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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0년 1월 말을 기 으로 IAEA 국가사업 수원을 졸업하고 공여국으로 

환하 으나 이에 따른 문제  분석  응방안 수립에 한 사  연구가 없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IAEA 기술 력사업(TC) 수혜국 종료에 따른 경제 , 산업  문제

과 함께 기술개발상의 문제 을 검토하고, 향후 기술 력사업 추진 략과 정책방향에 

해 연구하 다. 한 국내 사업담당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방안과 개

선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의 해외수출로 연결할 수 있는 참여 략

을 수립하 다. 이를 해 해당 국제기구  주요국가의 문가를 활용하여 문헌조사

를 실시하 고 IAEA, KINS, RCA  기타 IAEA 기술 력사업 참여기 의 문가로 

구성된 자문 원회를 구성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방향을 논의하 다. 

본 연구결과  추진성과는 IAEA 기술 력사업의 공여국 환에 따른 응방안 수립에 

직 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분야에 한 기술개발을 지속 으로 추진하는 

데에도 활용될 것이다. 이는 향후 체계 인 IAEA 기술 력사업 참여의 기반  략수립

의 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한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기술 력사업, 

어 IAEA, TC, R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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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IAEA 기술 력사업(TC) 추진 략  정책방향 연구

Ⅱ. 연구개발의 필요성  목

우리나라는 IAEA 기술 력사업기 (TCF)으로 ‘08년 기  167만 불의 분담

을 납부하고 기술 력(TC)사업에 한 수혜국으로 ’09-‘11년간 4개의 국가

로젝트를 수행 이었으나 ‘10년 1월 말을 기 으로 IAEA의 기술 력사업 

수혜를 졸업하고 공여국으로 환되었다.

이에 기술 력사업 공여국으로 환에 따라 ▲ 국가 로젝트 단 ▲ 기술

력사업(훈련  Fellowship) 참가여비 지원 단 ▲ 참가여비 지원 단에 

따른 지역 력사업(RCA) 참여제한 등 향후 응방안의 마련이 시 히 필요

한 실정이다.

한 산업 으로는 재 추진 인 개도국 원자력 문가  연수생의 교육훈

련 제공을 한 ▲ 연구기  연수 ▲ 국제원자력안 학교 연수 ▲ OJT(On 

the Job Training) ▲ Mentoring 시스템 등 지원 로그램에 향을 받을 것으

로 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IAEA 기술 력사업 수혜국 종료에 따른 문제 을 검토

하고 향후 기술 력사업 추진 략과 정책방향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 

사업담당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방안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의 해외수출로 연결할 수 있는 참여 략을 수립하

는 데 본 연구의 목 이 있다.

III. 연구개발 내용  범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IAEA 기술 력사업 수혜국 종료에 따른 문제 을 검

토하고 향후 기술 력사업 추진 략  정책방향수립과 해외 문가의 국내

연수, OJT, 교육훈련 등에 한 발 방안을 마련하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원

자력기술을 해외수출로 연결할 수 있는 참여 략을 수립하는 데 본 연구의 

목 이 있다.



- ii -

 목표 달성을 한 연구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IAEA TC 국가사업 수혜 수원 단에 따른 문제  분석

국가 로젝트(‘09-’11) 단  기술 력사업 참가여비 지원 단에 따른 사업

담당자의 참여 하 등 문제   지역 력사업(RCA)의 황  문제  등 

IAEA 기술 력사업의 수원 단에 따른 문제 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본다.

둘째, 주요국(미국, 일본, 랑스 등)의 기술 력사업 참여 황 분석

먼  우리나라보다 IAEA 기술 력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미국, 일

본, 랑스 등 원자력선진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술 력사업에 참여하고 있

으며 어떤 국가의 어떤 사업에 집 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측해본다.

셋째, IAEA 기술 력사업을 체할 응방안 수립

기술  강   수출가능성 등을 고려한 략분야 선정, 참여제고방안 등  

IAEA RCA사업의 효율  참여 략  발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연구기  

연수, 국제원자력안 학교 연수, OJT(On the Job Training), Mentoring 시스

템 등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의 해외 수출기반 구축과의 연계방안  개도국 

원자력 문가  연수생의 교육훈련 제공  활용방안을 모색해본다.

IV. 연구개발결과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말을 기 으로 IAEA 기술 력사업 수혜를 졸업하고 

공여국으로 환하 으나 이에 따른 문제  분석  응방안 수립에 한 

사  연구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IAEA 기술 력사업 수혜국 종료에 따

른 경제 , 산업  문제 과 함께 기술개발 상의 문제 을 검토하고 향후 기

술 력사업 추진 략과 정책방향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한 국내 사업담당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방안과 개선사항

을 도출하고 향후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을 해외수출로 연결할 수 있는 참여

략을 수립하 다. 

이를 해 해당 국제기구  주요국가의 문가를 활용하여 문헌조사를 실

시하 고 IAEA, KINS, RCA  기타 IAEA 기술 력사업 참여기 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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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구성된 자문 원회를 구성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방향을 논의하

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결과  추진성과는 IAEA 기술 력사업의 공여국 환에 따른 응방

안 수립에 직 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분야에 한 기술개발을 

지속 으로 추진하는 데에도 활용될 것이다. 이는 향후 체계 인 IAEA 기술

력사업 참여의 기반  략수립의 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한다.

한 IAEA 기술 력사업 수혜국 종료에 따른 문제 을 검토하고 향후 기술

력사업 추진 략과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경제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개

도국 원자력 문가  연수생의 교육훈련 제공을 한 지속  지원을 통해 

산업  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나라의 사업담당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방안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의 해외수출로 연결할 수 있는 참여 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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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영문)

Korea has become one of the world's leading nuclear power countries, with 

20 nuclear power plants in commercial operation as of the end of 2009, 

comprising a total generating capacity of 18 GWe, supplying approximately 

40% of the nation's electricity. More importantly, it has evolved from an 

importer to an exporter of nuclear power plants, research reactor, and nuclear 

applications technologies.

This nuclear power based industry has remarkably contributed not only to 

promote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but also to reduce carbon 

dioxide (CO2) generation and emission pollution as an alternate clean energy 

resource over the past decades.

Getting nuclear technologies regarding safe and reliabl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radioisotope-related technologies, nuclear 

medicine and non-destructive industrial applications, Korea has accomplished 

significant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chievement through 

domestic research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ver the past decades. A close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through 

technical cooperation (IAEA-TC) has played a vital role in accomplishing such 

success in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Through IAEA-TC programme, the 

IAEA provided experts advices, sponsored nuclear-related- training and 

education for hundreds of persons under the tutelage of companies, research 

institutes and countries overseas having experience with nuclear and related 

sciences and technologies. 

Considering a leading role of Korea is vitally important in the global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community in terms of nuclear technology and 

experiences, Korea declared to terminate the recipient member state as of the 

end  2009 and since January 2010 Korea has played a role as a donor 

Member States of the IAEA for peaceful use of nuclear technology and its 

further advanc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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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formulating 

adequate policy and strategies for IAEA-TC  programme as Korea is 

becoming of a donor Member State and to guide directions to facing the 

challenges of changing the status from IAEA-TC recipient to donor country.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give recommendations and feedbacks to the 

IAEA-TC programme; how it has  contributed to nation's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past on one hand , and how the country has contributed 

to it on the other. Besides, this study is also aiming to identify such impacts 

as termination of on-going National TC projects, discontinuation of TC-based 

technical advices, sponsored fellowship and scientific visits for capacity 

building opportunities, and limitation in participations of various regional 

projects due to halfway termination of IAEA financial support. In terms of 

financial aspect, this study has also performed to assess the nation's annual 

financial contribution (Technical Cooperation (TC) Fund: 1.67 million dollars in 

2008) by comparing the experiences of other cases of OECD countries .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develop appropriate measures in order to maximize the benefits for future 

national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 addition,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to extend the nuclear technology export market pot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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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원자력발 소 1호기의 원자력 상업발 을 시작으로 

20기의 원자력발 소를 가동하여 우리나라 력수요의 40%를 원자력으로 

공 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을 기 으로 세계 6 의 원자력 발 설비 국가로 

성장하 다. 이러한 양  성장과 더불어 기술 으로도 한국 표 형원  APR 

1000을 개발하 고 최근에는 안 성과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킨 신형경수로 

APR1400을 개발하여 국내에 상용화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에는 UAE에 4기의 APR1400을 수출한 바 있다. 

지난 50년간 IAEA와의 긴 한 력은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이 비약 으로 

발 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 다. 우리나라는 1957년 IAEA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IAEA 력사업을 통해 우리 과학자들이 원자력에 한 

문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당시만 해도 구하기 

힘든 실험 장비들을 지원받았다. 그리고 세계 6 의 원자력 발 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그간의 축 된 기술과 경험을 토 로 IAEA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IAEA를 통해 동남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을 상으로 많은 기술 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경제성장 규모와 기술력 향상 등을 고려하여 

기술 력사업  수혜를 단하기로 결정하 으며 이를 IAEA에 공식서한으로 

달하 다. 따라서 2010년 1월 말까지 기술 력사업 수혜를 단하기로 

결정하고 그후로는 공여국으로서 개도국에 한 기술 력 공여 활동을 

수행하기로 하 다. 

그러나 기술 력사업 공여국으로 환함에 따라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수

혜사업으로 추진 인  ▲국가 로젝트 단 ▲기술 력사업 참가여비 지원

단 ▲기술 력사업  지역 력사업(RCA) 참여제한 등 향후 응방안의 마

련이 시 히 필요한 실정이다.

한 산업 으로는 재 추진 인 개도국 원자력 문가  연수생의 교    

육훈련 제공을 한 ▲연구기  연수 ▲국제원자력안 학교 연수 ▲OJT(On  

the Job Training) ▲Mentoring 시스템 등 지원 로그램이 향을 받을 것으

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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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나라의 IAEA 기술 력사업 수혜국 종료에 따른 문제 을 검토

하고 향후 기술 력사업 추진 략과 정책방향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 

사업담당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방안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기술 력사업을 통한 우리나라의 개도국 원자력 기술기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의 해외수출로 연결할 수 있는 참여 략을 수립하는 데 

본 연구의 목 이 있다.

제 2 절 연구 목표 및 내용

동 연구에서는 IAEA 기술 력사업 추진 략  정책방향에 한 종합 이고 

체계 으로 수집･분석하 다. 연구 내용으로는  IAEA 기술 력사업 개  

(제2장),  우리나라의 기술 력사업 수혜 황 (제3장),  우리나라  주요 

회원국 지원 황 (제4장),  기술 력사업 공여국으로 환함에 따른 문제  

분석  응 방안 수립 (제5장) 등을 다루었다.



- 3 -

제 2 장  IAEA 기술협력사업 개관

제 1 절 정의 및 일반개요

(1) IAEA 기술 력(Technical Cooperation) 사업

원자력 기술 력사업은 IAEA가 회원국들의 기술능력을 증 시키기 해 

실시하는 개도국 지원 사업으로 원자력에 지, 원자력 응용, 원자력 안   

안 조치활동과 함께 IAEA 사업  하나이다. 기술 력사업의 목 은 각 

회원국이 우선 으로 지속가능한 원자력 기술  이용개발을 비용 효과 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1976년부터 시행된 구체 인 기술 력사업은 

원자력의 이용개발에 한 기술이 을 한 회원국 간의 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인류의 평화, 보건, 번 에 기여하기 한 목 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1960년 총 16회원국 29개 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 기  125개 회원국이 800여개의 사업을 진행 이다.

<그림 1> IAEA 기술 력부서 웹사이트 메인화면

기의 기술 력사업은 개도국의 인 능력구축, 원자력기술의 도입, 확 , 

용을 도와주는 기   시설 창출에 집 되었다. 회원국들은 숙련된 인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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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우선 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기술 력자 의 80%가 훈련생 연수사업에 

사용되었다. 기 기술원조사업은 IAEA 자체기 으로 지원이 이루어졌고  1

년 단 의 소규모 사업이었으며 다년간 UN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사업자 을 지원받았다. 1970년  후반, 

IAEA는 기술 력사업에 다년사업을 도입하기 시작하 고 1980년  반부

터 수혜국가에 한 기술 력사업의 실질 인 향을 체계 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회원국들의 수혜 상기 이 일련의 훈련요원들을 어느 정

도 보유했다는 단에 따라 훈련 부분 구성 비율은 약 30%로 감소하게 되었

다. 1980년  후반, 기술능력  인 라 구축 단계를 완성 하 으며 1990년

 반까지 기술 력활동의 정책  략문제를 검토하 다. 동 검토 결과

는 사업의 략 인 목표, 상결과, 결과달성에 필요한 리 측면을 규정하

는 기술 력사업 략으로 발 하게 되었다. 

기술 력사업은 IAEA의 기술 력 략  가이드라인에 의거 일반 으로 2

년 단 로 비, 시행  평가되며 2009년～2011년 사업은 정규사업과의 

로그램  산 (Programme and Budget) 주기를 일치시키기 해 3년 단

로 이행되고 있다. 주요 활동  기능으로는 ① 원자력기술 문가 자문 

지원(Expert Mission), ② 과학자 방문(Scientific Visit), 훈련생 견

(Fellowship), 훈련 과정 개최, ③ 원자력 장비  시설 지원 등이 있다.

(2) 기술 력부서 조직구성  역할

 2010년 재 IAEA 기술 력부 사무차장 아래 기획조정국, 아 리카국, 아

시아·태평양국, 유럽국와 남아메리카국가 있다. 기획조정부는 3개의 과를 그 

외의 국은 2개의 과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태평양국은 두 

개의 과로 나뉘는데, 그  한국은 TCAP 1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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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술협력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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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IAEA 기술협력사업의 분류

(1) 국가사업(National Project)

국가사업은 회원국이 자국의 기술능력증 를 해 IAEA 측에 공식 으로 

제안(요청) 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사업은 IAEA 평가  이사회의 승인을 거

친 후 시행된다. 사업 활동은 문가 자문, 과학자 방문  훈련생 견 등

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코드는 국가명 외약칭과 기술 력사업분야코드가 병

기된다. 를 들면, 한민국의 경우 (ROK/0/000)으로 표기된다.

(2) 지역 내 기술 력사업(Regional Project)

지역의 몇 개 회원국들이 표명한 필요에 응하여 IAEA 는 회원국그룹

이 제안한 사업과 지역 력 정 내에서 력하는 지역의 회원국들이 제안한 

사업이 있다.

① 아태지역 력 정(RCA :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아․태지역에서의 원자력과학기술과 련된 연구, 개발  훈련을 한 지역

력 정이다. 이 정은 1972년에 발효되었으며 회원국은 총 17개국으로서 

호주, 방 라데시, 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 이시아, 몽골, 미

얀마, 뉴질랜드, 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이다.

② 아 리카지역 력 정(AFRA : African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아 리카 회원국들만의 공통 필요사업수행을 통해 회원국들의 력 확  증

진을 해 1990년에 발효되었으며 회원국은 총 33개국으로서 알제리, 앙골

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 소, 카메룬, 앙아 리카 공화국, 코트디부아

르, 차드, 콩고, 이집트, 에리트 아, 에티오피아, 가 , 가나, 냐,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셔스, 모로코,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

갈, 시에라리온, 남아 리카 공화국, 수단, 탄자니아,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 웨이다.

③ 라틴아메리카지역 력 정(ARCAL :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the Advancement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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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에서의 원자력과학기술의 증진을 한 지역 력 정으로서 이 

정은 1984년에 발효되었다. 회원국은 총 17개국이며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라질, 칠 ,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니카라과, 라과이, 페루, 도미니크 공화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이

다.

