개최(5회)

○ 라질 지 공동 세미나 개최(4회)

○ 공동세미나 디 리핑  력 분야 
확  회의 개최(4회)

100%

원자력 분야 
기술 력 
네트워크 

구축

양국 간 인  
네트워크 구축, 
상호 보완 인 
기술 력 분야 

도출

○ 원자력 분야 기술 력 가능 5개 분야 
도출 : 방사선 응용, 조사후시험, 방사
성폐기물 처리, 계측제어  인간공
학, 신형 핵연료, 핵연료 부품 교차 
공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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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련 분야에의 기여도

인구 1억 8천만 명, 면 이 한반도의 37배, 막 한 천연자원 보유국인 라질은 

농업생명공학, 우주항공, 정보통신, 원자력 분야 등 세계 선진국의 과학기술 교류 

주요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다. 천연자원 부국인 라질과 긴 한 력 계를 유지

하는 것은 경제개발 비용의 감, 경제 인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최근 양국 정상의 교차 방문을 통해 양국의 력이 강화되고 있는 시 에서 그

간 미진했던 원자력 분야의 기술 력을 증진하기 해 력 창구를 지정‧운 하는 

것은 매우 시의 하다고 단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양국의 강 기술 분야를 심으로 양국 간 기술 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망한다. 특히 상호 강  기술 분야를 흡수할 수 있는 기

반을 구축함으로써 선진국의 기술보호 장벽을 극복할 수 있으며, 기술 력선의 다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망한다. 한 라질과의 원자력 분야 기술 력 네트워

크는 향후 각 분야별 상호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체가 라질은 물론, 이를 거 으로 남미 역에 

원자력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평가하며, 양국 간의 공동 세미

나 개최  기술 력 창구 운  등 지속 인 기술 력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미래 

지향 인 과학기술 발 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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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본 연구를 통하여 양국이 공통으로 심을 갖고 있는 원자력 분야가 도출되었

다. 이 에서 방사선 기술 응용, 조사후시험, 방사성폐기물 처리, 계측제어  인간

공학, 신형 핵연료 등의 분야는 구체 으로 토의되어 다양한 력 방안이 제시되었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한‧ 라질 원자력 력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데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 기술 력 담창구 운 을 

통해 지속 인 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장기 이고 안정 인 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정례 인 공동 세미나의 개최를 통해 

상호 보완  강  분야를 악함으로써 향후 략  기술 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

으로 망한다.

최근 양국이 국가 차원에서 원자력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바, 본 연

구에서 도출된 력 가능 분야를 심으로 상호 인력 교류를 확 하고 시설 공동 

활용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상호 호혜 인 기술 력의 극 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국내 여건 상 연구개발의 수행이 어려운 분야에 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상호보완 인 기술 력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단한다.

본 과제 수행을 통해 양국 간 인력 교류가 격히 확 되었으며 양국은 기술

력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면서 우호 인 기술 력의 여건을 조성한 바, 우리나라

가 주력하고 있는 원자력기술의 상국으로 라질은 물론, 남미 역에 수출하기 

하여 그 거 을 마련하 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세부 분야 별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사선 응용 기술  염색폐수 처리기술 분야에 한 교육 훈련이나 기

반 기술 이 을 해 향후 기업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오일함유 폐수 처리 분야에 

있어서 공동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양국의 산업체와 연구소간의 력 체계를 확 해 

나갈 수 있다. 

둘째, 조사후 시험에 있어서 시스템 설계를 기반으로 한 조사 성능 시험 핫셀 

등의 설계, 건조 기술, 그리고 조사후시험 실증 데이터베이스를 토 로 한 핵연료 

건 성 평가 시험 시설  기술을 라질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셋째, 방사성폐기물 분야에 있어서도 처리, 처분, 리, 시험, 평가  최종 

장으로 연계되는 종합 이고 체계 인 시스템 형태의 기술 력을 증진할 수 있으

며, 한 경 수로 연계(DUPIC) 핵연료주기 분야는 한국, 라질, 아르헨티나 3개

국을 주축으로 하여 향후 남미 역에 한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 진출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단한다. 

넷째, 계측제어  인간공학 기술 분야와 련하여 최근 우리나라가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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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T 기반의 첨단제어실 평가를 한 인간공학 평가 시스템을 IAEA의 기술 력

로그램 하에서 라질에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진 으로 수출을 확 할 수 있을 

것으로 망한다.  

다섯째, 신형 핵연료 기술 분야의 심도 있는 기술 의를 해 라질 측이 

2008년 10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경수로연료성능학회(LWR Fuel Performance 

Meeting)에 참가할 정인 바, 이를 통해 양 기 간 워크샵이 추진될 계획이다. 

본 연구과제는 1단계로 종료되는 바, 향후 과학기술국제화사업 하에 후속 단계

의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서 도출된 기술 력 분야에 한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실질 인 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구축된 분야별 

문가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인 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도출된 기술 력 분야는 향후 양국 간 원자력공동 원회가 

설치될 경우 이의 기술 력 의제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한다. 이러한 경우 

원자력국제 력기반조성사업 하에 2단계로서 력 창구 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77 -

제 6 장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

제 1  라질의 주요 원자력 연구시설

1. IEA-R1 연구용원자로

1957년 9월 16일에 임계에 도달한 IEA-R1은 MTR형 연료를 사용하는 풀 형태

의 연구용원자로이며, 경수를 냉각  감속재로 사용하고 베릴륨(Berylium)과 흑연

(Graphite)를 반사체(reflector)로 이용한다. 최 의 원자로는 26개의 표  핵연료다

발과 4개의 제어 을 가진 6☓5 격자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후에 20개의 핵

연료다발과 4개의 제어 을 가지며 심부에 특수 목 의 조사 장치가 설치된 5☓5 

격자 형태로 변환되었다. 이 원자로는 1995년까지는 주 5일, 하루에 8시간씩 2MW

의 출력으로 운 되었다. 1995년 이후에는 방사성동 원소의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

기 해 주 64시간씩 연속으로 운 되었으며, 1997년에는 출력이 5MW로 증강되었

다. 

