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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은 자국의 경제발전의 

록
 

;ζ 

.:..1.-

분야뿐 아니라 국경 경제활동과 관련된 

력의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져 
。연구소인 한국자원연구소는 유일의 지질 · 자원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국내 

의 실정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안정된 자원확보를 위한 장기적연 자원 

정책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전략을 추진하여 왔다. 따 

라서 본 연구는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자원확보와 기술개발’이라는 

명제하에 전세계를 대상으로 해외유관기관과의 상호방문을 통한 협약체결， 유대강화 

선진기술정보수집등을 축으로 개도국에의 기술공여 및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을 통한 자원수급 원활화 및 다원화를 추구할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업의 

를 두고 있다. 

국가경제나 과학기술수준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위치하는 한국 

대
 

” 

부출연연구소로서 

표
 

목
 

지절관련 u1 
^ 

한국의 외환위기와 아시아의 전체적인 경제불황이라는 내외적 

으로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통하여 제2의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만족할만한 연구성과 

를 이루었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는 물론 새로운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협정체 

결을 유도하여 현재 3개국과 1건의 선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건이 추진중이며， 국내 

해외전문가를 공동활용하였다. 한편， 선진국 유관기관에 대한 

기술현황파악 및 분석을 통한 기술도입을 목적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함은 물론 관 

‘98년도는 특히 

유관기관과의 협동으로 

련국과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등 보다 뚜렷한 목적과 추진전략하에 

연구소와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국제협력의 활성화는 물론 많 

국제협 

력을 추구하여 

은 실질적인 이익과 성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K 

니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지절 · 자원분야의 

기초가 되는 자원확보의 차원에서， 또한 한정된 자원으로 고부가가치의 산업육성을 위 

한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및 정보수집등 

을 초월하는 전세계적인 환경문제나 자연재해등에 대한 공동 해결방안 모색등 국제협 



Abstract 

There has been grow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very sector as the world changes fastly. 1n view of resources , 

nowadays, many countries confronted with the shortness of the resources , and at 

the same time comrnitted with the significant task to cope with the swift flow of 

Science and Technology under the diversified global arena. 

KlGAM, which is a representative research institute in the field of geoJogy 

and rnineral resources supported by goverment, has stressed the need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geoscience and endeavored in building a 

closer relationship with other countries through technical cooperation and exchange 

of expertise. 

While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mutual relationship with various countries , we 

are obliged to set up diverse policies and stratigies and to proceed to cooperation 

accordingly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each country in order to pursue our two 

main objectives, secure supply of mineral resources and continuous development in 

technology. 

1n this year, pursuant to these objectives, KlGAM succesfully implemented 

several different types of intemational cooperation and brought many important 

outcomes even under the difficulties caused by national economic cnsls. The 

bilateral cooperation has thus focused on such a direction to enhance joint research 

projects through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and technical transfer programs, and 

to promote the flexible exchange of expertise and technical information with 

relevant 1nstitutes of oversea. 1n line with the national aspiration toward the 

globalisation, K1GAM ’ s Multilateral cooperation is undertaken in such a way to 

pursue benefits amo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CCOP, ESCAP and 

APEC by active participation based on our technical achi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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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을 증대하고 개도국으로의 기술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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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참가지원 

2. 

7) 국제학술세미나 유치 

공동연구사업 도출을 위한 논의 

달성도 

u 선진국 및 개도국에 대한 공동연구 지원과 기술공여 지원으로 국제교류활성화 
2) 해외유관기관과의 지속적 접촉으로 유대강화 

2) 각국의 유관기관 업무 및 기능 수집， 기술현황분석및 

3) 이를 바탕으로한 협약체결(러시아의 광물합성연구소， MOU등) 및 

공동세미나 개최(한 · 불공동세미나 ) 

4) 제35차 CCOP 연차총회 및 32차 운영위원회 SOPAC등 다자간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로 참가， 발표등 국제무대에서의 활발한 활동 