④ 아랍지역 력 정(ARASIA : Agreement for Arab States in Asia for Research)

아랍국가에서의 원자력과학기술과 련된 연구, 개발  훈련을 한 지역

력 정으로 2002년에 발효되었다. 회원국은 총 7개국이며 이라크, 요르단, 

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 이트연방, 멘이다.

(3) 지역 간 기술 력사업(Inter-regional Project)

다른 지역의 몇 개 회원국들의 공통 인 목표를 이루기 해 IAEA가 수립

한 사업을 말한다.

제 3 절 IAEA 기술협력사업의 참여와 이행

(1) 사업 참여방법

① 수혜국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회원국은 IAEA 사무국의 작성양식에 따라 사업제안서

를 작성한 후 이를 국가조정 (NLO)을 통해 온라인(www.pcmf.iaea.org)으로 

제출한다. 회원국의 사업제안서를 IAEA의 기술담당 이 검토한 후 회원국은 

지정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담당

자 정보, 사업목 , 활동계획, 성과  상 산정보 등이 기록되어 있다.

회원국 제출 사업은 최종 으로 사업이행 년도의 기술 력 원회 (TACC)

에서 논의되며 11월 이사회에 상정하여 산을 확정한다. 회원국이 확정된 

산의 5%를 국가참여비용(NPC)으로 제출하면 사업이 진행된다. 

② 인 자원 리기  (Resource Institutes) 등록

인 자원 리기  제도는 회원국의 가용 인 자원 활용을 극 화하기 해 

실시하는 IAEA의 제도로서 IAEA  회원국은 이 제도를 통해서 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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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등록기 은 문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등록

을 해서는 기 연 서를 작성하여 TCInstRoster@iaea.org로 제출해야 한다. 

기 연 서에는 기 명, 치, 연락정보, 담당자정보, 문분야, 연수시설  

강사 명단 등이 수록된다.

③ 국가조정 (NLOs: National Liaison Officers)

국가조정 은 IAEA 기술 력사업  IAEA와의 련 사안에 하여 회원국

과 IAEA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며, 회원국의 기술 력사업과 련하여 효

과 이고 효율 인 기획, 집행  리를 수행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조정 은 국가 발  로그램을 하여 정보 기반을 구축하고 잠재 인 

원자력 용으로 인한 효과들이 정부 당국과 계획 부서, 학, 과학 회, 실

수요자들에 소개할 의무를 가진다. 한 국가보고서(CPF)와 련하여 국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순환 리체제(PCMF: Program Cycle 

Management Framework) 웹 사이트 사용에 있어, 로젝트를 형식화하고, 

설계, 진, 리와 련된 업무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국가조정 은 리 

경 /과학 기술에서의 학 를 가진 정부 고  사무직으로서 국제 인 기

에서 실무 경험(최소 10년)이 있어야 하며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한국은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 력과장직이 국가담당 을 수행하고 있

다.

(2) 사업이행 형태

① 문가(Experts) 지원

각 분야의 문가들은 IAEA 기술 력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각 분야의 문

가들은 개도국이 원자력과학기술 각 분야에서의 자립을 도와주는 요한 역

할을 한다. 문가들의 임무는 개별 사업의 목 과 범 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 으로 조언  훈련강의, 회의  워크  참여 등이다. 선발된 문가

들은 자신들의 풍부한 과학기술 지식을 효과 으로 달해야 한다. 원자력 

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보건, 원자력안 성, 식량  농업, 해양환경, 수자

원  산업, 물리학  화학 등이 있다.

문가 지원 차는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를 IAEA사업담당 (Project 

Officer - P/O)에게 송부하게 되면 사업담당 은 기술담당 (Technical 

Officer - T/O)과 수원 받을 정부와 의 후 해당 임무수행에 합한 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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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Roster)를 참조해 선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문가 동의  계약체결 

 보수지  차를 거치면 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훈련생  과학자방문(Fellowships & Scientific Visits)

훈련생(Fellowship) 로그램은 기술 력사업의 일환으로 는 개별 으로 

원자력 인력개발을 해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청국은 원자력의 평

화  이용을 한 원자력 인력 개발을 추구할 수 있다. 훈련생은 로그램의 

기간은 최  1년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도 가능하다. 자격은 학사학  이

상 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선진훈련 공부  OJT를 통해 교

육받고자 하는 자이다.

과학자 방문(Scientific visits) 로그램은 원자력 공학, 연구 개발  연구 활

동의 찰을 해 실시되며, 기간은 통상 2주를 넘지 않는다. 지원 차는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서명과 함께 IAEA로 제출하면 된다. 훈련국

가  기 의 동의를 얻어 최종훈련이 시작될 때까지 보통 6개월 이상 소요

된다.

③ 회의  워크  개최 지원

IAEA는 기술 력사업 하에 추진되는 특정 사업에 해 조언  진척상황 

검토를 해 회의․워크 을 개최하고 있다. 회의, 워크   국가 인 연구 

과제는 IAEA의 요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④ 훈련과정 (Training Programs)

IAEA는 회원국과 함께 원자력 기술의 평화  이용  용을 한 지역 내 

 지역 간 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가 훈련 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IAEA

는 이 로그램의 행정업무  자문 원, 강의  장비를 제공하며, 로그

램 홍보를 담당한다. 로그램 개최국에서는 로그램 표를 임명하고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참가희망국은 정부기 을 통해 IAEA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로젝트와의 련성 정도에 따라 참가국이 결정된다.

⑤ 장비조달(Procurement)

IAEA의 조달부서(MTPS: The Agency`s Office of Procurement Services)는 

기술 력과 연구 과제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계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

비나 서비스의 수혜자는 아 리카,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동  동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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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 력과제 수혜자이다.(한국은 장비 수혜자가 아님) 문화된 원자력 

장비와 서비스 주문자의 부분은 농학, 생물학, 화학, 수문학, 산업, 의료, 

원자력안 과 물리학분야에 용되며 UN 내의 다른 기 과 마찬가지로, 

IAEA의 장비조달은 보통 국제 경쟁 입찰로 리된다. 

(3) 기술 력사업 략

① 주요 기 (Central Criterion)

수요주도형(Demand driven) 사업과 필수 인 사업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제하에, 주요기 에 속하는 사업은 국가의 개발우선순 와 연 되고, 정부

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사업이 해당된다. 이는 해당국가의 우선 순 와 일치

하도록 IAEA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원자력기술이용을 

한 필수분야와 련되거나 사업의 상성과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 

재정지원과 같은 정부의 강력한 재정지원 등의 지지가 있는 분야 혹은 사업 

성공에 있어 원자력이 주요 역할을 하는 분야 등의 특성을 지닌 분야․사업

은 주요기 에 속한다.

② 국가보고서(CPF: Country Programme Frameworks)

국가보고서의 주요 개념은 기(4~6년간)동안의 수혜국과의 기술 력을 한 

참고 기 을 제공함으로써 특정 국가에서 기술 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자력기술을 명확하게 도출하여 용이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다.  국

가보고서의 활용 목 은 기술 력사업의 기획  설계를 강화하고 국가, 지

역 간의 사업 활동에 해 가장 효과 이고 효율 인 통합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IAEA 기술 력사업이 해당국가 개발목표  우선순 와 연 되도록 

하기 함이다. 국가보고서는 최종수요자(end-user)가 원자력기술 이용을 통

해 가시 인 사회·경제  효과를 내도록 돕는 효과 으로 기술 력사업을 시

행할 수 있게 해  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원자력 정책과 연계된 기술 력사

업의 개발을 주도 으로 도출할 수 있게 해 다. 2009년 말 재 총 84개의 

회원국이 국가보고서 작성을 완료했으며 21개국이 작성 이다.

③ 트 십(Partnership)

트 십의 개념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개도국들 간 트 쉽이 지속 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국가기  간, 정부 간, 최종수요자 간 트 쉽 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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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트 십의 강조는 트 십을 통해 재정 , 략 , 

기술  이 을 가질 수 있다는데 그 목 이 있다. 

④ 주제계획(Thematic Planning)

주제계획은 포  개발 문제에 있어 가장 효과 이고 효율 인  해결책을 

찾기 한 계획도구로서 개발문제배경, 특정기술의 이 , 역할, 책임, 주요이

해 당사자들의 목   사회․경제  향에 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 력에 있어 우선순  확인을 해 도입되었다. 주제계획은 IAEA의 경

험을 통해 원자력기술이용의 지침을 제공하며, 원자력기술의 비용 효과  분

석을 제공하며 IAEA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있다.

(4) 략도구

① 사업주기 리체제(PCMF: Program Cycle Management Framework)

PCMF는 사업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해 제작된 웹상 리 로그램으로써 사업담

당자와 사무국의 효율  의사소통, 투명성있는 사업 리 가능, 조 차간략, 정보공

유  종합  감사근거를 제공해 다. PCMF는 다음의 3단계로 구성된다.

  - 1단계 (사업구성) : 선행 자격요건 개념/우선 사항의 재결정

  - 2단계 (사업계획) : IAEA의 동의/기술 력 원회/이사회 승인

  - 3단계 (계획실행) : 계획된 활동 보고/명쾌한 모니터링

  

② 력센터 (Collaborating Centers) 

R&D 투자  원자력 련기술 훈련을 지원하는 IAEA 력센터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제한된 문가를 지원하여 력 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후보 

기 은 비공식 의를 통해 확정된 력분야  세부일정을 유 기   담

당자에게 통보하고 IAEA는 회원국에게 후보지정기 에 한 정보배포  

동의 의사를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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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AEA 력센터 황

기    명 국 가 분   야

1
국 강 학교 

농업과학연구소
국

식품  농업분야의 방사성 동 원소    

  방사선 응용

2
벨기에 원자력연구센터

(SCKㆍCEN)
벨기에 원자력 공학  기술

3
라질 상 울로 학교 

동물생명공학실험실
라질

생물학  환경 연구  분야의 동 원소   

   방사선 응용

4
한국 서울 학교병원 

핵의학과
한국 방사선 의학  의료

5
한국 정읍

원자력연구원
한국

식품  농업분야의 방사성 동 원소    

  방사능 응용

6
필리핀 원자력연구소

(PNRI)
필리핀 일반 원자력 개발과 원자력  핵 물리학

7
헝가리 

국립식품검사원
헝가리

식품  환경 분야 오염물질  잔여물과 식

품 방사선 조사

8
이탈리아 국립방사

가속기실험실
이탈리아 원자력 공학  기술

③ 기술 력자문 원회(Standing Advisory Group on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기술 력자문 원회는 반 인 기술 력 련 정책에 해 IAEA 사무총장

에게 조언을 하며 기술 력 활동의 효과  효율성 증 를 추구하고 회원국

의 요구사항을 수렴한다. 한 력강화 기술 력 로그램 활동의 략  

IAEA 사무총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의제를 TC 사무차장, 표자  외부 

문가들과의 회의를 통해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AGTAC 원의 임기는 3년이다. 2009년 말 재 SAGTAC 원은 총 19인의 

각국 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 키스탄, 라질, 이태리, 필리핀, 캐나다, 나

이지리아, 수단, 독일, 알바니아, 바논, 그리스, 페루,  호주, 미국, 일본, 볼

리비아, 국, 말 이시아, FAO옵서버)

제 4 절 기술협력사업의 예산체계

IAEA 기술 력사업의 산은 주로 기술 력자 , 특별기여 으로 나  수 

있다. 그림 3에서는 기술 력사업 산지출을 분야별로 비교하여 보여 다.



- 13 -

<그림 3> 분야별 기술 력사업 산지출 비교(‘08)

(1) 기술 력자

① 회원국의 자발  기여 (Voluntary Contribution)

② 국가참여비용 (National Participation Costs)

기술 력사업 수혜액의 5%로 일 용하며 사업 착수 에 50%를 선납하고 

후에 완납하는 형태로 2005년 사업부터 용하고 있다.

 ※ 2004년부터 Assessed Program Costs(APCs)라는 용어 신 회원국 참여비용(NPCs)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 다.

(2) 특별기여  (Extrabudgetary Funds)

Footnote a/ 사업1)의 추진을 한 자 으로서 특정사업 수행을 한 회원국 정

부의 비용분담  UNDP를 포함한 기타 UN산하기 의 기부 이 이에 해당된

다.

1) Footnote a/사업 :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지만 바로 자 을 이용할 수 없는 사업 ( 재 가용지

원이 없이 승인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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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특별기여 분류

  ○ Donor is not recipient 

     (공여국이 자국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음) : 호주, 칠 , 국, 콜롬비아, 체코, 

에콰도르, 랑스, 아이티공화국, 이태리,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 이시아, 니카

라과, 필리핀(30,000불), 스리랑카(5,000불), 스웨덴, 태국, 국, 미국 등임. 

  ○ 필리핀, 말 이시아, 스리랑카 등은 EB 기여 을 지역사업인 RCA 사업의 

TCDC 자 (사업기획을 한 문가 청, RCA 정책회의 개최 비용 등)에 지원하

고 있음 

  ○ Donor is recipient 

     (자국 사업수행 차원에서 장비 구매 등을 해 해당국에서 일정 액 분담

(government cost sharing)) : 알제리, 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③ 물기여 (In-Kind Contribution)

연수(Fellowship)  훈련(Training Course)제공, Cost-Free Expert 견, 장비 제공

④ 기타수입 (Miscellaneous Income) 

기술 력기  탁에 따른 이자수입 

⑤ UNDP 지원

UNDP 지원 은 IAEA가 이행기 이 되어 UNDP가 승인한 사업을 수행하

기 한 자 이다.

제 5 절 기술 력사업 수행 차 

기술 력사업의 수행 차는 그림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업기획을 

시작으로 사업설계  검토를 거쳐 선정되고, 수행, 평가의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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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술 력사업 수행 차

(1) 1단계 : 사업기획 

사업기획은 사업 착수 2년 부터 하게 된다. 상류부문(Upstream, pre‐

programming) 업무로 지칭되는 사업기획은 기술 력사업 주기에서 가장 

요한 부문을 차지한다. 기술 력부는 기술부서의 기술담당  (Technical 

Officer: TO)과 함께 회원국의 개발계획, 정치, 사회경제 인 상황뿐만 아니

라 지원 상 기술 등을 악해야 한다. 사업기획을 해 Country Profile 뿐

만 아니라 IAEA 와 회원국 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국가보고서

(CPF:Country Program Framework)을 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 CPF에는 

기인 5 - 6년간 국가개발계획  우선분야 등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주기 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사업기획 련, IAEA는 문가 서비스 는 국가담당  견 등을 통해 회

원국들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 기획하는 것을 도와 다. 사업기획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2) 2단계 : 사업 설계/입안

사업 설계/입안을 한 사업계획서(Project Document)는 IAEA의 지침에 따

라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해당국가의 사업 우선순 가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신청 사업은 해당국가의 국가개발계획 (원자력 장기계획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IAEA 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해 개별 국가의 국가개발계획을 지원하기 해 원자력기술의 도입을 통해 

사회경제 인 효과가 크게 창출될 수 있는 종합 이며 장기 인 규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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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Integrated Long‐Term Large Projects)에 우선순 를 두고 있다. 이는 

IAEA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함이다.

기술 력부는 회원국과의 조 하에 효율 인 사업설계/입안을 해 웹기반

의 사업순환 리체제(PCMF:Program Cycle Management Framework)를 도

입하 다. 동 임워크에 따라 회원국들은 사업계획서 작성 에 로젝트

에 한 아이디어를 단순한 양식의 사업제안서 (Project Concept)로 작성하여 

먼  제출하고, 이것이 IAEA 기 에 따라 채택되면 최종 으로 사업계획서

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다.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는 사업목 , 략, 기 효과 

등이 포함된 사업기본정보뿐만 아니라 사업 milestone에 해당하는 Work 

plan과 Logical Framework Matrix도 같이 작성, 제출해야 한다.