재 IEA-R1 연구용 원자로는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19.75%인 농축 우라늄

(Low Enriched Uranium, LEU)을 이용하고 있다. 라질원자력연구소는 1988년부

터 1996년까지 1.9 gU/cm3의 도, 1996년부터 1999년까지 2.3 gU/cm3의 도를 

가진 U3O8-Al 형태의 핵연료를 제작하여 사용하 으며, 1999년 이후에는 3.0 

gU/cm
3
의 도를 가진 U3Si2-Al 형태의 핵연료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재 

라질원자력연구소가 으로 수행하고 있는 핵연료 련 연구는 ⅰ) 3.2 

gU/cm3의 우라늄 도를 가진 U3O8-Al과 4.8 gU/cm
3
의 우라늄 도를 가진 

U3Si2-Al 형태의 핵연료 개발, ⅱ) U-10Mo-Al 핵연료에 한 기술규격과 공정 개발 

등이다. 이를 해 소형 시험핵연료(miniplate)를 조사하는 장치를 개발하 으며, 

IEA-R1 노심에서 10개의 U3O8-Al과 U3Si2-Al 시험핵연료를 조사시킬 수 있다. 핵연

료 조사 시험을 해 4.8 U/cm
3
의 우라늄 도를 가진 10개의 U3Si2-Al  핵연료와 

3.2 gU/cm3의 우라늄 도를 가진 12개의 U3O8-Al 핵연료를 이미 제작하 다. 

2007년에는 열교환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 다. IEA-R1 원자로에는 사용후핵연

료를 장하는 장랙(storage rack)이 원자로 수조에 있다. 이것은 156개의 사용후

핵연료를 장할 수 있는데, 1999년에 127개의 사용후핵연료를 미국에 보내어 비웠

다. 2007년에 33개의 사용후핵연료를 추가로 미국에 보냈으며, 재는 16개의 사용

후핵연료가 채워져 있고, 노심에서 사용 인 24개 핵연료집합체를 비상시에 인출

하여 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라질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기술개발센터(CDTN, 벨로 호리존테 소재)과 함

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남미지역 력사업인 “남미 연구로 사용후핵연료 리

로젝트(Research Reactor Spent Fuel Management Options in Latin Americ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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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 있다. 이 로젝트를 통하여 IEA-R1 원자로의 사용후핵연료 간 장을 

한 이  운반용기의 시제품을 이미 제작하 으며, 2008년에 품질 검사를 할 것이

다. 

(그림 6-1) 라질의 IEA-R1 연구용원자로

2. IPEN/MB-01 연구용원자로

IPEN/MB-01은 라질에서 가장 최근에 건설된 연구용원자로이며 1988년에 최

로 임계에 도달하 고 라질원자력 원회와 라질 해군의 공동 로젝트로 추진

되었다. 정격 출력이 100W인 임계시험 장치로서 소형 가압경수로의 노물리 연구를 

해 이용되고 있다. 

원자로심은 내부에 UO2 펠렛을 가진 스테인 스 스틸  680개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의 지름은 9.8 mm, 길이는 1,194 mm이다. 핵연료 은 4.3 %의 농축도를 

가진 UO2 펠렛으로 채워져 있으며 유효 길이는 546 mm이다. 28×26개의 구멍을 

가진 격자 에 핵연료 을 수동으로 장 하여 원하는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제

어  안  다발은 모두 48개의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개의 다발에는 12개

의 이 있다. 

IPEN/MB-01 연구용원자로는 3,500개의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장할 수 있는

데, 재 680개가 채워져 있으므로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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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  량 주요 동 원소 Total Activity(Bq)

Compactible 797 (200 L drums)
137

Cs, 
90

Sr, 
60

Co, 
232Th, 238U, 239Pu 6.4E+11

Non-compactible 445 (200 L drums)
53 (1.6 m3 box)

137
Cs, 

90
Sr, 

60
Co, 

232Th, 238U, 239Pu 2.4E+11

Sludges 60 (200 L drums)
137

Cs, 
90

Sr, 
60

Co, 
232Th, 238U 2.6E+09

Biological waste 53 (kg)
3
H, 

14
C 1.5E+08

Liquids 810 (L)
239

Pu, 
137

Cs, 
3
H -

Sealed sources 129 sources
7,537 sources

226
Ra-Be, 

241
Am-Be, 

60Co, 137Cs, 226Ra,
1.2E+13
2.2E+14

Lightning rods 15,602 pieces
226

Ra, 
241

Am 1.5E+12

Smoke detectors 22,006 pieces
241

Am 7.3E+08

3. 방사성폐기물 리

라질원자력연구소의 방사성폐기물랩(Radioactive Waste Laboratory, LRR)은 

라질 국내의 방사성동 원소 사용으로 생기는 방사성폐기물을 리하는 라질원

자력 원회22) 산하 기   가장 크다. 한 LRR은 라질원자력연구소의 시설에

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도 리하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958년 1월부터 IEA-R1 연구용원자로는 방사성동 원소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기 시작하 다. 1980년에 LRR은 방사성폐기물 리 략을 

“소내 처분”에서 “감용  간 장”으로 변경하 으며, 이에 따라 재의 시설들

을 건설하기 시작하 다. LRR은 방사성폐기물 장을 해 2개의 장고를 건설하

으며 최근에는 폐기물 처분과 실험실 작업을 해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 다. 

LRR에 장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표 6-1>에 요약된 바와 같다. 