5) 타기관과 해외전문가 공동활용 

6) 방소인사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소홍보 및 구체적 

。
。

R.. ::rr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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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지절 · 자원분야는 국경이 없다 라고 할 수 있을만큼 이 분야는 활발한 국제협 

력이 요구되며 현대 산업사회로 발전할수록 자원의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하는 반면 매 

장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제 자원확보의 차원에서 지질 · 자원분야의 국제협력은 

그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큰에 자국의 자원을 보호하려는 자원보유 

국의 움직임으로 볼때 부존자원이 빈약한 한국은 안정된 자원수급을 위한 외교적 노 

력과 함께 한편으로는 한정된 자원으로 고부가가치의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또한 

게블리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해외자원에 의존하여 수출위주의 정책으로 매년 

7-8%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지속하였던 70.80년대의 고속성장의 시대를 지나고 90 

년대 중반이후부터 불어닥친 전세계적인 불황과 한국의 섬각한 경제위기로 산업구조 

재조정등 사회전반에 걸친 대변혁을 맞이한 한국으로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제 2의 

도약을 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방향정립 및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때이다. 

국가경제나 기술수준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위치하는 한국의 실정에서 지 

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개도국 및 선진국으로부터의 안정된 자원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자원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여 왔다. 한국자원연구소는 정부출연연구소로서 지질 · 자원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대표적 국가연구소임을 자각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자원확보와 기술개발’이라는 대 명제하에 전세계를 대상으로 해외유관기관과의 상호 

방문을 통한 협약체결， 유대강화 및 지질관련 선진기술정보수집등을 축으로， 개도국에 

의 기술공여 및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을 통한 자원수급 원활화 및 다원화를 추구하는 

데 본 사업의 목표를 두고 있다. 그동안의 사업수행을 통하여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습득하여 국내 산업계에 보급함은 물론 개도국에 대하여는 유관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기술공여를 통한 협력관계 구축을 시작으로 각국의 자원탐사 및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남아시아는 물론 멀리 남아메리카 및 아프리카까지도 당소 연구원을 파견 

하여 지질 및 광물자원탐사를 수행하고 국내 기업체의 개발참여를 돕는 역할을 수행 

하도록 지원하여 왔다. 

1 , i 
1 , i 



이러한 해외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본과제로서 98년 국가외환위기를 맞아 해외 

유관기관 방문이나 해외전문가초청 및 개도국 기술훈련생 초청등 사업수행상 필수적 

인 부분에 대하여도 해외출장 및 전문가초청을 가급적 자제하는 정부시책에 적극 호 

응함은 물론 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하려는 당소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해외기관 

방문을 연기 및 보류하고 전문가 및 훈련생도 당초 계획보다 반으로 줄이는 대신 국 

내전문가를 활용하는등 사업 수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구결과를 얻어내어 제2의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다각 

적인 방면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통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는 불론 협정체결을 유도하여 현재 3개국과 1건의 신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건 

이 추진중이며，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동으로 해외전문가를 공동활용하였다. 한편. 선진 

국 유관기관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한 기술현황조사를 발판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 

함은 물론. 국제세미나를 기획하고 관련국의 주한대사관이 후원하도록 주선하여 올해 

주한 프랑스대사관과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주한 노르웨이 대사를 방 

문하고 주한 호주대사를 당소에 초청하여 이를 협의하였다. 또한 정부가 유치하는 관 

련 국제회의에 의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여 우리의 입 

장을 표명하고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연구비확보에 노력하는등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n 4 --i 



제 2 장 본 론: 지절자원기술 국제협력 

제 1 절 해외 유관기관과의 기술협력 

1.1 양자간기 술협 력 (Bilateral technical cooperation) 

1.1 .1 현황 

’98년말 현재 13개국 20개 기관과 양자간 양해각서 (MOU: Memorandom of 

U nderstanding)를， 지역협력기구인 SOPAC과 1개의 MOU를 체결하여 총21개 양해각 

서 (MOU)가 체결된 상태이다(부록1 참조) . 자원연구소의 연도별 MOU체결 건수는 

‘93년에 9개， ’94년에 2개， ‘95년에 4개， ‘96년에 3개， ’97년에 8개， 98년에 신규 1개로서 

특히 러시아， 중국등 구공산권과 수교후인 93년과 97년에 집중되었음을 알수 있다. 97 

년말까지는 26개의 MOU가 유효하였으나 올해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8개의 기관증에 