PCMF 이용 련, 한 장비와 IT 인 라가 부족한 회원국들은 사업설계/

입안 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PCMF의 사용자 편의성 추

가 기능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3) 3단계 : 사업 검토  선정 

기술 력부 국가담당  (CO : Country Officers)은 해당 국가의 사업 우선순

, 국가개발계획과의 부합 여부 그리고 동 사업에 한 해당 정부의 지원의

지 등에 을 두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한다. 기술담부서의 기술담당 은 기

술 인 에서 사업계획과 신청 산 등을 검토하며 필요시에는 국가 사업

책임자 (CP : CounterPart)와 직  의한다. 

① CO (Country Officer): TC 부서 내부의 공식 인 사업 리책임 직원은 사

업 리담당 (PMO, Project Management Officer)으로 지칭하며 특히 국

가사업담당 을 CO로 지칭함 

② TO (Technical Offcier): 기술 력사업과 련된 기술부서의 직원

 

③ CP (CounterPart): 기술 력사업 련 회원국의 해당 사업책임자

④ NLO (National Liaison Officer): 기술 력사업 이행 련 IAEA와의 연락책

임 등 회원국 연락책임 이 국가/지역사업의 경우 NLO, 지역사업  

정사업의 경우 National Representative(NR)로 지칭하며, 한국의 경우 교

과부 원자력 력과장직이 NLO, NR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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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단계 : 사업 수행

사업 착수 년도 11월 기술 력 원회 (TACC)  IAEA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사업은 기 수립된 work plan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기술

력부 사업 리담당 (PMO)는 사업수행의 책임을 지고 TO, CP 는 NLO등

과 긴 한 력 하에 사업이행율 제고를 해 노력해야 한다. 회원국이 요청

한 인력양성을 한 훈력생 견, 과학자 방문, 문가 서비스, 효율 인 장

비 공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회원국에 지원하는 장비는 국제품질기

에 충족되어야 한다. 

회원국에서의 TC 활동수행을 해 정부뿐만 아니라 련기 들은 TC 로

그램 이행에 있어 IAEA의 요한 트 이며 특히 회원국의 NLO 역할이 

요하다. 

(5) 5단계 : 사업 모니터링  평가 

Country Officers(CO)는 사업수행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을 수행

하는 회원국들은 주기 으로 사업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진행 사항과 

요구사항을 IAEA에 알려야 한다. Work plan에 포함된 모든 활동들이 수행 

완료되었을 때 PMO는 TO, CP, NLO등과 의하여 사업종료 차를 취하게 

되며 사업종료 에 성과보고서(Achievement Report)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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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업선정 차  기

II. 로그램 평가단계

1. 계획평가

2. 수행평가

3. 결과보고

III. 로그램 수행단계

1. 사업추진

2. 모니터링

3. 성과달성

4. 성과보고

I. 로그램 기획단계

1. 계획(Planning)

 2. 선정(Selection)

3. 설계(Design)

 기술 력사업 주기는 크게 로그램 기획단계, 로그램 평가단계, 로그

램 수행(Implementation) 단계로 나눔

 1) 기획단계 : 사업제안서 계획단계로 보통 사업수행 2년 까지 사업제안

서  사업계획표를 IAEA TC부서에 제출. 이 단계에 명확

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 사업결과와 목표를 달성하기  

해 필요한 활동 계획 등을 첨부함. 사업계획 시 고려사항은 

본 사업의 국가 정책과 부합여부 (국가보고서(CPF) 기 ), 

IAEA 우선순의 분야여부 (농업, 의료, 산업, 환경)  IAEA 

기술 력 정책방향일치 등이다.

     

 2) 평가단계 : 회원국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IAEA 문가들이 평가 작업에 착수

하여 회원국의 사업 우선순 , 국가개발계획과의 부합여부, 

사업에 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여 산 배정(11월 IAEA

이사회에서 산확정)

 3) 수행단계 : 계획, 승인된 제안서 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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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우리나라의 IAEA 기술협력사업 수혜현황

우리나라는 지난 1958년부터 IAEA 기술 력사업 통하여 문인력의 교육 

훈련  연구 장비의 지원 등의 기술 원조를 많이 받아왔다. 우리나라가 

재 원 용량 기  세계 6 의 원자력선진국에 진입하기까지 IAEA의 기술원

조가 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경제성장 규모와 기술력 향상 등을 고려하

여 기술 력사업  국가사업의 수혜를 단하기로 결정하 으며 이를 

IAEA에 공식서한으로 달한 바 있다. 이에 2010년 1월 말까지로 기술 력

사업 수혜를 단하기로 했으나 개도국에 한 공여 활동은 계속해 나가기

로 하 다.

제 1 절  기술협력사업 재원별 분류에 따른 수혜 현황(1981~2008)

우리나라는 지난 1981년부터 2008년까지  액 기 으로 

기술 력자 (TCF) 894만 불, 특별기여 (Extrabudgetary Funds) 73만 불, 

물 기여 3만 불  UNDP 지원  50만 불 등 총 1000만 불이 넘는 

액을 수원 받았다. <그림 5>는 1981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술 력사업 

재원별 분류에 따른 수혜 황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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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연도별 기술 력사업 재원별 분류에 따른 수혜 황(198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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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도별 기술 력자 (TCF) 수혜 황(1981~2008)

IAEA 의 재정지원의 부분은 기술 력 자 이며, 그림 6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1990년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의 원자력 발 과 원자력 

련 기술 개발이 일치한다. 특별기여 의 사용은 원자력 건설  운용의 

확  시기인 1980년  말부터 1990년  반에 집 되어있다. 이는 

경제개발에 한 원공 을 제공하기 한 것으로 1980년  말에서 

1990년  까지 IAEA를 통해 제공된 UNDP 자 이며, UNDP 자 의 

불연속성의 결과 한국은 1996년까지만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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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도별 특별기여 , 물기여  UNDP 지원  수혜 

황(1981~2008)

(1) 기술 력사업 형태별 분류에 따른 수혜 황(1981~2008)

한국은 지난 1981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 형태 기 으로 문가(Expert) 

372만 불, 훈련생  과학자방문(Fellowships and S/V) 514만 불, 장비 

115만 불  훈련과정  회의비 18만 불 등 총 1000만 불이 넘는 액을 

수원 받았다. <그림 8>은 1981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술 력사업 형태별 

분류에 따른 수혜 황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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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기술 력사업 형태별 분류에 따른 수혜 황(1981~2008)

(2) 기술 력사업 분야별 재원지출 황(1981~2008)

그림 9는 1981년～2009년까지 분야별 TC자 은 원자력 안 분야가 41%로  

가장 많고 원자력 응용 34%, 원자력에 지 18%, 기타 7%에 활용되었음을 

보여 다.

 

원자력에너지

18%

원자력응용

34%

원자력 안전

41%

기타

7%

<그림9> 분야별 TC자금 활용도 (198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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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가프로젝트 및 지역협력사업(RCA) 

1. 국가 로젝트 참여 황

우리나라는 1957년 IAEA 가입 이래 1909년 말까지 총 103개 로젝트를 완

료하 으며 11개 로젝트를 수행 이지만 기술 력사업 수혜 단 결정에 

따라 재 수행 인 모든 국가사업은 2010년 1월 말 시 으로 모두 단되

었다.   

재까지 수행된 국가사업은 그간 우리나라의 원자력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

진됨에 따라 원  안 성 향상, 원  안 기  마련, 방사선 안 리  방

호 등 분야와 원자력기술의 비발  응용 분야, 즉, 농작물 살충제, 환경 친화

인 비료, 농산물 보존 등과 같은 농업 분야, 의료분야  원자로  사이

클로트론 등 연구용원자로 시설 활용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표 2> 한국 종료 국가사업 목록 (103개)

사 업 명 담당기 사업종료
산

(US$)

Nuclear Power Plant Inspections and Tests 교육과학기술부 1977-04-30  25,367

Food Preservation 농림수산식품부 1977-08-23  9,517

Nuclear Power Plant Safety 교육과학기술부 1977-10-12  117,411

Neutron Scattering 한국원자력연구원 1978-03-29  25,965

Nuclear Power Plant Start-Up 한국수력원자력 1978-03-29  2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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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담당기 사업종료
산

(US$)

Quality Assurance for Nuclear Power Plants 교육과학기술부 1978-07-05  6,405

Radioisotopes in Agriculture 농림수산식품부 1980-02-25  23,822

Radiation Protection 교육과학기술부 1980-02-25  63,296

Nuclear Power Plant Safety 교육과학기술부 1980-02-26  67,190

Safety Analysis Review Training Course 한국원자력연구원 1980-08-29  40,123

Uranium Ore Separation 한국원자력연료 1980-09-02  33,646

Pesticide Residues 한국원자력연구원 1981-03-11  1,910

Nuclear Power Plant Safety 한국원자력연구원 1982-07-20  34,324

Pellet Cladding 한국원자력연료 1982-07-20  20,312

Sintered Uo2 Pellet Study 한국원자력연료 1982-09-30  11,881

Radioisotopes in Animal Nutrition 한국과학기술원 1982-09-30  91,283

Nuclear Power Plant Safety 한국원자력연구원 1982-12-15  41,117

Nuclear Power Plant Quality Assurance Training 한국원자력연구원 1983-09-23  9,819

Reactor Safety Analyses (KAERI)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1983-09-23  14,500

Radioisotopes in Agriculture 제주 학교 1983-09-30  221,218

Quality Assurance 교육과학기술부 1985-06-26  86,344

Nuclear Power Plant Safety (KAERI) 한국원자력연구원 1985-01-30  100,463

Nuclear Power Plant Safety 한국원자력연구원 1985-06-25  118,760

Nuclear Power Plant Safety 한국원자력연구원 1985-06-25  40,443

Nuclear Waste Management (AEB) 교육과학기술부 1985-06-25  47,441

Postgraduate Training in Radiation Safety 충남 학교 1985-06-25  44,151

Quality Assurance 교육과학기술부 1985-06-26  86,344

Nuclear Safety Research and Training 한국원자력연구원 1986-06-11  103,420

Trace Element Analysis 서울 학교 1986-06-27  16,890

Mutation Breeding 국립농업과학원 1986-06-27  24,659

Groundwater Resources Development 한국에 지기술연구원 1986-12-31  6,551

Uranium Ore Analysis 한국에 지기술연구원 1987-10-29  3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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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담당기 사업종료
산

(US$)

Isotopes in Animal Production 제주 학교
한국과학기술원

1987-10-29  73,931

Radioisotopes in Fertilizer Studies 제주 학교 1987-12-15  25,747

Secondary Standards Dosimetry Laboratory (SSDL) 보건복지가족부 1988-12-20  250,089

Nuclear Manpower Development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 력공사
1988-12-20  151,863

Review of Nuclear Manpower Programme 한국원자력연구원 1988-12-20  32,128

Pesticide Residues 충북 학교 1988-12-20  48,528

Isotope-Aided Studies on Mulberry Physiology 국립농업과학원 1988-12-20  38,965

Soil/Water Relationship Studies 국립농업과학원 1989-06-01  86,623

Training in Load-Following Technology for 
Power Reactors 한국원자력연구원 1989-09-25  21,630

Radiation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교육과학기술부 1989-09-25  19,138

Environmental Radiation Protection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1989-09-25  183,131

Nuclear Power Plant Quality Assurance and 
Start-Up Testing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1989-10-30  169,790

Training Course on Stress Analysis 한국원자력연구원 1989-10-30  26,706

Isotopes and Radiation in Agricultural 
Research 국립농업과학원 1989-12-31  633,389

OSART Mission to Wolsung Nuclear Power Plant 교육과학기술부 1990-12-19  38,045

Uranium Exploration 한국에 지기술연구원 1991-01-08  52,484

Radioimmunoassay in Cattle Productivity 
Studies 충남 학교 1991-01-08  59,306

Commissioning and Start-Up Testing of Nuclear 
Power Plants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1991-01-08  129,978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한국원자력연구원 1991-12-31  47,778

Industrial Applications 원자력병원 1991-12-31  52,991

Nuclear Regulatory System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1991-12-31  70,367

Quality Assurance 한국원자력연구원 1992-09-15  82,441

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한국원자력연구원 1992-12-30  191,688

Nuclear Fuel Qualification 한국원자력연구원 1992-12-30  19,775

Nuclear Power Plant Water Chemistry 한국원자력연구원 1992-12-30  43,437

Radioactive Waste Disposal
한국에 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1992-12-30  48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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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담당기 사업종료
산

(US$)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Techniques 한국원자력연구원 1992-12-30  66,501

Nuclear Safety Research 한국원자력연구원 1993-03-24  221,845

Emergency Planning and Preparedness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1993-08-13  29,705

Standardization of Neutron Measurements 한국표 과학연구원 1993-08-26  224,429

Support for Nuclear Power Project 
Implementation 한국원자력연구원 1993-08-26  43,985

Nuclear Power Plant Operator Training 한국원자력연구원 1994-01-25  83,963

Regulatory Policy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1994-01-25  9,210

Energy and Nuclear Power Planning 한국과학기술원 1994-03-21  82,156

Nuclear Power Plant Safety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1994-05-25  313,559

Ultrasonic Signal Analysis and Image 
Processing System

한국원자력연구원 1994-12-30  83,028

Processing of Agricultural Wastes for Animal 
Feed 국립농업과학원 1995-12-22  70,053

Marine Environmental Radioactivity 한국해양연구소 1995-12-22  53,077

Sterilization of Tissue Grafts 단국 학교 1995-12-22  63,674

Monitoring of Environmental Radiation 한국표 과학연구원 1995-12-22  49,438

Nuclear Power and Safety Technology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1995-12-22  169,109

Isotopes and Radiation in Agricultural 
Research

국립농업과학원 1996-02-21  120,330

Activity and Environmental Fate of 
Pesticides 국립농업과학원 1996-12-23  108,391

Establishment of a Biological Dosimetry Laboratory 보건복지가족부 1996-12-23  104,768

Study of Condensed Matter Physics by 
Neutron Beam Experiment 한국원자력연구원 1997-02-10  49,945

Monitoring Environmental Radiation (Phase II) 한국표 과학연구원 1998-03-12  74,577

Manpower Development i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교육과학기술부 1998-04-20  382,295

Impact of Agrochemicals in Greenhouse 
Farming

국립농업과학원 1998-04-20  150,860

Strengthening National Safety Standards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1998-08-28  229,300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Nuclear 
Technology Support 교육과학기술부 2000-08-30  573,474

Cyclotron Utilization for Medical Purposes 원자력병원 2000-08-30  90,516

Utilization of Research Reactor 한국원자력연구원 2000-08-30  8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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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담당기 사업종료
산

(US$)

Dosimetry in Medicine and Radiological Health 보건복지가족부 2000-08-30  153,899

SAFETY SUPPORT FOR NPPs 한국원자력안 기술부 2000-08-30  134,894

Materials Characterization with Research Reactor 한국원자력연구원 2000-08-31  116,808

Conservation of Agricultural Resources 국립농업과학원 2000-08-31  106,660

Environmentally Friendly Pesticide-Fertilizer 
Formulations

국립농업과학원 2003-02-26  130,925

Safety Enhancement and Radiation Protection at 
NPPs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2003-02-26  93,951

Upgrading Technical Capabilities of Nuclear 
Power Training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2004-08-27  99,746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Nuclear 
Technology Support 교육과학기술부 2004-11-26  566,418