<표 6-1> 라질원자력연구소의 방사성폐기물 황

재 라질원자력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과 련된 연구개발은 

ⅰ) 방사성폐기물 처리 기술 : 유기 액체 폐기물의 생물학  퇴화 (Biodegradation), 

Saccharomyces를 이용한 액체 폐기물의 처리, ⅱ) 폐기 방사선원의 처분 : 지하 

22) 라질원자력 원회는 1989년에 발효된 라질 연방법 7781에 의해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고 폐기하는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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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공 개념 개발, 시멘트 물질의 내구성 평가, ⅲ) 환경 해도 리 : 해도 인

식, 해도 리를 한 의사결정 소 트웨어, ⅳ) 방사성폐기물의 간 장 최

화, ⅴ) 감마 스캐닝과 인공신경 네트워크를 이용한 폐기물 드럼의 특성 악, ⅵ) 

원  방사성폐기물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동 원소를 평가하기 한 계산  해석 

방법론 개발, ⅶ) 액체  슬러지 폐기물 고화를 한 200 리터 드럼 시멘트 고화 

설비와 새로운 간 장 시설의 설계‧건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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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한‧ 라질 력 가능 분야의  추진 과제

1. 방사선  동 원소 응용

1972년 라질 정부가 라질원자력연구소에 설립한 방사선기술센터는 방사선 

 동 원소를 산업, 보건, 농업, 환경 분야에 용하기 해 련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보 하고 있으며, 국내외 많은 연구기 과 학과 함께 트 쉽을 강화하고 

있다.

이 분야에 있어서 한‧ 라질 간 력이 가능한 세부 과제를 선정하기 해 재 

라질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 내용을 살펴 보면, ⅰ) 식품‧농업 제품의 살

균  장, ⅱ) 조사 식품의 검지, ⅲ) 감마선 조사 장치의 설계, 제작, 활용  

자빔가속기의 활용, ⅳ) Ir-192, I-125 등과 같은 방사선원의 개발, 생산, 분배, ⅴ) , 

피부 세포의 방사선 멸균, ⅵ) 병원 폐기물, 하수, 슬러지, 산업폐수 처리, ⅶ) 선

원 생산, 산업용 감마그라피의 방사선발생장치 조사, 공정 조 , ⅷ) 고분자물질의 개

발, 처리  기능화, ⅸ) 천연고무의 방사선조사, 합성  가교, ⅹ) 산업 공정용 고

 선량 측정, ⅺ) 방사선감지기, 센서, 원자력 제어시스템, ⅻ) 산업공정 제어를 

한 추 자 용, ⅹⅲ ) 의료기, 수술, 생물학  제품 들에 한 방사선 멸균, ⅹⅳ ) 

보석의 방사선조사  향 분석, ⅹⅴ) 책, 술품의 보 , ⅹⅵ ) 유기물질에 한 특

성화  분석, ⅹⅶ ) 감마선  자선 조사 서비스, ⅹⅷ ) 자동차, 자제품  화학

공장용 기 선, 비 , 반도체 등에 한 방사선조사 등을 들 수 있다.

2. 방사성동 원소의 의학  이용

방사성동 원소의 의학  이용은 원자력의 요한 이용 분야의 하나로 인식되

고 있다. 라질원자력연구소는 방사성동 원소의 핵의학  이용을 증진하기 하

여 1950년  후반부터 방사성동 원소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하기 시작하 다. 정

부 정책에 따라 라질에서의 동 원소 생산은 매우 짧은 반감기를 갖는 핵종을 제

외하고는 라질원자력 원회 산하 기 인 라질원자력연구소만이 생산하고 있으

며, 재 라질 국내 수요의 약 98% 이상을 공 하고 있다.

재 36종의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라질원자력연구소는 생산, 품질

리, 품질보증, 연구개발, 기반시설 운  등의 역할을 하는 4개의 담 부서를 두

고 있으며 각 부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생산부는 방사성동 원소의 동 원소의 

생산, 표지화합물 제조  진단용의약품으로 사용되는 
99m

Tc 표지용 동결 건조제를 

제조하고 있다. 품질 리부는 방사성의약품 생산을 한 원료 물질과 최종 제품에 

한 품질평가를 수행하며, 품질보증부는 주사용 방사성의약품의 제조품질 리기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수를 한 제반 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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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개발부는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진단과 치료를 확 하기 하여 주요 동

원소를 생산하고 신규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7년에 달성한 주요 연구개발 성과로는 ⅰ) 암의 진단에 필요한 18F-FDG의 

생산  분배 확 , ⅱ) 신경세포종의 치료에 용 가능한 신규 방사성의약품인 
177

Lu-DOTA-Octereotide와 방사성활막 제술23)에 사용가능한 
90

Y-Hydroxiapatate를 

개발하여 이를 공 한 것을 들 수 있다. 재 라질의 방사성동 원소의 수요량은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까지 라질원자력연구소가 생산‧

공 한 제품을 이용하여 진단  치료를 수행한 횟수는 3백만 건 이상이며 앞으로

도 그 수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라질 측이 방사성의약품의 생산과 련하여 력을 희망하는 세부 분야는 ⅰ) 

GMP 요건에 부합하는 핫셀의 설치, ⅱ) 싸이클로트론  원자로 이용 방사성의약품 

생산 핫셀의 공정 자동화, ⅲ) 생리활성 물질을 이용한 진단(PET, SPECT)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의 개발 등이므로 방사성 동 원소의 의학  이용 분야에 있어서 향후 

한‧ 라질 력은 이를  추진하여 효과 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계측제어  인간공학

라질원자력기술연구소(IEN)의 인간공학신뢰성연구랩은 재 Human-System 

Interface 실험실(LABIHS)과 가상 실실험실(LABRV)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LABIHS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 력 로그램 하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02년에 

개발하여 2003년 2월에 수출한 시뮬 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실험실이다. 