서 협력 및 유대가 갚은 프랑스 BRGM과 미국 USGS등 2개의 기관과는 연장체결을 

실시하였으나 그동안 협력이나 교류실적이 저조하고 기관간 협력분야가 뚜렷하지 못 

한 6개의 기관과는 연장체결을 보류하였다. 이는 뚜렷한 의지없이 막연한 협력관계를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던 그동안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benchmarking을 통하여 분야 

가 유망한 기관을 발굴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실속있고 내 

설있는 협력관계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외협력을 추진해야할 필요성때문이다. 

이러한 취지하에 ‘98년에는 광물합성으로 유명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산하실험 

광물연구소(IEM: Institute of Experimental Mineralogy)와 MOU를 신규체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한국과학재단을 통한 러시아과학자 유치등 광물합성 및 그 응 

용분야에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확장시킬 예정이며 이 분야의 국제공동연구수행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중국 장춘에 있는 중국과학아카데미산하 장춘응용화학연구소(CIAC 

Changchun Institute of Applied Chemistry)와는 희토류분야 및 수질환경분야에 대한 

기술협력을 목표로 연구책임자간의 ROD (Record of Discussion)를 바탕으로 MOU를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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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중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최근 수년간 한국자원연구소에 기술연수 훈련생을 파견 

해옹 베트남의 지 질광물자원연구소(RIGRM: Research Institute of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가 내년에 기관장급의 방문을 통한 MOU체결을 원하고 있는바. 

KOICA등을 통한 국제협력과제 도출 및 향후 아세안지역에서의 활발한 기술협력 및 

자원확보를 위하여 MOU신규체결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 실질적인 협력의 결과인 국제공동연구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98년도에 기 

수행된 과제수는 4개， 현재 진행중인 과제는 9개(부록2 참조)이며 98년도에 정부를 통 

하여 공동연구가 제안된 과제는 21개이다. 특히 98년도는 국제공동연구의 제안창구를 

다원화하여 과기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물론 환경부 산자부 심지어 외무부까지도 확 

대되었는데 이를 잘 활용함은 물론 이러한 계기를 바탕으로 앞으로 연구비확보를 위 

하여 각 부처의 지원금성격에 맞는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적극 발굴 할 필요가 있다. 과 

제가 의제로 제안되어 실제 공동연구로 연구비를 확보하기까지 꾸준한 노력과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당소에서 제안된 과제수에 비하여 의제로 채택되어 지는 비 

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각 지원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 과제를 도출했거나 상대기관의 

호응이 저조한것도 원인중의 하나이겠으나 특히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연구는 

최근의 연구동향을 빨리 파악하여 적절한 과제에 대한 최적의 상대기관을 선정하여 

양기관이 동시에 각국 정부를 상대로 의제도출을 한다면 성공율이 훨씬 높을것으로 

생각된다. 

국가별 협력상황을 보면 구미 선진국과의 협력은 주로 환경과 관련된 선기술 

습득을 위한 과제도출이 많은데 국내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선진기 

술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앞으로 환경분야의 협력이 더욱더 활성화 될 전망이며 

이를 위하여 여러 유망한 기관을 상대로 협력을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개발도 

상국과의 기술협력은 자원탐사 및 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과제 및 외부지원금에 의한 

기술공여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역시 분야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A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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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2 국별 기술협력현황 

가. 미국 

1) 협정체결현황 

1 협정 ! 기 관 기간 비 고 

국립 지질조사소(USGS) 93.12- MOU 연장체결 
MOU 

United States of Geological Survey 98.12 Project Annex 1 개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LBNU 97.5 
MOU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 

2) 공동연구추진현황 

I 동북아 광상 및 지각구조 연구 「

사업명 
j 「 (시베리아 동남부， 몽골， 중국북동부， 일본 북부 및 한국지역) 

i 98.5 USGS 측의 방소로 Project Agreement 조인 
l. I 추진현황 | 

99년 차기 국제공동연구사업으로 신청중 

3. 