Medical Cyclotron Utilization and Pet 
Applications 원자력병원 2004-11-26  49,548

Low-Energy Cyclotron for Radioisotope 
Production 원자력병원 2004-11-26  88,053

Isotope Production and Material Testing 한국원자력연구원 2005-12-28  138,104

Quality Improvement of Major Crops and 
Integrated Plant Nutrition Management in the 
Low-Input Agricultural System

국립농업과학원 2005-12-28  87,708

Demonstration Facility for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Using an Electron Beam

교육과학기술부
삼성 공업

2005-12-28  110,581

Quality Assurance for Radioactivity Measurement 
and Internal Dosimetry 식품의약품안 청 2005-12-28  81,675

Development of Operational Safety Evaluation 
Technology for NPPs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2005-12-28  128,140

Improving Medical Preparedness in Response to 
Radiation Emergencies 한국원자력의학원 2009-05-26  57,275

Technology Development for Vitrification of 
Low-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s 
from Nuclear Power Plants

한국수력원자력 2009-08-26  122,156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Nuclear 
Technology Support 교육과학기술부 2009-10-14 503,323

Nutrient Efficient Crops and Safe Use of 
Pesticides in Sustainable Crop Production 농 진흥청 2009-12-08  2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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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11개 진행 인 사업 목록

사 업 명 담당기 시작년도 종료시

Development of Regulatory Practice for Power 
Uprates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2007  2010-7-31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Nuclear 
Technology Support (III)

교육과학기술부 2007 2010-7-31

Development of Advanced Radiopharmaceuticals 
and Therapeutic Radioisotopes

한국원자력연구원 2007 2010-7-31

Using a Gamma Phytotron for Mutant 
Induction to Improve Food and Ornamental 
Crops

한국원자력연구원 2009 2010-7-31

Establishing a Regional Cyclotron Centre 한국원자력의학원 2005 2010-7-31

Establishing Environmental Isotopes 
Measurement Laboratories

한국원자력연구원 2005 2010-7-31

Application of Industrial Process Gamma 
Tomography in Industrial Plants

한국원자력연구원 2007 2010-7-31

Establishing a Demonstration Mobile Pilot 
Plant Electron Beam Accelerator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한국원자력연구원 2009 2010-7-31

Strengthening Regulatory Competence and 
Effectiveness for Nuclear Power Plants

한국원자력
안 기술원

2003 2010-7-31

The OSART Mission for Units 5 and 6 of the 
Yonggwang Nuclear Power Plant

한국수력원자력
(주)

2007 2010-7-31

Improving Nuclear Safety Through Regulatory 
Assessment on the Inspection and Mitigation 
of Dissimilar Metal Welds

한국원자력의학원 2009 2010-7-31

(2) 지역 력사업(RCA) 참여 황

지역사업은 회원국  IAEA와의 력을 통하여 각 회원국이 소유하고 있는 

합한 국가 연구기 을 통하여 원자력 과학기술분야의 공동연구, 개발  훈

련사업 등 상호 력사업의 추진을 의미한다. RCA 정의 틀 안에서 력 사

업은 원자력에 지, 원자력안 , 폐기물 리, 농업, 공 보건, 산업, 수문학 

 육상․해양환경 분야에 동 원소․방사선응용 분야의 주제를 다룬다. 사

업들은 주제 분야(Thematic Areas)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회원국 오 쉽 향상

을 한 방안으로 각 주제 분야에 한 사업주도국을 지정․운 하고 있다. 

RCA사업은 크게 력사업과 공동연구 사업으로 나  수 있다. 력사업



- 29 -

(Cooperative Projects)은 원자력을 평화  목 에 의거하여 원자력에 지의 

개발, 실제  이용  연구수요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사업이며 공동연구사업

(Coordinated Projects)은 원자력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거나 원자력기

술과 련이 있는 지역 내 문제를 수행하는 국가 연구기  간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업이다. 공동연구사업은 2000년 이후 추진되고 있지 않다. 

 2007~2008년 RCA 사업의 경우, 한국은 총 20개 사업에 참여하 으며 이 

 2개 사업을 주도(Lead Country)하 다. 2007~2008년 참여기  목록과 20

개 사업 목록은 표 5, 6과 같으며 ‘09~’11년의 15개 사업 목록은 표 7과 같

다. 

<표 4> ‘07~’08년 참여기  목록

기 참여사업수(개)

한국원자력연구원 8

한국원자력의학원 5

농 진흥청 2

서울 학교 2

한국해양연구원 1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1

원자력국제 력재단 1

합  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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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07~2008년 사업목록 : 20개 사업 참여

사 업 명
책임자

(소속,직책,성명)

Formulation of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Strategie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KAERI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이만기

Adding Value to Materials through Irradiation with 
Neutrons 

KAERI
원자력기 과학연구본부 

연구로공학부 책임연구원 병진

Manage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KONICOF
국제 력실 실장

박창호

Sustainable Land Use and Management Strategies for 
Controlling Soil Erosion and Improving Soil and 
Water Quality 

농 진흥청
토양수분연구실 연구원

허승오

Improvement of Crop Quality and Stress Tolerance 
for Sustainable Crop Production Using Mutation 
Techniques and Biotechnology 

농 진흥청
특용작물연구실 연구원

강철환

Novel Applications of Food Irradiation Technology 
for Improving Socio-economic Development

KAERI(정읍)
방사선 략기술개발부

선임연구원
이주운

Distance-assisted Training for Nuclear Medicine 
Technicians

서울 학교
핵의학과 교수

정 기

Tumor Imaging Using Radioisotopes
서울 학교

핵의학과 교수
정재민

Application of High-Precision 3D Radiotherapy for 
Predominant Cancers in the RCA region

KIRAMS
원자력병원장

조철구

Strengthening Clinical Applications of PET in RCA 
Member States 

KIRAMS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최창운

Characterization and Source Identification of Air 
Particulate Pollution in the Asian Region 

KAERI
원자력기 과학연구본부 

성자과학연구부
책임연구원 정용삼 

Establishing a Benchmark for Assessing the 
Radiological Impact of Nuclear Power Activities on 
the Marine Environ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한국해양연구원
해양환경연구본부
책임연구원 김 일

Assessment of Trends in Freshwater Quality Using 
Environmental Isotopes and Chemical Techniques for 
Improved Resource Management

KAERI
핵연료주기기술개발본부 
고 폐기물처분연구부

책임연구원 고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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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책임자

(소속,직책,성명)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of Advanced Industrial 
Radiography and Tomography Techniques 

KAERI
원자력안 연구본부 
원자력재료연구부

책임연구원
정용무

Radiation Processing Applications for Health and the 
Environment 

KAERI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방사선공업환경연구부

책임연구원
노 창

Raising Productivity in the Coal, Minerals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using Nucleonic Analysis Systems 
(NAS) and Radiotracers 

KAERI
원자력기 과학연구본부 
동 원소이용기술개발부

선임연구원
정성희

Sustainability of Regional Radiation Protection 
Infrastructure 

KINS
안 총 부, 총 조정실

선임연구원
이재성

Strengthening Medical Physics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KIRAMS
사이버나이 센터

책임연구원
이동환

Improvement in Quality of Radiotherapy for Frequent 
Cancers in the Region 

KIRAMS
방사선종양학1과 과장

류성렬

Preventing Osteoporosis and Promoting Bone Mass in 
Asian Populations using a Food-based Approach 

KIRAMS
소아과3과 과장

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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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09~2011년 사업 목록 : 15개 사업 참여

사업코드 사  업  명 주도국 2009~2011
년담당자

 신규사업

RAS/6/053 RCA지역 내 암치료를 한 방사선 치료법 향상 일 본 KIRAMS 
양 모

RAS/8/109
농업 이용과 환경개선을 한 화학재료의 
방사선처리(Radiation Processing)

말 이시
아

KAERI 
노 창

RAS/7/019
원자력  동 원소 기술의 해양 환경 오염 리에의 
이용 필리핀 해양(연)

정창수

RAS/8/110
방사선사진술  단층진단법(Tomography)의 산업  
토목공학에의 이용 인 도 KAERI

정용무

RAS/8/111 방사성추 자  선원 기술개선  국
KAERI
정성희

RAS/5/050 수출물품에 한 생검역을 한 방사선요법 호 주
KAERI
이주운

 연장사업

RAS/8/108 동 원소이용 식수 품질 평가 키 
스탄

KAERI
고용권

 계속사업

RAS/6/048
지역내 주된 암치료를 한 정  3D 방사선 
치료법이용 일 본 KIRAMS

조철구

RAS/5/045 돌연변이기술  바이오기술 이용 작물 품질개선  국
농진청
신 섭

RAS/5/046 사회경제개발을 한 식품조사기술  국
KAERI
이주운

RAS/6/038 의료물리 기술자 교육 훈련강화 호 주 KIRAMS
이동환

RAS/6/049 방사선진단기술(PET) 강화 인 도 KIRAMS
최창운

RAS/7/015 공기 오염물질 특성분석 뉴질 
랜드

KAERI
정용삼

RAS/7/016 원자력발 활동 해양 방사선 향 평가 호 주 해양(연)
김 일

RAS/9/042 지역 방사선방호 인 라의 지속  발 호 주
KINS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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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훈련생/과학자방문 및 훈련프로그램

(1) 훈련생/과학자방문(Fellowship and Scientific Visit) 참가 황

1958년부터 2009년까지 총 791명이 IAEA의 훈련생  과학자 방문 

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분야의 선진 기술  지식을 익힐 수 있었다. 

연도에 따른 각 분야별 훈련생/과학자 방문 변화 추이는 <그림 10>과 같다.

0%

20%

40%

60%

80%

100%

1958-1969 1970-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9

Nuclear Energy Nuclear Application Nuclear Safety Others

<그림 10> 연도에 따른 각 분야별 훈련생/과학자 방문 변화 

추이(1958~2009)

분야별로는 원자력응용이 40%-60%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발  

 기술, 안 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응용분야에서는 Nuclear 

Science 와 보건  의료분야가 1960-1970년도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으나 1980년 부터 차 으로 식품, 농산물  물 분야와 

방사선생산  응용분야로 확  되었다.  발   기술 분야는 1960년 부터 

거의 같은 비율(25%)을 유지하고 있으며 70%이상이 발 기술이고 나머지는 

핵주기  재료분야이다. 상 으로 원자력안 분야가 원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 다. 1960년 에 비례 1980년, 

1990년 에 5배 이상 증가 하 다. 1960년도에는 방사선  폐기물 

안 분야가 가장 많았으나 차 안 설치분야로 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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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과정(Training) 참가 황

1980년부터 2009년까지 총 825개 지역  지역 간 훈련과정에 6224명이 

참가하 다. 연도에 따른 각 분야별 훈련과정 참가 변화 추이는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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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도에 따른 각 분야별 훈련과정 참가 변화 추이(1980~2009)

지난 30년간 분야별 훈련과정 참가 변화추이를 보면 원자력응용이 

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원자력안  그리고 

원자력에 지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1980~1990년도는 원자력응용분야가 

76%～93% 이상을 차지하 고, 그  원자력 기 과학과 방사선생산  

응용분야가 90%이상을 차지하 다. 2000년 에는 원자력 기 과학분야의 

훈련과정은 거의 미비하 고 신 보건  의료분야와 식품, 농산물  물 

분야가 확  되었다. 원자력안 분야는 Fellowship과는 달리 비율이 

3%～8%로 미미하다. 원자력안 분야의 훈련과정은 1980년  미미하 으나, 

1990년  이후부터 속히 확 되어 2000년 에는 비율이 38%로 10배가 

넘게 증가하 다. 특히 방사선  폐기물 안 분야가 가장 요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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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우리나라 및 주요회원국의 IAEA 기술협력사업 지원현황 

제 1 절  우리나라의 IAEA 기술협력사업 기여현황

(1) 기술 력재원 기여 황 황

   우리나라의 기술 력재원의 기여는 IAEA 사무국이 배정한 분담에 따라 

납입하게 되며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도별 분담  납입 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7 > 기술 력자 (TCF) 분담  연도별 분담  납입 황

연 도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납 입 414 400 720 850 1,000 1,000 1,000 1,386 1,676

총 목표액 

비율(%)
0.57 0.55 0.99 1.14 1.76 1.73 1.73 1.73 2.10

                                                                 (단 :천불)

기술 력자  이외에 표17에 따르면 1989년 ～ 2008년까지 약 미화 1,108.9 

달러를 특별기여 으로 추가 제공하 으며, 이는 연평균 미화 약 5만 달러에 

해당한다.

 

<표 8> 우리나라 연도별 기여 황 : 1987이후 연평균 5만 달러 규모

                                                                 (단 :천$)   

년

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합계

액
50 50 68 42 68 40 51 91 - 59 59 52 39 50 50 50 20 71 110 9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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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IAEA 사무국이 배정한 분담 목표액에 자발  서약 후 납

입하거나 서약 없이 납입하게 된다. 따라서 분담 목표액과 실제 납부액 간 

차이가 발생한다. 2009년 기술 력재원의 총 기여 황은 다음과 같다.

․기술 력자 (TCF)2)       : 1,781,000달러 

․국가참여비용(NPC)3)  :    9,863달러 

․특별기여 (EB) 기여  :    39,306달러

합    계    1,830,169달러 

(2) 연수생 수용 황

   우리나라는 IAEA 기술 력사업  과학자방문  연수생훈련 로그램을 

통해 2007년 32명, 2008년 14명의 과학자와 훈련생을 수용하 다. 국가별 

황을 살펴보면 방문 순 는 베트남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키스탄이 많았다. 주요 연수분야로는 베트남의 경우 원자력의학촬 , 식품 

 농업분야 방사선동 원소 등이며 키스탄의 경우 일반원자력개발, 

원자로 공학  기술, 방사선 리  원자력안  등이다.

2) Technical Cooperation Fund (TCF)

3) National Participation Cost (N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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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국가별 연수생 수용 황

국가명

구 분

2006 2007 2008

과학자 훈련생 합계 과학자 훈련생 합계 과학자 훈련생 합계

남아 리카 - - - - - - 2 - 2

라트비아 1 - 1 - - - - - -

루마니아 3 - 3 2 2 4 - 1 1

말 이시아 1 1 2 1 - 1 - 1 1

몽 골 - - - - 1 1 - - -

방 라데시 - 1 1 - - - - - -

베트남 4 2 6 6 5 11 1 3 4

라질 - - - 1 - 1 1 - 1

스리랑카 1 - 1 - - - - - -

시리아 - - - - 1 1 - - -

알제리 - 1 1 - 3 3 - - -

이란 2 1 3 - - - - - -

인도네시아 - 5 5 1 2 3 1 - 1

우크라이나 - - - 3 - 3 - - -

카자흐스탄 - 1 1 - - - - - -

태국 - 3 3 - - - - - -

터키 - 2 2 - - - - - -

키스탄 7 1 8 2 1 3 - 4 4

필리핀 - 1 1 - 1 1 - - -

합  계 19 19 38 16 16 32 5 9 14

   수용 기 별 황을 살펴보면, 기 별 방문순 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한국원자력안 기술원(KINS), 서울 핵의학과(SNUH)/한국원자력

의학원(KIRAMS)의 순으로 방문빈도가 높았다.