LABIHS에 설치된 시뮬 이터는 고리 3, 4호기의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재 라질의 앙그라 원  1호기(웨스 하우스 타입)와 같은 타입이다. LABIHS에 

설치된 시뮬 이터와 라질의 앙그라 원  1, 2호기를 비교하면 <표 6-2>와 같다.

LABIHS에 설치된 시뮬 이터의 특성은 ⅰ) Reference plant : W/H 3 loop 

PWR 993MW, Kori Unit 3&4 (P&ID, Logic Diagram, Set point), ⅱ) Neutron flux

의 계산을 해 25 axial nodes 고려, ⅲ) 3 delayed neutron groups, ⅳ) 3 space 

independent sources를 가지고 Decay Heat 계산, ⅴ) Simplified simulation : 

Reactor core, Reactor coolant system, Pressurizer system,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Containment system, Instrument air system, Component cooling system, 

Protection system, Annunciator alarm system 등을 들 수 있다. LABIHS의 블록 다

이아그램은 (그림 6-2)와 같다.

23) 염 치료  하나로서 우병성 염의 경우 수술이 어려우므로 방사성의약품이 유용한 치료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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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앙그라 1호기
LABIHS 

(고리 3, 4호기)
앙그라 2호기

ECs 121 157 193

Loops 2 3 4

공 자 웨스 하우스 웨스 하우스 지멘스

용량(MWe) 600 900 1,200

노  형 가압경수로 가압경수로 가압경수로

<표 6-2> LABIHS와 앙그라 1, 2호기와의 비교

(그림 6-2) LABIHS의 블록 다이아그램

라질원자력기술연구소의 LABIHS가 시뮬 이터를 이용하여 수행하고 있는 

응용 연구는 ⅰ) LABIHS 시뮬 이터의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개발, ⅱ) 

Computerized operation procedures 개발, ⅲ) Transient identification (neural 

networks), ⅳ) MMI based on speech recognition, ⅴ) 훈련 로그램 개발 등이다. 

그리고 가상 실실험실은 3D max Visual Studio, Open GL, C/C++, Free 

game-engine software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3차원 시뮬 이터 화면 개발, 

Evacuation Planning을 지원하는 가상 실 시뮬 이션,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농

도 측 등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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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라질의 가상 실 시뮬 이션 연구

4. 연구로용 분산핵연료 개발

라질은 1964년부터 IAEA에서 공 받은 20% 농축도의 U3O8 분말을 사용하여 

Argonauta 연구로 핵연료의 생산에 착수하 다. 특히 1985～1988년에 걸쳐 U3O8-Al 

핵연료의 제조기술을 개발하기 한 실험실 규모의 핵연료집합체 제조 공장을 건설

하여 U3O8-Al 핵연료  10개를 생산하 고, 1988년 8월말에 첫 번째 집합체를 성공

으로 제조하 으며 그 후 1988～1996년 동안 26개의 핵연료집합체를 생산하 다. 

1997년에는 IEA-R1 연구용 원자로의 운  시간이 주당 40시간(5일, 8시간씩)에서 주

당 64시간 연속 운 으로 바 게 되어, 핵연료 공장의 최  용량인 연간 10개의 핵

연료집합체를 생산하게 되었다.

1997년에 라질원자력연구소는 실리사이드 분산연료 기술을 개발하기 한 10

년 계획에 착수하 다. 기술개발의 략은 ⅰ) 기존의 U3O8-Al 핵연료 (우라늄 함량 

1.9 gU/cm
3
 )의 연료부피분율 27 vol%를 유지하면서 U3Si2-Al핵연료로 환(이 경

우 우라늄 함량은 3.0 gU/cm3)하고, ⅱ) 생산 능력이 기존의 6 FE/yr에서 30～50 

FE/yr로 증가된 새로운 핵연료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1998년에는 랑스 CERCA에서 공 된 20% 농축도의 

U3Si2 분말을 사용하여 최 의 Silicide 연료집합체가 만들어졌으며, 1999～2000년 

동안에 16개의 핵연료집합체가 제조되었다.

1999년부터 Silicide 분말의 생산까지 포함하는  공정을 개발하기 한 계획이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 력 로그램(BRA/4/047) 하에 ⅰ) UF4 production from 

UF6(환원 매로 SnCl2 사용), ⅱ) Metallic uranium production from UF4, ⅲ) U3Si2 

alloy production from metallic uranium, ⅳ) U3Si2 powder production from the 

U3Si2 ingot, ⅴ) Production of high uranium loaded U3Si2-Al miniplates (4.8 

gU/cm
3
), ⅵ) Mini-plate irradiation at the IEA-R1의 단계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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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핵연료 생산 공장의 생산 용량을 늘리기 해 기존의 2개의 건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이 착수되었다. 새로운 공장의 생산 용

량은 연간 30(공칭) 혹은 50(최 ) 집합체이며, 이는 재의 IAE-R1 연구로와 앞으

로 상되는 20～30 MW의 새로운 연구로에 필요한 핵연료를 공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첫 단계가 2005년에 완료되어 핵연료 의 제조와 핵연

료집합체의 조립 공장이 건설되었다.  

속우라늄의 생산 수율은 2002년에 80～85%에 도달하 으며 슬래그로부터 우

라늄을 회수하는 공정도 개발되었다. 2004년에는 독자 기술을 사용하여 처음으로 

U3Si2 분말이 생산되었으며, 2006년에는 U3Si2 분말을 사용한 연료 이 처음으로 생

산되었고, 2007년에는 이 연료 의 노내 조사가 시작되었다. 재까지 핵연료 생산 

시설에서 77개의 핵연료집합체가 생산되었으며, 그  U3O8 집합체가 60개, U3Si2 

집합체가 17개이며 평균 연소도는 40% 정도이다.

