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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제50차 IAEA 정기총회

제
10차 IAEA 기술전시회

설명회가 지난 9월 19일

(화) 오후에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매년 총회시 회원국

을 대상으로 우리의 원자력 현황을

소개하고 원자력 공동 협력을 증진

하기위해전시회를개최하고있다. 

1997년 IAEA 창립 40주년 기념

패널 전시를 시작으로 10주년을 맞

은 금번 기술전시회는「한국의 원자

력, 행복 메신저(Korean Nuclear

Energy, Messenger of Happi-

ness)」라는주제로개최되었다.

금번 전시회에서는 IAEA와의

협력을 통해 성장한 한국 원자력을

다른 회원국에 전파하겠다는 의지

를표현한 상물을상 하 다. 

또한 IAEA와 회원국 간 협력 증

진 및 한국의 원자력 현황을 소개하

는 패널을 전시하여 회원국들의 남

다른관심을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상물과 패널에서 한

국의 강점기술을 주로 부각시켰는

데, 두산중공업(주)의 증기발생기

제작 기술 및 원전 운 및 설계 기

술을 비롯하여 비발전 분야의 사이

클로트론과 폐수 처리 장치 또한 소

개되었다.  

전시물로는 IAEA와의 협력을 통

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전자빔을

이용한 폐수 처리 장치 모형」, GPS

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방사선원

을 추적하는「방사선원 위치 추적

관리시스템(START : Source

Tracking at Real Time)」, 그리고

원자로 내부를 가상 체험할 수 있는

「APR-1400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전시되어 총회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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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큰호응을불러일으켰다.

특히 전시회 기간 중 국 런던

에 소재한 세계원자력협회(WNA)

인사가 방사선원 추적 장치에 지대

한 관심을 보여왔다. 이는 향후 방

사선 위치 추적 시스템의 해외 수출

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

련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KAIST

(한국과학기술원)의「알버트 휴보」

가 특사로 참가하여 세계 원자력 관

련 수장들에게 인사말을 건넸다. 총

회 참석 인사들은 알버트 휴보의 자

연스러운 동작과 얼굴 표정에 신기

함과감탄사를연발했다. 

러시아 국 방송과 국 BBC 라

디오에서도 전시회를 비롯한 알버

트 휴보를 취재하는 등 한국의 원자

력 기술은 물론 로봇기술의 우수성

을전세계에알리는계기가되었다.

동 설명회는 IAEA 사무총장 등

200여명의 총회 참가자들에게 한

국 원자력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좋

은 기회가 되었으며 여러 IAEA 관

계자들로부터 회원국들 중 가장 성

공적인 전시회 다는 찬사를 받기

도하 다. 

김우식부총리겸과기부장관, 김성환주오스트리아대사를비롯한한국대표단과및
El Baradei IAEA 사무총장및 IAEA 관계자가 '알버트휴보'와포즈를취하고있다.

▲
El Baradei 사무총장이
“알버트휴보”와악수를나누고있다.

IAEA 창립 50주년 기념「원자력과
환경」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총회장
입구에서개최되었다.                    ▶

▲
오스트리아의 Fischer
대통령이 IAEA 창립
50주년 기념 Memo-
rabiliam을 둘러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