※ 서울 핵의학과, 정읍 원자력연구원 : IAEA지정 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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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기 별 연수생 수용 황

수용기

구 분

2006 2007 2008

과학자 훈련생 합계 과학자 훈련생 합계 과학자 훈련생 합계

EB-Tech 2 - 2 - - - 1 - 1

KIRAMS 1 2 3 - - - - 1 1

KAERI 2 8 10 4 6 10 2 - 2

KHNP 7 - 7 1 - 1 - - -

KEPCO - - - 1 - 1 - - -

KOPEC - - - - - - - 1 1

연세 1 - 1 - - - - - -

KINS 6 3 9 3 5 8 2 5 7

KINAC 1 - 1 - - - - - -

KPS - - - 3 - 3 - - -

순천향병원 1 - 1 - 1 1 - - -

순천향 - - - - 1 1 - - -

서울 병원 4 4 8 4 3 7 - 2 2

서강 - 1 1 - 1 1 - - -

KAITEC - 1 1 - - - - - -

합계 25 19 44 16 17 33 5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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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한국의 지원기 (Resource Institute) 리스트 

기    명 연  구  분  야

1
한국원자력연구원

일반 원자력 개발, 국가원자력 법 개발, 지속

가능 에 지 개발, 교육, 훈련  원자력 지식

리, 국가 로그램 구조,

분석 원자력 물리학, 방사분석 기술, 방사성의

약품, 방사능폐기물 리 기술  기반시설,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식품 방사선 조사 등등

2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원자력 법 개발, 방사화학, 장비  재료에 

한 방사선조사 향, 핵시설을 한 리 

체계 등등

3 서강 학교 국가원자력 법 개발, 

4 한빛 이져 교육, 훈련  원자력 지식 리, 국가 로그램 구조

5 공주 학교 IT 부서 교육, 훈련  원자력 지식 리

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 로그램 구조, 원자력공학  기술, 

7 한국수력원자력 국가 로그램 구조, 환경 개선, 발 용원자로 등등

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 화학  방사화학

9 한국기 과학연수원 방사선의약품

10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방사선의약품, 발 용원자로, 원자로기술, 

방사성폐기물 련 기술, 안  기 , 규정  

차, 원자력 시설의 안  평가 등등

11 서울 학병원 방서선 의학  응용, 원자력의학 촬  등등

12 한국 력기술
발 용원자로, 원자력 시설의 안  평가, 연구용 

원자로 안  등등

1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로기술, 핵시설을 한 리 체계, 

14 력연구원 원자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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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명 연  구  분  야

15 한국 력공사 원자로기술, 응  방안마련  처, 

16 월성 원자로발 소 원자로기술. 원자력 발 소 수명 주기 리, 

17 경희 학교 원자력공학과 원자로기술, 

18 이비테크
방사선 공학  가속기 기술, 방사선 처리 시

설  응용

19 앤스코
원자력 공학  기술을 한 인 자원, 일반 산업 

응용

20 충북 학교 생명공학 학 동물 생산

21 서울 학교 생명공학 학 동물 생산

22 남 학교 농업연구소 동물 생산

23 농 진흥청 동물 생산, 동물 질병

24 순천 학교 동물학과 동물 질병

25 국립암센터 원자력 의학 촬

26 연세 학교 의과 학 방사성동 원소  방사선 조사치료

27 순천향 학교 의과 학 분자 생물학 기술  면역 진단학

28 가톨릭 학교 의과 학 방사선 생물학

29 경북 학교 공과 학 산업용 처리를 한 방사선 기술  추 기 기술

30 충남 학교 공과 학 방사선 생물학

31 한양 학교 원자력공학과
방사성 폐기물 안 을 한 규제 기반시설, 

일반 방사선 노출 통제

30 제주 학교 동 원소연구소 해양 환경  해안지역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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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CA 지역사무국(RCARO) 

   RCA 지역사무국은 17개 RCA 회원국을 표하는 사무국으로써 RCA에 

한 인식을 증진하고 회원국 간 원자력 과학기술 력활동을 지원하기 

해 2002년 설립되었다.  IAEA가 RCA 사업재원을 부담함에 따라 각종 행정

지원을 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RCA 지역사무국은 17개 RCA 

회원국 합의하에 17개 회원국을 표하기 해 설립되었다. RCA 지역사무국

의 임무는 RCA 인지도제고(홍보), RCA 트 쉽 증진( 력자 발굴  재원

확보)이므로 RCA 정에 근거한 각종 사업의 기획․추진과 련하여 RCARO와 

IAEA는 상호 한 력 계를 유지․발 시켜가고 있다.

1990년 말 17개 RCA 회원국  IAEA는 RCA에 한 회원국의 오 쉽 증진을 

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 17개 RCA 회원국을 표하는 지역사무국의 설

립이 필요하다는 공감 를 형성하 다. 이에 따라 한국이 지역사무국 운 비 

부담  RCARO 사무국장 인건비는 출신국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RCA 지역

사무국의 한국 유치를 제기하 고, 17개 RCA 회원국 합의하에 RCA 지역사무

국을 한국( )에 설립하 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때 RCA 지역사무국은, 

직 으로는 RCA 인식증   RCA 트 쉽 증진을 한 것이지만  간

으로는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의 상제고  아․태 지역의 원자력 력을 주

도하기 해 설립되었다.

 

가. 추진경

  - 제25차 RCA 총회(1997. 9, 비엔나) : RCA 회원국들의 RCA 사업에 한 

오 쉽 증진을 해 지역 내에 사무국 설치 운  필요성 결의

  - 제28차 RCA 국가 표자회의(2000. 9, 비엔나) : 한국유치제안 (한국은 

사역사무국 운 비 부담, RCARO사무국장 인건비는 출신국 부담) 

  - 제29차 RCA 총회(2001. 9, 비엔나) : RCA 사무국 한국운  합의, 사무국 

설립 ․ 운 (2002. 3,  원자력연구소 내)

  - 제27차 RCA NRM(2005. 4, 말련) : RCARO 사무국장 임명  정식 출범

승인

  - 제35차 RCA 국가 표자 회의(2006. 9, 비엔나) : RCA 사무국장  평가를 

한 가이드라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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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차 RCA 국가 표자 회의(2007. 9, 비엔나) : RCA 사무국의 상강화

에 한 결의안(Resolution) 채택 

나. 조직 구성  운

  - 구성 : RCARO 사무국장 등 직원 6인  임시직원 (매년 2-3인)

  - 운 지원 : RCA 총회에서 결의한 운 지침이외에 RCA 사무국 운 지원 사

업 처리규정(과기부 훈령 제148호, 2004.4월)을 제정하여 사업 리 추진

  -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조직으로 설립․운 하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RCARO 사무국의 조직, 인사, 회계 등은 독립성 부여

  - 련 산 :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약 75억원의 산을 투입하여 RCA   

       사업활동지원

다. 주요사업

  - RCA 인식제고 : 정보유통체제 확립, RCA이해증진설명회 개최, 홍보자료

발간(RCA성공사례) 등

  - RCA 트 쉽 증진 : 국제기구와의 력증진, 회원국 원자력인력양성 지원사업

(RCA Post-doc Fellowship, RCA/KAIST원자력석사

과정, RCA/KOICA 핵의학 인턴쉽 과정 등 운 )

  - RCA 개발사업 기획, 집행, 평가업무 참여  련 정보 리

라. RCARO 사무국의 표 성과

  1) RCA 성공사례(Success Stories) 발굴

 - 회원국들의 사회경제  문제해결에 기여한 RCA 로젝트의 분야별 업

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RCA 인식제고 책자로 활용하는 

것을 목 으로 2007년도 제1차, 2008년도 제2차, 그리고 2010년도에 제3차 

성공사례를 발간하 다.

 - 특히, 동 leaflet(엽서형)으로 발간하던 것과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의 

성공사례를 소개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사무국은 최 로 제3차 발간 

분  “토양침식”에 해 booklet(책자형)으로 발간하 으며, 제4차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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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야 제목

제1차

(2007)

공기오염 분석
RCA's nuclear forensics tools in the fight against air 

pollution

식수 Isotope hydrology helps find water fit to drink

고분자 처리
New materials from natural polymers: using nuclear 

technology to improve Nature's gifts

조직 이식
Restoring health and saving lives: global benefits from 

RCA's trail blazing

핵의학분야훈련
'Distance assisted training' strengths regional skills in 

nuclear medicine

제2차

(2008)

농산물 육종 Cultivating better crops for sustainable agriculture 

해양 오염 분석 Turning the tide against marine pollution

비 괴 검사 Strengthening skills in NDT for regional industry

지열 이용연구 Harnessing energy from the heart of the earth

제3차

(2010)

토양 침식
Combating soil-erosion caused land degradation in the 

Asia and the Pacific region

가축 생산성
Improving livestock productivity while conserving the 

environment

(석유)화학공정
RCA innovation supporting regional chemical, 

petrochemical and petroleum indutries 

에 지 계획 Enhanced energy analysis and planning capabilities

을 비 에 있다. 

<표 12> RCA 성공사례 리스트

2) RCA 트 쉽 제고: UNDP와 쓰나미의 환경 향평가 로젝트  성

공 인 공동 수행

 - 원자력기술을 이용하여 2004년말 인도양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한 RCA 

회원국의 환경 향을 평가하여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2006~2009의 4년간 총 미화 35만불을 UNDP와 공동 투자하여 사업

을 성공 으로 완료하 다.

 - 14개 회원국 계 공무원  문가가 참여하여 쓰나미로 인한 해안퇴

물․지하수 오염도와 산호  향평가를 통해 쓰나미의 환경 향 정도를 

측정하 다. 동 데이터는 회원국의 계 당국에게 배포하여 스리랑카 수

자원 원회와 같은 기 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 44 -

3) RCA 트 쉽 제고: 여타 국제기구와의 가능사업 발굴 모색

 - 사무국은 UNDP 이외에도 GEF, CAI, ESCAP, PEMSEA, ADB 등 여타 

국제기구와의 트 쉽사업 발굴을 해서도 동 기구들의 추진사업 분석 

 활발한  등을 통해 극 노력하고 있다.    

4) RCA 공식 홈페이지 리․운

 - 2002년도 사무국 설립 시부터 가동되고 있는 사무국 홈페이지의 성공 인 

리․운 에 따라 RCA는 제38차 RCA 총회(2009.9, 비엔나)에서 기존의 

회원 용홈페이지를 사무국 홈페이지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여 사무국이 

RCA 공식 홈페이지를 리․운 하게 되었다. 

 - 이로써 사무국 홈페이지가 RCA의 정보허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5) 원자력발 소  원자력 련 기술․장비 수출 가능국가들을 상으로 

한 교육훈련 강화 

 -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은 인재들이 KAIST에서 원자력석사를 

취득하도록 지원하여 한국의 우수한 원자력기술을 교육 훈련시키고 있

다. 

 -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도국의 원자력정책 담당자  연구자들을 

상으로 연구용 원자로  방사선 기술분야 교육․훈련과 아울러 연구시설․

발 소․두산 공업 등을 방문․견학토록 하여 한국의 기술 우수성을 홍

보하고 이들과 네트웍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 아시아지역핵의학 력기구(ARCCNM)와 공동으로 회원국의 핵의학자, 의사 

 연구원 등을 상으로 한국의 뛰어난 핵의학 기술․지식 로 역내

를 상으로 하는 한국의 핵의학 련 장비․기술의 수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극 지원하고 있다.

  ※ ARCCNM : 아시아지역핵의학 력기구 (Asian Regional Cooperative Council for 

Nuclear Medicine)  

6) 다자간․회원국 주  국제회의(학회)에의 참가를 통한 외교활동 강화

 -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원자력 력포럼(FNCA)에 RCA를 표하여 구체

인 력방안 모색 등 우호 인 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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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원자력발  과학기술 컨퍼런스, 상해 방사성동 원소 기술  장

비 심포지움  동아시아해역환경 리 력기구(PEMSEA) 주  국제회의 

등에 극 참가하여 련 인  네트웍을 구축하는 등 외교활동을 강화하

고 있다.   

  ※ FNCA (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 : 아시아원자력 력

포럼

  ※ PEMSEA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 동아시아해역환경 리 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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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RCA 사업리스트(2009-2011)

사업코드 사  업  명 주도국 '09~11년
담당자

 신규사업

RAS/6/053 RCA지역 내 암치료를 한 방사선 치료법 향상 일 본 KIRAMS 
양 모

RAS/8/109
농업 이용과 환경개선을 한 화학재료의 
방사선처리(Radiation Processing)

말 이
시아

KAERI 
노 창

RAS/7/019
원자력  동 원소 기술의 해양 환경 오염 

리에의 이용 필리핀
해양연
정창수

RAS/8/110
방사선사진술  단층진단법(Tomography)의 산업  
토목공학에의 이용 인 도

KAERI
정용무

RAS/8/111 방사성추 자  선원 기술개선  국
KAERI
정성희

RAS/5/050 수출물품에 한 생검역을 한 방사선요법 호 주
KAERI
이주운

 연장사업

RAS/8/108 동 원소이용 식수 품질 평가
키 

스탄
KAERI
고용권

 계속사업

RAS/6/048
지역내 주된 암치료를 한 정  3D 방사선 
치료법이용 일 본 KIRAMS

조철구

RAS/5/045 돌연변이기술  바이오기술 이용 작물 품질개선  국
농진청
신 섭

RAS/5/046 사회경제개발을 한 식품조사기술  국
KAERI
이주운

RAS/6/038 의료물리 기술자 교육 훈련강화 호 주
KIRAMS
이동환

RAS/6/049 방사선진단기술(PET) 강화 인 도
KIRAMS
최창운

RAS/7/015 공기 오염물질 특성분석 뉴질 
랜드

KAERI
정용삼

RAS/7/016 원자력발 활동 해양 방사선 향 평가 호 주 해양연
김 일

RAS/9/042 지역 방사선방호 인 라의 지속  발 호 주
KINS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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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 회원국의 IAEA 기술협력사업 지원현황

선진국은 기에는 기술 력사업을 통해 원자력 발   응용분야의 기술개

발을 지원하여왔으나, 최근에는 략  기술지원을 하는 것으로 바 었다. 

특히 특별기여 (EB + footnote a/) 의 경우 IAEA 기술 력담당 과의 력

을 통해 략 으로 필요한 수혜국 선정  분야선택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 

부분의 경우 과제(project) 수행단계에서 조건을 제안한다. 를 들면 훈련 

 scientific visit은 본국의 기 으로 제안  연결을 해주며 설비  장비 

한 본국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국가차원의 거시  효과 

즉 기술개발 홍보  미래의 기술 수출 등을 하여 략 으로 지정한 목

표국에 기술 력 사업을 지원한다. 다음에는 주요 국가들의 기술 력사업 지

원 황을 기술하 다. 

(1) 미국

미국은 주로 회원국들의 연구용원자로 사용 후 연료의 안  제거, 연구용원자로 

노심 내 고농축 우라늄을 농축 우라늄으로 환하는 사업 등과 같은 핵물질 

련 사업  원자력안 기 4)에 기여하고 있다.

한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 라데시, 국, 이스라엘, 요르단, 팔 스

타인, 베트남의 의학  농업분야에 원자력기술을 이용하는 사업에도 기여하

고 있다.

이밖에 신흥 원자력 개발국가(UAE 등)들을 상으로 방사선연구 기반설비 

지원과 남미 지역을 상으로 식량분야  물 분야에 한 기술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지원활동을 수행 에 있다.