(그림 6-4) 실리사이드 핵연료 개발 공정

한편, 폐기물 처리기술을 개발하기 한 계획도 2007년부터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원으로 시작되어 2009년에 완료할 정이다. 2단계 계획은 U3Si2 생산을 한 시

설과 UF6를 UF4로 변환하는 공정 그리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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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Reactor Coordination 
(Nuclear Reactors 
Licensing), CNEN

+55 (21) 
2173-2546

bayout@cnen.gov.
br

Claudia Souza Coordinator Public Relations, CNEN +55 (21) 
2173-2130

csouza@cnen.gov.
br

Viviane Simões Analyst International Relations, 
CNEN

+55 (21) 
2173-2127

vsimoes@cnen.gov.
br

Paulo Victor 
Rodrigues de 

Carvalho
Head

Instrumentation & 
Human Reliability 
Division(DICH), IEN

+55 (21) 
2173-2385 paulov@ien.gov.br

Guiherme 
Simões França

Design 
Engineer

Indústrias Nucleares do 
Brasil(INB)

+55 (24) 
3357-8938

guihermefranca@inb.
gov.br

2. 라질원자력 원회(CNEN)/ 라질원자력기술연구소(IEN) 세미나 

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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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 소속부서명  화 E-mail

Samuel Fayad 
Filho Director Nuclear Fuel 

Production(DPN), INB
+55 (21) 
2536-1607 dpn@inb.gov.br

José Augusto de 
Castro Meirelles

Senior 
Consultant

Technology and 
Innovation, DPN, INB

+55 (24) 
3357-8795

jmeirelles@inb.gov.
br

Renato Vieira da 
Costa Manager Fuel Engineering 

Manager, INB
+55 (24) 
3357-8706 sueco@inb.gov.br

Arlindo Coelho 
Fragoso Junior Superintendent Nuclear Fuel Production, 

INB
+55 (24) 
3357-8922 supro@inb.gov.br

Carlos Frederico 
Mattos Schettino

Design 
Engineer

Nuclear Fuel Production, 
INB

+55 (24) 
3357-8972

carlosschettino@inb.
gov.br

Guiherme 
Simões França

Design 
Engineer

Indústrias Nucleares do 
Brasil(INB)

+55 (24) 
3357-8938

guihermefranca@inb.
gov.br

Márcio Adriano 
Coelho da Silva

Nuclear Fuel Production, 
INB

+55 (24) 
3357-8796

marcio.adriano@inb.
gov.br

Sergio Henrique 
Bernardelli

Nuclear Fuel Production, 
INB

+55 (24) 
3357-8969

bernardelli@inb.gov.
br

Adriana Aguiar 
Ribeiro Public Relations, INB +55 (24) 

3357-8522
adrianai@inb.gov.
br

Viviane Simões Analyst International Relations, 
CNEN

+55 (21) 
2173-2127

vsimoes@cnen.gov.
br

3. 라질원자력산업공사(INB) 세미나 지 참석자



부록 3. 라질원자력 원회(CNEN)의 연구개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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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라질원자력연구소(IPEN)의 연구개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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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라질원자력기술연구소(IEN)의 연구개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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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라질원자력산업공사(INB)의 연구개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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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라질의 IAEA 기술 력사업 참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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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질 국가사업

사업코드 로젝트명 착수년도 산(US$)

BRA0018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Nuclear Technology 
Support 2003 665,170 

BRA0019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Nuclear Technology 
Support 2007 318,810 

BRA2016 Capacity Building in the Production of Radiopharmaceuticals 
with a Cyclotron for Clinical Applications 2007 588,428 

BRA3011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 Brazil: Regulatory and 
Technical Aspects 2007 405,402 

BRA3012 Nuclear Fuel for Research Reactors: Improving Fabric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in Brazil 2007 575,969 

BRA4056 Modernization of the IEA-R1 Reactor for Radioiosotope 
Production 2005 253,600 

BRA5057 Establishment of Medfly, Fruit Fly Parasitoids and Codling 
Moth Rearing Facility 2005 261,279 

BRA5058 Applying Ionizing Radiation for Food Security and 
Healthcare 2005 115,840 

BRA6019 Patient Dose Assessment for Quality Assurance in 
Radiotherapy 2005 247,563 

BRA6020 Improvement of Radiotherapy Treatment in Sao Paulo, 
Brazil 2007 264,560 

BRA6021 Training Programmes in Diagnostic Radiology - Quality 
Assurance and Radiation Protection for Patients 2007 175,000 

BRA7009 Establishing Reference Centres for Molecular Diagnosis of 
Communicable Diseases 2005 184,498 

BRA8031
Implementation of Industrial Process Gamma Computed 
Tomography for the Analysis of Multiphase Systems in 
Brazil

2007 17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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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미 지역 사업

사업코드 로젝트명 착수년도 산(US$)

INT4141 Status and Prospects of Development for and Applications 
of Innovative Reactor Concepts for Developing Countries 2003 1,295,591 

INT5145 Insect Pest Control Using the Sterile Insect Technique 1999 1,936,300 

INT9173 Training in Radioactive Waste Disposal Technologies in 
Underground Research Facilities 2003 1,447,124 

RLA0022 Project Formulation Meetings and Promotion of TCDC 2001 676,665 

RLA0029 Capacity Building for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Energy 2007 583,893 

RLA0030 Training for Young Professionals i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2007 319,120 

RLA0031 Establishment of Latin American Nuclear Medicine Network 2007 86,873 

RLA0032 Strengthening the National Nuclear Sector through Strategic 
Planning and Results-based Management Tools 2007 198,313 

RLA0033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Nuclear Technology 
Support 2007 528,930 

RLA0034 Country and Regional Programming 2007 109,680 

RLA0035
Promotion of TCDC and Strengthening of the Regional 
Agreement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TC Regional 
Programme for Latin America 

2007 610,723 

RLA1010 Improved Regional Management of Water Bodies that are 
Contaminated with Metals 2007 471,055 

RLA2012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f Knowledge Aimed at 
Achieving Excellence in Radiopharmacy and Radiochemistry 2007 108,790 

RLA2013
Correlation Studies between Atmospheric Deposition and 
Sanitary Problems in Latin America: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and the Biomonitoring of Atmospheric Pollution 

2007 312,511 

RLA3004 Spent Fuel Management for Research Reactors 2005 194,920 

RLA3005 Strengthening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frastructure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ountries 2007 178,000 

RLA3006
Regional Upgrading of Uranium Exploration, Exploitation 
and Yellowcake Production Techniques taking 
Environmental Problems into Account

2007 737,975 

RLA4019 Upgrading of Nuclear Instrumentation Laboratories 2005 474,800 

RLA4020 Engineering of Casks for the Transport of Spent Fuel from 
Research Reactors 2007 635,510 

RLA4021 Cracking and Structural Integrity of Components in Light 
Water Reactors 2007 43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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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코드 로젝트명 착수년도 산(US$)

RLA5048
Regional Harmonization of the Technical and Specific 
Quality Requirements for the Monitoring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in Foodstuffs

2005 457,060 

RLA5050
Strengthening Laboratory Capacity to Assess the 
Implementation of Good Agricultural Practices in the 
Production of Fruit and Vegetables in Latin America

2007 323,000 

RLA6048 Development of a Regional Telemedicine Network 2003 426,838 

RLA6050 Implementation of a Quality Assurance and Quality Control 
Network for Molecular Diagnosis of Insect-borne Diseases 2005 436,700 

RLA6051 Strengthening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s in the 
Medical Physics Fields 2005 377,965 

RLA6052 Evaluation of Intervention Programmes for the Reduction of 
Childhood Malnutrition 2005 416,173 

RLA6053 Prevention and Control of Iron Deficiency Anaemia 2005 442,251 

RLA6054 Early Diagnosis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through the 
Use of Nuclear Techniques, Phase II 2005 419,524 

RLA6058 Improvement of Quality Assurance in Radiotherapy in the 
Latin America Region 2007 1,024,228 

RLA6059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Intervention Programmes 
to Prevent and Control Childhood Obesity in Latin America 2007 551,611 

RLA8036 Sustainabl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Guarani Aquifer 
System 2003 667,100 

RLA8042 Application of Nuclear Technology for the Optimization of 
Industrial Processes an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2007 632,430 

RLA8043
Use of Nuclear Analysis Techniques and Development of 
Databases for Characterization and Preservation of National 
Cultural Heritage Objects

2007 349,945 

RLA9054 Strengthening National Systems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to Nuclear and Radiological Emergencies 2007 479,120 

RLA9055
Strengthening the National Infrastructure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Safe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in Latin American Member States 

2007 770,052 

RLA9056
Strengthening and Updating Technical Capabilities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Occupationally 
Exposed to Ionizing Radiation 

2007 484,652 

RLA9057 Radiological Protection of Patients and in Medical 
Exposures 2007 546,784 

RLA9058 Education and Training in Support of Radiation Protection 
Infrastructure 2007 507,625 

RLA9059 Awareness raising and Training for Nuclear Security 2007 134,300 

RLA9060 Enhancing operational safety in nuclear installations 2008 345,000 





부록 8. 한‧ 라질 원자력 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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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 정부와 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력을 한 정

2001년 1월 18일 서울에서 서명 

2005년 7월 25일 발효(조약 1741호)

한민국 정부와 라질연방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평화  목 을 한 원자력의 이용이 양국의 경제·사회발 의 증진을 한 요한 

요소임에 주목하고, 

양국 간에 기존 우호 계의 기반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양국이 국제원자력기구(이하 "기구" 라 한다)의 가입국임을 인식하고, 

평화  목 을 한 원자력의 개발  이용에서의 력을 확 하고 강화하려는 양

국 공동의 희망을 유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 다.

제 1 조 목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 하여 그들 각자의 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서의 력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제 2 조 정 의

이 정의 목 상,

가. "장비"라 함은 이 정의 부속서 가에 기재된 장비를 말한다.

나. "물질"이라 함은 이 정의 부속서 나에 기재된 물질을 말한다.

다. "핵물질"이라 함은 이 정의 부속서 다로서 첨부된 기구의 약 제20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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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들이 정의된 바와 같이 선원물질 는 특수핵분열성물질을 말한다. "선원물

질" 는 "특수핵분열성물질"로 간주되는 물질의 목록을 수정하는 기구의 약 

제20조에 한 기구 이사회의 결정은 이 정의 양 당사자가 그러한 수정을 수

락함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정에서 효력을 갖는다. 

라. "주체"라 함은 개인, 법인, 조합, 상사 는 회사, 사단, 기업결합, 공공 는 민

간 연구소, 집단, 정부기  는 공사를 말하며, 이 정의 당사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 "기술"이라 함은 비확산과 련이 있고 장비의 설계·생산·운 이나 유지 는 

핵물질·물질의 가공처리를 하여 요하다고 공 당사자가 지정하는 과학 

는 기술자료를 말한다. 이 기술은 기술도면, 사진원   인화사진, 기록물, 설

계자료 그리고 기술  운  편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나 일반인

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공 당사자가 수령당사자에게 이 정의 

목 상 정보로 간주하도록 요청한 것을 포함한다. 

제 3 조 력의 분야

이 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간의 력의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기   응용 연구와 개발 

나. 원자력발 소 는 연구용원자로의 연구·개발·설계·건설·운   유지

다. 원자력발 소 는 연구용원자로에서 사용되는 핵연료원소의 제조  공

라. 방사성폐기물의 리를 포함한 핵연료주기

마. 산업·농업  의료에서 방사성 동 원소의 생산  이용

바. 원자력안 ·방사선방호  환경보호

사. 핵안 조치  물리  방호

아. 원자력정책  인력개발, 그리고

자.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분야

제 4 조 력의 형태

이 정 제3조에 따른 력은 다음의 형태로 수행될 수 있다.