4) 원자력안전기금(Nuclear Security Fund) : 기술협력사업으로 수행되는 원자력안전 관련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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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No. 사업명 기여 액

BGD6015 방 라데시 핵종양학의 표 화 200,000

CPR4032 국 원자력개발 지원기 의 능력 제고 100,000

ISR5010 이스라엘 SIT5)를 활용한 지 해 리 통제 832,849

JOR5007 요르단 SIT를 활용한 지 해 리 통제 245,814

JOR5009 요르단 SIT를 활용한 지 해 리 통제 831,656

PAL5002 팔 스타인 SIT를 활용한 지 해 리 통제 498,647

RAS6)9054 원자력규제인 라 강화 110,000

VIE0008 베트남 인력개발  원자력기술 지원 22,365

VIE2006 베트남 식량  환경 샘  분석 35,248

VIE9010 원자력안 규제기 의 역량 강화 36,819

TOTAL 2,913,400

<표 14> 미국의 특별기여 을 활용한 사업 목록(2000~2009)

 (단  : US$)

(2) 일본

일본은 주로 RCA 사업에서 표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국이 주도하고 있는 

보건 분야 사업 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2004년 까지는 RCA 사업 

 자국이 주도하고 있었던 산업분야에, 2005년 이후에는 자국주도의 보건 

분야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 한 헝가리 원 운 안 훈련 강화사업  카자

흐스탄 고속로 안 평가 등 안  련분야 유럽지역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

다.

5) Sterile Insect Technique : 불임곤충기술

6) RAS : 지역사업의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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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No. 사업명 기여 액

CPR0008 국의 인력개발  원자력기술 지원 17,490

CPR0010 국의 인력개발  원자력기술 지원 31,686

RAS0035 개도국간 기술 력 리(RCA) 41,175

RAS0037 사업제안 설계와 구성에 한 회원국 지원 2,038

RAS0048 개도국간 기술 력 리(RCA) 43,575

RAS6028 원자력의 의학  응용(RCA) 51,158

RAS6035 자궁경부암의 LDR  HDR 방사선치료(RCA) 98,524

RAS6037 방사선을 이용한 자궁경부암 치료의 QA(RCA) 107,335

RAS6038 교육훈련을 통한 의학물리학 강화(RCA) 35,548

RAS6040 지역의 빈번한 암의 방사선치료의 질 향상(RCA) 274,767

RAS6041 식품을 통한 아시아 지역의 골다공증 방(RCA) 3,716

RAS6042 방사성동 원소를 활용한 종양 이미징(RCA) 69,641

RAS6048 RCA 지역의 3D 방사성치료 용(RCA) 158,113

RAS6049 RCA 회원국의 PET 용 강화(RCA) 10,000

RAS8077 산업 부문의 기술 향상을 한 주제기획(RCA) 10,000

RAS8085 비 괴검사  평가(RCA) 202,940

RAS8087 토양폐기물의 방사선 용(RCA) 78,906

RAS8089  방사선을 이용한 물자원 최 화(RCA) 58,271

RAS8090 방사과정을 통한 천연고분자 개선과 환경보존(RCA) 75,359

RAS8096 방사과정을 통한 천연고분자 변형(RCA) 73,848

RAS9018 방사능보호의 조화(RCA) 19,715

RAS9029 방사능보호의 조화, 4단계(RCA) 37,186

TOTAL 1,501,001

<표 15> 일본의 특별기여 을 활용한 사업 목록(2000~2009)

 (단  : US$)



- 50 -

사업 No. 사업명 기여 액

VIE4015 베트남 원자력인 라 개발 30,000

VIE5014 베트남 염분지의  돌연변이 육종 개발 121,418

VIE5015
베트남의 원자력기술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 

개발
  6,101

VIE8013 베트남 건설 산업에서의 NDT 활용 30,631

TOTAL

(3) 랑스

랑스는 표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베트남의 원자력 인 라 개발사업

과 원자력의 비발  응용분야  농업 부분의 기술향상 부분에 기여하고 있

다.

<표 16> 랑스의 특별기여 을 활용한 사업 목록(2000~2009)

(단  : US$)

(4)  국

RCA 사업  자국이 주도하고 있는 농업분야(식품) 뿐만 아니라 환경, 에 지에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 에티오피아의 체체 리 박멸을 한 불임곤충 기술

력사업 지원으로 90,000달러 기여하 다.(미국은 300만 달러 기여), 냐의 수

질평가를 한 동 원소기술 이용 사업에 45,000달러 기여, 필리핀 감마조사

시설의 개선을 해 60,000달러 기여, 마다카스카르의 질병치료능력 향상을 

한 원격  근 방사선치료기술 개선에 45,000달러을 기여하 다.

<그림 12> 냐의 농업분야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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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IAEA 기술협력사업 공여국 전환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 

제 1 절 공여국 전환에 따른 비용편익 및 문제점 분석

(1) 공여국으로의 환에 따른 비용편익

2008년 기 으로 우리나라는 168만달러의 기술 력자 (TCF) 분담 을 납입, 

IAEA 기술 력재원에 기여하 다. 반면, 21만불 상당을 문가(Expert), 훈련

생  과학자방문(Fellowships and S/V)  훈련과정 형태로 수원 받았다. 

비용편익측면에서 우리나라는 2000년도부터는 기술 력자  납입 이 IAEA 

기술 력재원 수혜 보다 많았으나 1990년  말까지는 다른 개도국과 같이 

형 인 수혜국이었다. 한국은 지난 1981년부터 2008년까지  액 기

으로 기술 력자 (TCF) 894만 달러, 특별기여 (Extrabudgetary Funds) 73

만 달러, 물 기여 3만달러  UNDP 지원  50만 달러 등 총 1000만 달러

이 넘는 액을 수원 받았다.

(2) 경제   산업  에서의 문제

한국의 경제성장 규모와 기술력 향상 등을 고려한 IAEA 기술 력사업 수혜

의 단결정은 앞으로 어느 기간 동안에는 경제   산업  에서의 문

제 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기술 력사업 공여국 환에 따른 국가사업 

단, TC 기술 력사업 참가여비 지원 단  주요 력사업, 특히 기술 력사

업  지역 력사업(RCA) 참여제한 등으로 재정 인 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 산업 으로는 재 추진 인 개도국 원자력 문가  연수생의 교육

훈련 제공을 한 연구기  연수, 국제원자력안 학교 연수, OJT, Mentoring 

시스템 등 지원 로그램에 어느 정도 재정 인 향을  것으로 망된다.

한 IAEA 기술 력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훈련, Workshop, Seminar, 국

제회의 등을 우리나라로 유치하는데 향을  수도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문가(local expert)활용, Information exchange network 구축 

 우리나라의 기술수 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IAEA 기술 력사업 공여국 환으로 인해 IAEA의 기술부서가 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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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동기술연구사업 (Coordinated Research Project (CRP))에 참여가 

제한받을 수도 있다. CRP는 회원국의 학, 연구기 , 실험실 등 연구개발 

수행기 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공모하여 IAEA는 정한 기 과 계약 는 

정을 체결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IAEA는 통상 으로 

개발도상국의 참여자에게는 연 5000불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지만 경제 

선진국의 참여자에게는 연구비 지원은 하지 않는다. (Annex 1: IAEA의 

공동기술연구사업 참조). 따라서 우리나라가 TC 공여국으로 환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향후 우리나라의 CRP참여자에 한 

IAEA의 연구비의 지원은 차 없어질 것으로 상된다.

제 2 절  IAEA 기술협력사업 수혜 중단에 따른 향후 국내 대응방안

(1) IAEA 기술 력사업 환경변화 분석

IAEA는 기술 력사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하여 소규모 사업의 수를 

이고 형사업 수를 늘리는 (“Few but Bigger”) 방식으로 추진 에 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소규모 사업에 분산시키는 것 보다 주요 략 분야의 

규모 사업에 집  투자함으로써 기술 력사업의 효과를 확 하기 한 방

향으로 이를 해 개별 국가사업 수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신규사업과 계

속사업을 포함하여 국가 당 사업수가 5개를 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 지역사업도 사업수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지역 정(RCA, ARASIA 등)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 당 25개를 과하지 않도록 하며 지역사업은 지역

정 사업과 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인력개발(HRD)과 장비구

매(Procurement)의 비율은 60%  40%가 되도록 하고, 체 장비의 80%는 

국가사업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20%를 지역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기존의 회원국 비용분담 (government cost sharing) 략에서 회원국 

는 타 국제기구 등과의 트 쉽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해 트

쉽 자문 (Resource Mobilization and Partnership Adviser)직을 신설하여 기

술 력특별지원 (footnote a/) 기술 력사업의 이행을 해 회원국, 다국  

재정기 , 지역개발기구, 정부간 기구  NGO 등을 상으로 IAEA 기술

력사업에 한 홍보와 정보교환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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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AEA 기술 력사업 지역별 지원 황 분석

IAEA는 기술 력사업의 지원효과를 극 화 하기 해 지역별로 필요한 기술

분야를 악하여 집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 지역별 지원 황 

분석을 통해 지역별로 특화한 맟춤형 지원 략 추진이 필요하다.

① 아 리카지역

2009년도 아 리카지역의 기술 력사업 추진 황을 보면 지역 특성상 보건

복지분야와 식량  농업분야에 한 지원이 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으

며, 원자력분야에 있어서는 방사성동 원소 생산  방어기술 분야가 17.5%

와 원자력 안 분야 17.3%  인력양성분야가 6.3%로 체의 25.2%로 노후

화된 연구용원자로시설에 한 안 문제와 의료용 방사성 동 원소의 안

리 등에 한 기술 력이 요하게 고려 되었으며 한 문인력 양성을 

한 기술 력이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3> 아 리카지역의 기술분야별 지원 황 (2009년)

출처: Technical Cooperation Report for 2009 GC(54)/INF/4/SUPPLEMENT, IAEA, June 2010



- 54 -

② 아시아지역

2009년도 아시아 지역의 기술 력사업 추진 황을 보면 지역 아 리카 지역

과 비교할 때 보건복지분야와 식량  농업분야에 한 비 은 체의 

32.7%로 아 리카 지역에 비해 낮은 반면, 원자력분야에 있어서는 방사성동

원소 생산  방어기술 분야가 9.8%와 원자력 안 분야 9.1%의 비 이 높

아 아 리카 지역과 유사하게 노후화된 연구용원자로시설에 한 안 문제

와 의료용 방사성 동 원소의 안 리 등에 한 기술 력이 요하게 고

려 되고 있으며, 아울러 신규원자력 로그램의 추진 계획에 따라 인력양성분

야가 6.3%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14> 아시아지역의 기술분야별 지원 황 (2009년)

③ 유럽지역

유럽국가( 부분 동구유럽 국가)의 경우 2009년도 기술 력사업 추진 황을 

보면 보건복지분야에 한 비 이 19.3%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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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분야에 있어서는 원자력 기 과학 분야가 20.1%, 원자력 안 분야 18.9%, 

동 원소 생산  방호기술 분야가 11.0%로 노후화된 연구용원자로시설에 

한 설비개선  안 문제와 의료용 방사성 동 원소의 안 리 등에 

한 기술 력이 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아울러 신규원자력 로그램의 추진 

계획에 따라 인력양성분야가 9.7%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15> 유럽지역의 기술분야별 지원 황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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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남미지역

남미지역의 경우 2009년도 기술 력사업 추진 황을 보면 보건복지분야와 

식량  농업분야에 한 비 은 체의 31.3%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

으며, 원자력분야에 있어서는 방사성동 원소 생산  방어기술 분야가 

13.3%와 원자력 안 분야 17.4%로 가동  원 에 한 안 리 문제와 의

료용 방사성 동 원소의 안 리 등에 한 기술 력이 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아울러 신규원자력 로그램의 추진 계획에 따라 인력양성분야가 8.4%

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16> 남미지역의 기술분야별 지원 황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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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AEA우리나라의 문가 기술 강   보완분야 분석

① 우리나라가 주 한 교육/훈련 강   보완분야 분석

2006-2010년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회의(워크샵, 세미나 등)의 참석

자 황을 분석해 보면, 총 628명(국제 문가 200명, 국내 문가 13명, 참석

자 370명)이고 분야별 개최 황을 보면 원자력공학/기술분야(4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핵연료주기/폐기물분야(4%)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핵연료주기/폐기물분야에 한 기술지원 확 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

다. 한 강사 등 문가 참여 황을 보면 총 258명  국내 문가는 58명으

로 22.5%로 국제 인 강의 문가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7> 우리나라가 주 한 교육/훈련(2006~2010)

<그림17> 우리나라가 주 한 교육/훈련(200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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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리나라가 지원한 교육/훈련 강   보완분야 분석

2006-2010년 5년 동안 IAEA 기술 력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회의(워크샵, 

세미나 등)에 우리나라에서 지원한 황을 분석해 보면, 총 495명(강사 287

명, 참석자 208명)이고 분야별로 보면 원자력공학기술분야(36%)로 다수를 차

지하고 있으나 방사선 이용기술의 식량에 활용분야(2%)로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향후 아 리카 지역이나 남미 지역 등 개발국가에 한 기술지원시 

이 분야의 문가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8> 우리나라가 지원한 교육/훈련(2006~2010)

<그림18> 우리나라가 지원한 교육/훈련(200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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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AEA 기술 력사업에의 진취  참여 방안 모색

우리나라는 우리의 경제성장  원자력 분야에서의 국제  상을 고려하여 

2010년 1월부터 IAEA의 기술수혜국에서 기술공여국으로 환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기술공여국 환에 따라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술지원 략에 

한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우선 그간 기술수혜국으로서 받아왔던 국가사업에 해서는 이들 사업의 추

진 타당성에 한 면  재검토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지속 으로 추진

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된 사업들을 다시 단기사업과 장기사업으로 구분하여 단기 지속사업

에 해서는 지역사업으로 환하여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장기 지

속사업에 해서는 원 /원자력기술 수출지원과 연계하여 련 기 에서 지

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도국에 한 기여 활동에 한 지원방법으로는 개도국의 국가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한 자비 문가 견(Cost Free Expert), 훈련생 체재비 부

담 등 물기여(in-kind contribution) 방식을 효과 으로 운 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한편 회원국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의 우수 장비가 공 될 수 있

도록 략  동반참여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특별기여 (EB) 분야에 해서는 회원국들의 식품/농업, 보건, 산업, 수

자원 리, 환경, 지식 리, 바이오기술 분야에의 참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 원자력 기술수출의 기반 확보를 해 사 력 차원에서 향후 원자력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와 련한  

기술 력특별지원 (footnote a/) 사업으로 략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해 목표 지원 상국가의 footnote a/ 사업내용을 사 에 악하여 특별기여

 기여방식을 지원하는 방법을 효과 으로 운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밖에 IAEA의 사업인 빈곤퇴치, HIV/AIDS  암과 같은 질병퇴치, 환

경문제 해결 등에 극 참여함으로 원자력에 지 기술 공 국으로서의 국제

인 상을 업그 이드 할 수 있을 것이다.

(4) 통합훈련시스템 운 과 교육훈련분야 특화 모색

우리나라는 그간 IAEA 기술 력사업의 과학자방문  연수생훈련 

로그램을 통해 '07년 32명, ‘08년 14명의 과학자와 훈련생을 수용하여 

왔다. 주요 연수분야로는 비 원자력발 국가는 원자력의학촬 ,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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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방사선동 원소 등이고 원자력발 국가의 경우 일반원자력개발, 

원자로 공학  기술, 방사선 리  원자력안  등에 해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 IAEA 기술 력사업 공여국으로서 가장 강 분야로 망되는 

교육훈련 로그램 지원을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해 RCA 회원국가들과의 

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해 RCA 지역사무국을 주  창구기 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RCA 지역사무국의 지역자원센터(Regional Resource Units)내에 

(가칭)핵심운 원회(Core Operating Committee)를 두어 IAEA 

훈련생(Fellowship) 로그램과 과학자 방문(Scientific visits) 로그램의 

창구/ 리  조정 역할을 담당토록하며, KAERI와 KINS의 원자력분야 

교육연수과정과 KHNP와 KEPCO E&C의 장훈련(OJT)과정을 연계하여 

시행하는 (가칭) 통합훈련시스템(One-house HR System) 운 이 필요하다.