가. 과학·기술 인력의 교환  훈련



- 219 -

나. 과학·기술에 한 정보  자료의 교환

다. 심포지엄·세미나  실무집단의 조직 

라. 핵물질·물질·장비  기술의 이

마. 련기술에 한 자문  용역의 제공

바. 상호 심주제에 한 공동 연구 는 사업, 그리고

사.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형태

제 5 조 이행약정

1. 이 정에 따른 력을 진하기 하여,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이

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그들 각자의 할권안에 있는 공공단체 는 

주체를 이행약정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특정 력계획  사업의 조건, 수되어

야 할 차, 재정  합의 그리고 기타 한 사항을 명시한다.

제 6 조 공동 원회

당사자는 이 정에 따라 상되는 력활동을 조정하기 하여 공동 원회를 설치

한다. 공동 원회는 양 당사자에 의하여 지명되는 표로 구성되며, 원칙 으로 연 

1회 상호 편리한 날에 회합할 수 있다.

제 7 조 정 보 

1. 당사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 는 인가받은 주체가 정보의 사용·배포에 

한 제한  유보를 사 에 통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정의 규정에 따라 

교환된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한다.

2.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어느 일방당사자의 할권안의 인가된 주체

간에 이 되는 정보의 제한  유보를 유지하고 상업 ·산업  비 을 포함하여 

이 되는 지 소유권을 보호하기 하여 모든 한 조치를 취한다. 이 정의 

목 상 지 소유권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세계지 소유권기구

설립 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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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이 

이 정에 따른 정보·핵물질·물질·장비  기술의 이 은 당사자간에 직 으로 

는 인가받은 주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 은 이 정과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되는 추가조건의 용을 받는다. 

제 9 조 재 이 

이 정에 따라 이 되는 핵물질·물질·장비  기술은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령당사자의 할권 밖의 제3자에게 이 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이 규정의 

이행을 진하기 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 10 조 폭발장치 는 군사  이용의 지

이 정에 따라 이 되는 핵물질·물질·장비  기술과 이 정에 따라 이 되는 핵

물질·물질·장비 는 기술에 사용되거나 는 이들의 사용을 통하여 생산되는 특수

핵분열성물질은 핵무기 는 핵폭발장치의 개발·제조 는 군사  목 을 하여 

사용될 수 없다.

제 11 조 안 조치

1. 핵물질과 련하여 이 정 제10조에 포함된 책무는 어느 일방당사자와 기구간

의 안 조치 정에 따라 검증되며, 한민국의 경우에는 한민국정부와기구간의

핵무기의비확산에 한조약과 련된안 조치의 용을 한 정(기구의 문서 

INFCIRC/ 236)에 따르고, 라질연방공화국의 경우에는 라질연방공화국·아르

헨티나공화국·핵물질의계량 통제를 한아르헨티나- 라질기 과기구간의안 조

치의 용을 한 정(기구의 문서 INFCIRC/435)에 따른다.

2. 어떠한 사유 는 시기에 있어서도 기구가 일방당사자의 할권안에서 그러한 

안 조치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즉시 이 정에 따라 이

되는 모든 품목에 한 안 조치의 용을 하여 기구의 안 조치원칙  

차에 부합하는 정을 타방당사자와 체결한다. 

제 12 조 물리  방호

당사자는 이 정에 따라 이 되는 핵물질  장비에 하여 기구의 문서 

INFCIRC/ 225/Rev.3과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되는 후속개정에서 설정되는 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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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낮지 아니한 수 의 물리  방호를 제공하기 하여 한 조치를 취한다.

제 13 조 용의 기간

1. 핵물질·물질  장비는 다음의 시기까지 이 정의 용을 받는다. 

가. 그러한 품목이 이 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령당사자의 할권 밖으로 이

되는 시기

나. 핵물질의 경우, 이 정 제11조에 언 된 안 조치의 에서 련 핵활동에 

더 이상 사용될 수 없고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의 가공처리를 하여 실질 으

로 재생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시기. 양 당사자는 기구가 일방당사자인 

련 안 조치 정의 안 조치의 종료에 한 규정에 따라 기구가 내리는 결정

을 수락한다.

다.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는 시기

2. 이 정에 따라 이 되는 기술은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는 시기까지 이 정의 

용을 받는다.

제 14 조 력의 지

이 정의 발효후 어떠한 시기에도 어느 일방당사자가

가. 제9조·제10조·제11조 는 제12조의 규정을 수하지 아니하거나, 는

나. 기구와의 안 조치 정을 종료하거나 히 반하는 경우,

타방당사자는 이 정에 따른 더 이상의 력을 지하고 이 정을 정지 는 종

료할 권리를 갖는다. 

제 15 조 분쟁의 해결

1. 당사자는 이 정의 운 을 검하거나 이 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들을 검토하기 하여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회합하고 상호 

의한다.

2. 이 정의 해석 는 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교섭 는 의

에 의하여 우호 으로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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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발효  유효기간

1. 이 정은 일방당사자가 타방에게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  요건을 충족하 다

는 두 번째 외교공한을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정만료 6월 에 타방당사자에

게 이 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추가로 5년간 

자동 으로 연장된다.

3. 이 정은 언제든지 양 당사자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

정은 이 조 제1항에서 규정된 차에 따라 발효한다.

4. 이 정의 만료 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 제5조·제9조·제10조  제11

조에 포함된 의무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제 17 조 부 속 서

부속서 가, 부속서 나  부속서 다는 이 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부속서

는 양 당사자의 서면동의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임받아 

이 정에 서명하 다.

2001년 1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포르투갈어  어로 각 2부를 

작성하 다. 해석상의 상 가 있을 경우에는 어본이 우선한다.