한편 각 기 별로는 교육내용을 특화하여, 를 들면 KAERI는 연구개발; 

KINS는 안 규제; KHNP는 원자력발 소 건설  운 ; KEPCO E&C는 

설계엔지니어링분야로 특화하여, 국외 원 수출국가의 훈련기 과 경쟁력을 

증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훈련 상국도 아시아태평양지역 뿐만 아니라 

동  아 리카의 신흥 원자력에 지 추진국가를 상으로 하여 이들 

국가의 원자력에 지개발 인 라구축  문가 양성에 직 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한다.

(5) IAEA 기술 력사업과 연계한 원자력기술 수출확  방안 모색

IAEA의 기술 력부는 2007년도에 2,739건, 약 52백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구매하 다. 분야별로는 의료, 농업, 산업/수문학 분야가 가장 많다. 지역별

로 보면 유럽지역에서 21 백만 달러, 남미지역에서 8 백만 달러, 북미지역에

서 7 만 달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8백만 불 그리고 아 리카 지역에서 15

백만 달러 정도를 구매하 다. 2007년 원자력분야별 장비 구매 규모  지역

별 장비 구매 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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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기술 력사업의 분야별 장비 구매 규모(2007)

<그림 20> 기술 력사업의 지역별 장비 구매 황(2007)

우리나라가 IAEA 의 기술 력부에서 발주하는 장비  20%정도를 공 할 

수만 있다면 약 1천만 불의 장비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장비수출 

후 비부품의 수출과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향후 더 많은 수출효과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럽지역 국가들은 IAEA의 기술 력사업을 통한 

장비수출에 극 이다. 2007년에 독일은 9,600만 불, 오스트리아는 3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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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러시아는 280만 불 그리고 헝가리는 250만 불을 수출한 바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07년에 29만 불을 수출하 다.

기술 력 련 사업을 검토하고, 사 에 미리 정보를 입수하여 비만 잘하

면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능력, 제조 능력 그리고 가격 경쟁력으로 볼 때 충

분히 1천만 불 정도의 장비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해서

는 미국과 랑스의 경우와 같이 조달과 긴 히 연결되어 있는 국가사업 수

행을 한 특별기여 의 모니터링이 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비 생산 

기업들이 IAEA의 기술 력사업에 의한 장비조달에 참여하기 하여 IAEA 

의 장비  물자 조달 황을 악하고, 우리나라 기업과 제품들의 정보가 

IAEA 기자재 조달업자 목록에 등록(ANNEX 2. UN 조달물자 공 자 등록양

식  차 참조)될 수 있도록 략을 수립하고 이를 한 네트웍을 구축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 IAEA장비 공 자 황을 볼 때 한국의 등록 조달기업은 총 12개 업체

이며 단지 2 기업만 조달실 이 있는 상황이다. 한 재 IAEA는 원자력발

을을 신규로 도입하는 회원국에 한 지원을 확 하고 있다.  즉 지역 력

사업을 통하여 회원국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과제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지역 력사업에 극 참여하여 우리가 가진 원 련경

험과 기술을 소개하고 수함으로서 우리의 원자력발 기술 는 기자재를 

수출할 수 있는 환경과 분 기 조성이 매우 필요한 시 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원  수출을 확 하기 해서는 지역 력내에서 정책 으로 향

력이 있는 인사를 청 하여 우리의 원 황을 소개하고 시찰 등을 통하여 

우호 인 계를 구축하는 것도 기술교류보다 못지않게 더욱 요한 과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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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한국의 등록 조달업체 목록

NO.  기  업  명 사 업 내 용 기업코드 비 고

1 엑셀코리아 방사선감시장치, 
하이 리드 코 C009136

2 보엔지니어링 건축내외장재 C008370

3 이비테크 자선가속기, X-ray검색장치 C008689 조달실  유

4 랩코리아 연구용 실험기자재 C008444

5 호진산업기연 비 괴검사선원제조장치 C009120 조달실  유

6 이엠기술 네트워크 리 C008953

7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연구개발 C005875

8 농심엔지니어링 식품안정성검사 C009137

9 한국 UN 사무국 - C004512

10 삼 유니텍 물류자동화설비 C008176

11 서울 학교출 부 학술총서, 교재 C009069

12 세트 아이 성 랫폼, 성탑재체 등 
성용용품 C009138

  

(6) 국내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  활용방안 수립

국내에서는 향후 19기 건설 뿐 아니라 원자력 수출에 따른 원자력 문인력

에 한 교육을 시행하기 해서는 원자력 문교육을 체계 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심역할을 할 수 있는 기 이 필요하다.7)  이러한 기 을 통해 원자력 

연구개발에 도움이 되는 원자력 문가를 육성하여야 한다. 특히 IAEA CRP

에 극 참여함으로써 공동연구  R&D에 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

다. 한, RCA RO를 통한 지역 력사업(RCA)  간 인 기술 력사업 참

여 략을 수립하여 개도국 상 교육훈련 로그램의 발 방안을 수립하고  

TCF와 기술 력특별지원 (footnote a/) TC지원사업 목표지향 이며 모니터

링을 통한 국내 원자력기술의 해외수출 기반 구축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야 한다. 

7) 민병주 외, 2010.5. “원자력 연구/안전규제 인력수급 방안 연구” 보고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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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말을 기 으로 IAEA 기술 력사업 수혜를 마감하고 

공여국으로 환하 으나 이에 따른 문제  분석  응방안 수립에 한 

사  연구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IAEA 기술 력사업 수혜국 종료에 따

른 경제 , 산업  문제 과 함께 기술개발 상의 문제 을 검토하고 향후 기

술 력사업 추진 략과 정책방향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해당 국제기구  주요국가의 문가를 활용하여 문헌조사를 실

시하 고 IAEA, KINS, RCA  기타 IAEA 기술 력사업 참여기 의 문

가로 구성된 자문 원회를 구성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을 해외수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방안과 개선사항

을 도출하 다. 

(1) IAEA 기술 력사업에의 진취  참여

진행 이던 국가사업  지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여 단기 지속사

업에 해서는 지역사업으로 환하여 수행하고 장기 지속사업에 해서

는 원 /원자력기술 수출지원과 연계하여 련 기 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개도국에 한 기여 활동에 한 지원방법으로

는 개도국의 국가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한 자비 문가 견(Cost Free 

Expert), 훈련생 체재비 부담 등 물기여(in-kind contribution) 방안이 필요

하다.

한편 특별기여 (EB) 분야에 해서는 향후 원자력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

의 사업에 해 기술 력특별지원 (footnote a/) 사업으로 략  참여가 

필요하다. 이밖에 IAEA의 사업인 빈곤퇴치, HIV/AIDS  암과 같은 질

병퇴치, 환경문제 해결 등에 극 참여함으로 원자력에 지 기술 공 국으로

서의 국제 인 상을 업그 이드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별 지원분야 특화

IAEA는 기술 력사업의 지원효과를 극 화 하기 해 지역별로 필요한 기술

분야에 한 맟춤형 지원 략 추진이 필요하다. 

① 아 리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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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와 식량  농업분야, 노후화된 연구용원자로시설과 의료용 방

사성 동 원소의 안 리 등에 한 기술지원과 문인력 양성을 한 기

술 력이 필요하다.

② 아시아지역

노후화된 연구용원자로시설에 한 안 문제와 의료용 방사성 동 원소의 

안 리 등에 한 기술지원이 필요하며 신규원자력 로그램의 추진 계획

에 따라 인력양성분야 지원도 필요하다. 

③ 유럽지역

노후화된 연구용원자로시설에 한 설비개선  안 문제와 의료용 방사성 

동 원소의 안 리 등에 한 기술 력이 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아울러 

신규원자력 로그램의 추진 계획에 따라 인력양성분야 지원도 필요하다.

④ 남미지역

보건복지분야와 식량  농업분야에 한 지원과 가동  원 에 한 안

리 문제와 의료용 방사성 동 원소의 안 리 등에 한 기술지원이 필

요하다. 아울러 신규원자력 로그램의 추진 계획에 따라 인력양성분야 지원

도 필요하다.

(3) 다자간 국제 력 거버 스(Governance) 구축

정부는 지속 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 진행 인 기술 력사업이 유효한지, 

환경변화에 따른 다른 이슈가 있는 지, 수혜국이 앞으로 필요한 로젝트 등

의 정보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한 Coordination  피드백을 수행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국내의 공공기 과 사기업의 트 쉽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구축하여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지속 인 모니터링

이 필요하다.

(4) 기술 우월분야 지원 확   부족분야 보완 

IAEA 기술 력사업 지원(회의개최 등)을 통해 원자력공학/기술분야에 한 

경험이 축 되어 국제 인 기술 강 분야로 자리잡고 있으며 핵연료주기/폐

기물분야에 한 기술지원의 확 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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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 인 강의 문가 확보 측면에서 원자력공학기술분야에 참여 강험

이 많은 반면 방사선 이용기술 분야 (식량  농업분야 등)에 해서는 문

가 육성이 필요하다.

(5) 통합훈련시스템 운 과 교육훈련분야 특화

교육훈련 로그램 지원을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해 RCA 회원국가들과의 

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해 RCA 지역사무국을 주  창구기 으로 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AERI와 KINS의 원자력분야 교육연수과정과 

KHNP와 KEPCO E&C의 장훈련(OJT)과정을 연계하여 시행하는 (가칭) 통

합훈련시스템(One-house HR System) 운 이 필요하며 각 기 별로는 교육

내용을 특화하여 국외 원 수출국가의 훈련기 과 경쟁력을 증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IAEA 기술 력사업과 연계한 원자력기술 수출확  방안 모색

우리나라가 IAEA 의 기술 력부에서 발주하는 장비에 한 수출확 를 

해 략을 수립하고 이를 한 네트웍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 IAEA의 지역 력사업에 극 참여하여 우리가 가진 원 련경험과 

기술을 소개하고 수함으로서 우리의 원자력발 기술 는 기자재를 수출

할 수 있는 환경과 분 기 조성이 필요하다.

(7) 국내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  활용

원자력 문인력에 한 교육을 시행하기 해서는 원자력 문교육인 라를 

체계화하여 원자력 문가 육성을 확 하고 IAEA CRP사업  기술 력특

별지원 (footnote a/) TC지원사업을 통한 신흥원자력개발국의 교육훈련지원

을 국내 원자력기술의 해외수출 기반 구축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상기 연구결과는 IAEA 기술 력사업의 공여국 환에 따른 응방안 수립에 

직 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분야에 한 기술개발을 지속 으로 

추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체계 인 IAEA 기술 력사업 

참여의 기반  략수립의 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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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AEA 공동기술연구사업 개요

회원국의 학, 연구기 , 실험실 등 연구개발 수행기 에서 연구개발 과제

를 제안하고, IAEA는 정한 기 과 계약 는 정을 체결하여 연 5,000 

달러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로그램이다.

공동연구 로그램의 목 은 IAEA가 원자력기술  동 원소 활용기술에 

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회원국에 유포하여 특정문제 는 사안을 이해하

거나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한 개도국의 원자력 과학  기술 발

을 도모하여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원자력 평화  이용 활동의 

지속  발 의 진을 추구하는 것이다.

공동연구 로그램은 1960년  이 에는 안 보장조치, 방사능방호, 안 성 

 보건 등의 같이 주로 IAEA 활동에 즉각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수 연

구 분야에 은 규모의 기 이 활용되었지만 1960년  이후, 연구결과의 

요성에 을 맞추어 기 을 활용하 다. 재는 1,000여 개가 넘는 연구에 

6백만 달러의 기 이 투입되고 있다. 

  <표 1> 국가별 국제공동연구 로그램(CRP) 과제 황(‘08)

순 국가 계약과제 약과제 합계

1 미국 19 74 93

2 인도 52 13 65

3 국 55 9 64

4 러시아 39 14 53

5 국 16 36 52

6 라질 45 2 47

7 독일 3 42 45

8 랑스 1 43 44

9 키스탄 41 1 42

10 이탈리아 3 36 39

11 일본 0 38 38

11 아르헨티나 35 3 38

13 한국 8 22 30

14 남아공 24 4 28

  



IAEA는 연구계약(Research Contracts), 연구 약(Agreements)  

연구조정회의(RCM)를 통해 연구와 련된 제반 활동을 지원, 조정하게 

된다. 

① CRP에서의 IAEA 역할 

IAEA는 특정 연구 활동을 착수할 수 있도록 기술부서 소속의 Project Officer를 

임명하고 연구주제가 명확히 명시되고 CRP 참가기 들이 합의된 work plan

에 의거하여 연구수행토록 지원한다. 한 각 국가연구기 이 제안한 과학기

술 인 방법론이 연구의 목 과 부합되도록 하며 CRP 참여자들에게 련 연

구 분야에 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알려주고 필요시, 국가 연구기 들이 

연구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입수하는데 도움을 다. 

② CRP 기획 시 고려사항

CRP 기획 시 고려할 사항은 사업의 합리성, 연구의 객 성, 상되는 연구

결과의 유형, 연구 결과를 얻기 해 필요한 활동, 연구 진도 리를 한 방

안 등이 있다.

③ 연구기   연구책임자 선정

연구기   연구책임자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은 연구기 의 시설  인력, 제

안과제와 련된 연구 활동, IAEA의 역할․기능  IAEA 추진 로그램의 

연 성, 개도국 수행 연구 사업에 우선권 부여, 지원 상 CRP 사업 목 에 

한 타당성, 제한된 연구계획의 과학 인 평가와 소정의 기간 내 완료될 가

능성, 연구 의 능력과 필요한 시설․기자재의 평가, CRP 수행 자 의 수  

등이 있다.

④ 연구추진 형태

CRP는 IAEA로부터 연간 5000 불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계약과 연

구기  자체의 연구비로 수행하는 연구 약이 있다. IAEA는 기술 력사업 

수혜국의 참여자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기술 력사업 공여국의 참여자와는 

연구 약을 체결 한다. 연구 약의 경우 IAEA가 CRP참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는 신 연구계약 참여자와 동일하게 18개월에 한번 정도 열리

는 CRP 연구결과 조정회의에 참여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IAEA가 참가경비

를 모두 지원해 다.