한민국 정부를 하여 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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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가. 장 비

(1) 원자로: 제어된 자체지속핵분열 연쇄반응을 유지하기 한 운 능력을 갖춘 것

으로, 설계된 루토늄의 연간 최 생산능력이 100그램을 과하지 아니하는 원

자로로 정의되는 출력로는 제외한다.

(2) 원자로 압력용기: 상기 (1)에서 정의된 원자로의 노심을 격납하기 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비된 것으로서 1차냉각재의 운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완성품 는 

주요 공장제작부품으로서의 속용기

(3) 원자로 연료교환기: 상기 (1)에서 정의된 원자로에 연료를 삽입 는 인출하기 

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비된 조작장비로서, 운 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연료의 직 찰 는 연료에의 근이 통상 으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

우 복합 운 정지연료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기술 으로 정교한 배

치 는 정렬 특성을 사용하는 것

(4) 원자로 제어 : 상기 (1)에서 정의된 원자로에서 반응도의 제어를 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비된 

(5) 원자로 압력 : 상기 (1)에서 정의된 원자로에 50기압을 과하는 운 압력으로 

연료원소  1차냉각재를 격납하기 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비된 

(6) 지르코늄 : 상기 (1)에서 정의된 원자로에 사용하기 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비된 지르코늄 속  합 으로서  는 의 집합체 형태이며 양 으로 

연간 500킬로그램을 과하고 지르코늄에 한 하 늄의 량비율이 500분의 1 

이하인 것

(7) 1차냉각재 펌 : 상기 (1)에서 정의된 원자로에서 1차냉각재를 순환시키기 하

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비된 펌

(8) 조사된 연료원소의 재처리를 한 시설  이를 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비

된 장비: 조사된 연료원소의 재처리를 한 시설은 조사된 연료와 주요 핵물질 

 분열생산물 가공처리흐름을 통상 으로 직  하게 되고 이를 직  제어

하는 장비  부품을 포함한다.

(9) 연료원소의 제조를 한 시설: 연료원소의 제조를 한 시설은 핵물질의 생산흐

름을 통상 으로 직  하게 되거나 직  가공처리하거나 제어하는 장비 

는 피복재안에 핵물질을 인하는 장비를 포함한다.

(10) 분석기기를 제외한 우라늄 동 원소의 분리를 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비

된 장비: 분석기기를 제외한 우라늄 동 원소의 분리를 하여 특별히 설계되

거나 비된 장비는 분리처리를 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비된 장비의 각

각의 주요 품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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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의 생산을 한 시설: 수의 생산을 한 시설은 수소 는 수소화합

물의 농축을 하여 특별히 설계된 시설  장비뿐만 아니라 시설의 운 에 

필수 인 품목의 주요한 부분을 포함한다.

부속서 나. 물 질

(1) 수소  수 : 수소  부속서 가(1)에서 정의된 원자로에서의 사용을 하

여 수소에 한 수소의 비율이 5000분의 1을 과하고 양 으로 12월간 수

소원자가 200킬로그램을 과하는 수소 화합물

(2) 원자력  흑연 : 붕소로 환산하여 5피피엠보다 나은 순도를 가지고 제곱센티미터

당 1.50그램을 과하는 농도를 가지며 양 으로 12월간 30톤을 과하는 흑연

부속서 다. 국제원자력기구 약 제20조 정의

동 약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1) "특수핵분열성물질"이라 함은 루토늄 239, 우라늄 233, 동 원소 235 는 233

으로 농축된 우라늄, 기 물질  하나 는 그 이상을 포함하는 물질  이사

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기타 핵분열성물질을 말하나, "특수핵분열성물질"은 선원

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동 원소 235 는 233으로 농축된 우라늄"이라 함은 동 원소 235 는 233, 

는 그 양자를 포함하는 우라늄으로서, 그 양에 있어서 이들 동 원소 합계의 

동 원소 238에 한 함유비율이 천연상태에서 발생하는 동 원소 235의 동

원소 238에 한 함유비율보다 큰 것을 말한다.

(3) "선원물질"이라 함은 천연상태에서 발생하는 동 원소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우

라늄, 동 원소 235의 감손우라늄, 토륨, 속·합 ·화합물 는 농축형태로 되

어 있는 기 물질,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농축도로 기 물질  하나 는 

그 이상을 포함하는 기타 물질 그리고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기타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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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한‧ 라질 원자력 력 인력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보완

으로 력이 가능한 분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해 양국 간 

경제, 에 지‧자원, 과학기술 분야의 력 황을 살펴보고, 라질의 원자력 이

용개발 동향, 원자력 기 의 연구개발 황  양국 간 원자력 력 황을 고찰

하 다. 그리고 양국 간 원자력 분야 포컬포인트를 심으로 상호 심 분야를 

악하고, 상호 보완 인 기술 력의 가능성 분야를 도출하기 한 인  네트워

크를 구성하 다. 이에 의거하여 양국 간 공동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력 가

능한 과제를 논의하고 공동연구 가능 분야를 도출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상호 기술 력이 가능한 원자력분야로서 방사선 기술 응용, 

조사후시험, 방사성폐기물 처리, 계측제어  인간공학, 신형 핵연료 등을 도출

하 고 이의 력 방안을 제안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 라질 원자력 력

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 한다. 향후 원자력 분

야에 있어서 양국 간 기술 력 담창구 운 을 통해 지속 인 력 기반을 구

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장기 이고 안정 인 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정례 인 공동 세미나의 개최를 통해 상호 보완  강  분야

를 악함으로써 향후 략  기술 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망한다. 아

울러 본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양국 간 인력 교류가 격히 확 되었으며 양국

은 상호 우호 인 기술 력의 여건을 조성한 바,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원

자력기술 수출의 상국으로 라질은 물론, 남미 역으로 수출하기 하여 그 

거 이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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