 <표 2> 연구계약  연구 약 비교

구분 연구 약 연구계약

 IAEA 지원연구비  없음  연간 5천 US$

 연구 약/계약 체결  과제 착수시 1회  기년도 체결후 매년 연장

 연구조정회의 개최  16～18개월 주기  좌동

 연구조정회의 참가비용  IAEA에서 액 지원  좌동

 연구결과 보고
 연구조정회의시 발표

 (별도의 보고서 제출 불필요)

 연차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IAEA 방침  경제 선진국 참여자  개발도상국 참여자 우선

<표 3> IAEA 공동연구 로그램 우선순  연 별 추이

구          분 ‘70년 ‘8 0년 ‘90년 ‘94년  이후

Food and Agriculture 1 2 2 1

Human Health 6 5 3 2

Physical and Chemical Sciences 3 1 1 3

Nuclear Safety 5 6 4 4

Nuclear Fuel Cycle & Waste 

Technology
4 4 6 5

Nuclear Power 2 3 5 6



우리나라 담당기

(한국원자력연구원)

한․IAEA 국제공동연구

과제 심의/평가 원회

IAEA 공동연구과제

수행기

<그림 1> CRP 수행 차도

② 신청서 수

③ 형식 심사

⑥ 한․IAEA 

국제공동연구 과제 

심의/ 평가 원회 

결과 수

④ 내용심사

(지원 상과제의 

선정  연구비 

지원규모의 결정)

⑤ 지원과제 선정 

확정

⑦ 과제지원을 

한 세부사항 

수행

⑩ 수, 

유비/ 리 

 검토

⑨ 과제수행 

결과보고서

⑧ 연구수행

① 한․IAEA 

국제공동연구 지원 

신청서



2. 한국의 공동기술연구사업 참여 황 분석

  

   2010년 5월 말 기  IAEA 공동연구 로그램의 연구계약(Research 

Contract)은 964건, 연구 약(Research Agreement)은 총 1,587건으로 이  우

리나라는 39개 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14개의 연구계약과 25개의 연구 약

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참여 인 연구계약(Research Contract) 황

기간 Start date: 2009-09-04 End date: 2010-09-03

  1 제목
Fostering the Development of Emerging Radioisotopes and 

Generators for Medical and Industrial Applications 

  연구책임자 Jung, Sang Hee

기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기간 Start date: 2009-09-08 End date: 2010-09-07

  2 제목 Pathways to Energy from Inertial Fusion 

  연구책임자 Kong, Hong Jin

기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AIST)

기간 Start date: 2010-03-26 End date: 2011-03-25

  3 제목

Application of FDG-PET and Molecular Gene Profiling for Risk 

Stratification of Diffuse Large B-Cell Non-Hodgkin's Lymphoma 

in Different Ethnic Populations

  연구책임자 Chung, June Key

기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기간 Start date: 2009-10-20 End date: 2010-10-19

  4 제목
The Early and Rapid Diagnosis of Transboundary Animal 

Diseases : Phase I -Avian Influenza

  연구책임자 Song, Kyuseok

기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AIST)

기간 Start date: 2009-11-05 End date: 2010-11-04

  5 제목
Clinical/Radiobiological Study on Viral-Induced Cancers' 

Response to Radiotherapy, with Comprehensive Morbidity Assessment

  연구책임자 Kim, Joo Young

  기 National Cancer Center

기간 Start date: 2009-10-20 End date: 2010-10-19

  6 제목
Evaluation and Validation of Radioisotopes Generators-Based 

Radiotracer for Industrial Applications

  연구책임자 Kim, Jong Bum

기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기간 Start date: 2009-10-20 End date: 2010-10-19

  7 제목
Development of Novel Adsorbents and Membranes by 

Radiation-Induced Grafting for Selective Separation Purposes

  연구책임자 Nho, Young Chang

  기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기간 Start date: 2009-12-14 End date: 2010-12-13

  8 제목
Cost Effective Differential Diagnosis in Lung Cancer using 

Gallium PET Generator Based Radiopharmaceuticals

  연구책임자 Jeong, Jae Min

기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기간 Start date: 2008-12-08 End date: 2010-06-30

  9 제목
Longitudinal Monitoring of Complicated Osteomyelitis by 

SPECT/CT

  연구책임자 Choe, Wonsick

기 Gachon University Gil Hospital

기간 Start date: 2009-06-01 End date: 2010-05-31

  10 제목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Genes Involved in Mutagenesis of 

Crop Plants 

  연구책임자 Lee, Suk Ha

기 Seoul National University

기간 Start date: 2010-01-04 End date: 2011-01-03

  11 제목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Emerging Positron Emitters for 

Medical Applications with an Emphasis on Cu-64 and I-124 

  연구책임자 Chai, Jong Seo

기 Sung Kyun Kwan University

기간 Start date: 2010-04-21 End date: 2011-04-20

  12 제목

Development of Radiometric and Allied Analytical Methods to 

Strengthen National Residue Contren Pregytms for Antibiotic 

and Anthelmintic Vetal nary Drug Residues

  연구책임자 Kwon Jin Wook

  기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 (NVRQS) 

기간 Start date: 2009-09-24 End date: 2010-09-23

  13 제목
Improving Outcomes in Radiotherapy using Novel 

Biotechnologies

  연구책임자 Lee, Dong Ryul

기 Germ Cell Biology and Cryobiology Laboratory

기간 Start date: 2009-09-24 End date: 2010-09-23

  14 제목
Improving Outcomes in Radiotherapy using Novel 

Biotechnologies

  연구책임자 Cha, Hyuk Jin

  기 Pochon CHA University



기간 Start date: 2005-10-01 End date: 2011-09-14

  1 제목
Developing Techniques for Small Scale Indigenous Molybdenum 

99 Production Usin LEU Fission or Neutron Activation

  연구책임자 Kim, Chang Kyu

기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기간 Start date: 2003-06-15 End date: 2010-05-07

  2 제목

Conservation and Application of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HTGR) Technology : Advances in HTGR Fuel Technology 

Development

  연구책임자 Lee, Young Woo

기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기간 Start date: 2009-04-27 End date: 2011-05-14

  3 제목
Application of Nuclear Forensics in illicit Trafficking of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연구책임자 Kim, Sok Chul

기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INS)

기간 Start date: 2006-09-15 End date: 2011-10-01

  4 제목
Analyses of and Lessons Leanred from the Operational 

Experience with Fast Reactor Equipment and Systems

  연구책임자 Joo, Young Sang

기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기간 Start date: 2005-10-01 End date: 2010-09-30

  5 제목

The Use of Numerical Models in Support of Site 

Characterization and Performance Assessment Studies of 

Geologic Repositories

  연구책임자 Kang, Chul Kyung

  기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기간 Start date: 2007-04-15 End date: 2011-04-30

  6 제목

Optimization of Water Chemistry Technologies and Management 

to Ensure Reliable Fuel Performance at High Burnup and in 

Ageing Plants

  연구책임자 Maeng, Wan Young

기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기간 Start date: 2007-06-15 End date: 2011-06-14

  7 제목
Behaviour of Cementitious Materials in Long Term Storage and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연구책임자 Kim, Chang Lak

  기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 (KHNP)

기간 Start date: 2007-08-15 End date: 2011-09-14

  8 제목
Heat Transfer Behaviour and Thermo-hydraulics Code Testing 

for Super-critical Water Cooled Reactors (SCWRs)

  연구책임자 Bae, Yoon Yeong

  기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표 5> 연구 약 (Research Agreement) 황



기간 Start date: 2010-02-26 End date: 2011-05-14

  9 제목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struments and Methods for 

Detection of Unauthorized Acts Involving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연구책임자 Kwak, Sung Woo

기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KINAC)

기간 Start date: 2008-12-10 End date: 2012-12-10

  10 제목
Benchmarking Severe Computer Codes for Heavy Water 

Reactor Applications

  연구책임자 Kim, Dong Ha

기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기간 Start date: 2008-07-15 End date: 2011-07-14

  11 제목
Control Rod Withdrawal and Sodium Natural Circulation Tests 

Performed during the PHENIX End-of-Life Experiments

  연구책임자 Jeong, Hae Yong 

기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기간 Start date: 2008-12-10 End date: 2011-03-31

  12 제목

Advanced Surveillance, Diagnostics, and Prognostics Techniques 

Used for Health Monitoring of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 Nuclear Power Plants

  연구책임자 Heo, Gyung Young

기 Kyung Hee University

기간 Start date: 2008-04-01 End date: 2011-03-31

  13 제목

Advanced Surveillance, Diagnostics, and Prognostics Techniques 

Used for Health Monitoring of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 Nuclear Power Plants

  연구책임자 Park, Jin Ho

  기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기간 Start date: 2008-07-15 End date: 2012-07-14

  14 제목
Benchmark Anlyses of Sodium Natural Convection in the Upper 

Plenum of the MONJU Reactor Vessel

  연구책임자 Choi, Seok Ki

기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기간 Start date: 2008-07-15 End date: 2011-07-14

  15 제목
Nuclear Data Libraries for Advanced Systems 

: Fusion Devices

  연구책임자 Kim, Hyeong Il

  기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기간 Start date: 2008-04-01 End date: 2012-03-31

  16 제목
Development of Radiopharmaceuticals Based on 188 Re and 

90 Y for Radionuclide Therapy 

  연구책임자 Park, Sang Hyun

기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기간 Start date: 2009-04-27 End date: 2012-05-14

  17 제목
Accelerator Simulation and Theoretical Modelling of Radiation 

Effects (SMoRE) 
  연구책임자 Kwon, Junhyun

  기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기간 Start date: 2008-10-17 End date: 2012-08-31

  18 제목
Improvement of Computer Codes Used for Fuel Behaviour 

Simulation FUMEX-III 

  연구책임자 Bang, Je Geon

기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기간 Start date: 2009-09-11 End date: 2011-09-11

  19 제목 New Technologies for Seawater Desalination Using Nucear Energy 
  연구책임자 Kim, Seung Su

기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기간 Start date: 2009-01-12 End date: 2013-01-12

  20 제목
Nanoscale Radiation Engineering of Advanced Materials for 

Potential Biomedical Applications

  연구책임자 Lee, Kwang Pill

기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기간 Start date: 2009-02-26 End date: 2012-12-10

  21 제목
Techno-economic Comparison of Ultimate Disposal Facilities for 

CO2 and Nuclear Waste 
  연구책임자 Choi, Jong Won

기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기간 Start date: 2010-03-08 End date: 2013-12-16

  22 제목
Development, Characterization and Testing of Materials of 

Relevance to Nuclear Energy Sector Using Neutron Beams 
  연구책임자 Sim, Cheul Muu

  기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기간 Start date: 2009-12-16 End date: 2013-11-06

  23 제목 Spent Fuel Performance Assessment and Research

  연구책임자 Choi, Jong Won

기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기간 Start date: 2009-09-11 End date: 2011-09-11

  24 제목
Development of Methodology for Risk Assessment and State 

Management of Nuclear Security Regime

  연구책임자 Yoo, Ho Sik  
  기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KINAC)

기간 Start date: 2009-11-06 End date: 2012-11-06

  25 제목
Improved Understanding of the Irradiation Creep Behaviour of 

Nuclear Graphite

  연구책임자 Kim, Eung Seon

기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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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Supplier Registration Form

Section 1: Company Details and General Information

1. Name of Company:   

2. Street Address:

3. P.O. Box and Mailing Address:

   Postal Code:                          

   City:

   Country:

4. Tel:                                          

5. Fax:                                      

6. Email:                                   

7. WWW Address:

8. Contact Name and Title:

9. Parent Company (Full legal Name) :

10. Subsidiaries, Associates and/or Overseas Representative(s) 

11. Type of Business (Mark one only) :

    Corporate/ Limited:

    Partnership:

    Other (specify):

12. Nature of Business:

    Manufacturer :

    Authorised Agent: 

    Trader :

    Consulting Company:

    Other (specify):

13. Year Established :

14. Number of Full-time Employees:

15. Licence no./State where registered:

16. VAT No./Tax I.D:

17. Technical Documents available in :

    English French Spanish Russian Arabic Chinese Other (specify)

18. Working Languages :

    English French Spanish Russian Arabic Chinese Other (spec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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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Financial Information

19. Annual Value of Total Sales for the last 3 Years:

       Year ____: USD____million      

       Year ____: USD____million               

       Year ____: USD____million

20. Annual Value of Export Sales for the last 3 Years:

       Year ____: USD____million      

       Year ____: USD____million               

       Year ____: USD____million

21. Bank Name: Swift/BIC Address:

22. Bank Account Number: Account Name:

23. Please provide a copy of the company's most recent Annual or 

Audited Financial Report. If available, please  provide Credit 

Rating by Dun and Bradstreet or equivalent:

Section 3: Technical Capability and Information on Goods / Services Offered

24. Quality Assurance Certification (e.g. ISO 9000 or Equivalent) 

(please provide a Copy of your latest Certificate):

25. International Offices/Representation (Countries where the Company 

has local Offices/Representation):

26. For Goods only, do those offered for Supply conform to 

National/International Quality Standards? 

27. List  below up to fifteen (15) of your Core Goods/Services off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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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Experience

28. Recent Contracts with the UN and/or other International Aid 

Organizations:

Organization: Value: Year: G o o d s / S e r v i c e s 

Supplied: Destination:

29. To which Countries has your Company exported and/or managed 

Projects over the last 3 Years?

Section 5: Other

30. Does your Company have a written Statement of its 

Environmental Policy? (If yes, please attach a Copy)

31. Please list any Disputes your Company has been involved in 

with UN Organizations over the last 3 Years:

32. List any National or International Trade or Professional 

Organizations of which your Company is a Member.

33. Certification: I, the undersigned, hereby accept the basic IAEA 

General Conditions of Purchase, a copy of which 

has been provided to me and warrant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form is correct, and 

in the event of changes details will be provided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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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조달품목 등록 절차

1. 공 업체 등록 차  

 ① UNGM 홈페이지(www.ungm.org)를 방문한다.   

 ②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Sign up free를 클릭하고 회사 정보와 개인 

정보를 입력한다. 정보를 입력하면 UNGM으로부터 로그인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③ 부여 받은 아이디와 비 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14가지 단계별 

차에 따라 온라인 등록 양식에 기업 련 정보를 입력한다.

 ④ 작성한 양식을 제출하면 2~3주 후에 해당 UN 기 으로부터 제출 양식에 

한 피드백을 받게 된다.   

2. 입찰 차  

 ① EOI(Expression of Interest) 

 ② RFQ(Request for Quotation)  

 ③ ITB(Invitation to Bid)  

 ④ RFP(Request for Proposal)  

 

3. 낙찰기   

  - 가격, 품질, 납기, 운송, 커뮤니 이션 등 종합  단  

 

4. 기구별 조달 담당자  

  - UNGM 등을 이용하더라도 기구별로 조달담당자를 통해 마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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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 보고서번호  탁기 보고서번호   표 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3202/2010

     제목 / 부제  IAEA기술 력(TC)사업 추진 략  정책방향 연구

연구책임자  부서명 민병주(양자 학연구부)

연 구 자  부 서 명 이만기(정책연구부) , 신진 (원자력교육센터)

출  지      발행기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행년 2010. 10

페 이 지 85    도  표  있음( ○ ),   없음(   )  크  기       Cm.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비 여부  외비(  ),  __ 비

연구 탁기   계약번호

우리나라는 ‘10년 1월 말을 기 으로 IAEA 국가사업 수원을 졸업하고 공여국으

로 환하 으며 이에 따른 문제  분석  응방안 수립에 한 사  연구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IAEA 기술 력(TC)사업 수혜국 종료에 따른 경제 , 

기술개발  산업 인 문제 을 검토하고 향후 기술 력사업 추진 략과 정책

방향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한 국내 사업담당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방안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의 해외수

출로 연결할 수 있는 참여 략을 수립하 다. 이를 해 해당 국제기구  주요

국가의 문가를 활용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 고 IAEA, KINS, RCA  기타 

IAEA 기술 력사업 참여기 의 문가로 구성된 자문 원을 구성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방향을 논의하 다. 

본 연구의 결과  추진성과는 IAEA 기술 력사업 공여국으로 환에 따른 응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한 기술개발을 지속 으로 추진하는데 활용

될 것이다. 이는 향후 체계 인 IAEA 기술 력사업 참여의 기반  략수립의 

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IAEA 기술 력사업 수혜국 종료에 따른 문제 을 검토하고 향후 기술 력

사업 추진 략과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경제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개도국 원자

력 문가  연수생의 교육훈련 제공을 한 지속  지원을 통해 산업  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업담당자

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방안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우리나

라 원자력기술의 해외수출로 연결할 수 있는 참여 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 이내) 

IAEA, 기술 력사업, 정책연구,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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