4. 

상대기관 I USGS 

사업명 

추진현황 

상대기관 

사업명 

추진현황 

상대기관 

사업명 

추진현황 

상대기관 

고주파탐사 EM탐사장비개발 

연구소 폐쇄에 따른 사업중단 

LBNL 

탄광 및 금속광산의 산성폐수 처리기술 

98.5 한 · 미 환경협력위 의제선정， 사업추진중 

미 국 환경 보호처 (EPA) 

전기장을 이용한 토양의 금속오염물질제거기술 

98. 5 한 · 미 환경 협 력 위 의제선정， 사엽추진중 

미국 무역진흥청 (T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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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카나다 

1) 협정체결현황 

1 협정 기 관 비 고 

국립지질조사소(GSC) 
IMOU 

j 기간 
197.9-

12002.9 
Project Annex 47H 

Geological Survey of Canada 

2) 공동연구 추진현황 

사업명 GIS이용과 지질재해도변도작성을 위한 Remote Sensing 

1. 추진현황 정부예산지연으로 보류 

상대기관 GSC 

사업명 Marine Gas Hydrates 연 구 

2 추진현황 | 정부예산지연으로 보류 

!상대기관 i GSC 
·→←---~← •·… 4 

사업명 ODPC Ocean Drilling Progr때)에서의 한 · 카 공동보조협록」 

~~~~ 카나다호주미국태국한국등 Consortium응뼈력 
3. 추진현황 

Annex agreement 협의사항으로 진행중 i 
|상대기관 | GSC 

사업명 CCOP 주관아래 한 · 카공동협력추진 

4. 추진현황 Annex agreement 협의사항으로 활동중 

상대기관 I GSC 

연안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퇴적지역의 도시화와 연안지 

사업명 역 환경보호개발연구 

5. (도시화에 의한 낙동강하구언의 퇴적환경변화연구) 

추진현황 98.3 GSC 방문단 방소시 우리측 제안과제 

상대기관 GSC 

사업명 북극권 탐사 및 개발에 대한 공동조사연구 

I 7. 추진현황 한 · 카 과기회담시 우리측 제안과제 

상대기관 G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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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 국 

1) 협정체결현황 

핍굽낀 -← 71 관 츠L갇」보브二j 
l→I49FL잔짙존산소(BSC: British Geological Survey ) 팽뀐판L←← • ←」

1 사업명 
I 
• 내 용 | ‘98국제공동연구과제로 신청， 정부예산지원 불투명으로 지연 
~----------" 

↑상대기관 BGS 

----• 1 

2) 공동연구 추진현황 

I Geoc야herr하mlc 
(Geochemical Mapping) 환경지구화학지질도 작성연구 

1. 

L 

라. 독 일 

1) 협정체결현황 

고 
、

비
 

간 

96.9- 2001.9 

기 기관 

독일종합기술연구원(DMT) 

2) 공동연구 추진현황 

사업명 물리탐사 병합기술에 의한 지반조사매개변수 선출법연구 

1. 추진현황 98년 2차년도 사업진행중 

상대기관 DMT 

사업명 독DMT와 KIGAM 간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연구 

2. 추진현황 98.9 제 20차 한 · 독 경제 공동위 협력의제선정 

상대기관 DMT 

η
 



마. 프랑스 

1) 협정체결현황 

|협정명 기관 |주요내용 

지질자원연구소 (BRGM: Bureau of 198.4-

Recherches Geologiques of Mimeres) 12003 4 j 

2) 공동연구추진현황 

사업명 부산지역 지하수 오염대책 

1. 내용 사업진행중 

상대기관 BRGM 

바- 호 주 

1) 협정체결현황 

협정명 기관 

호주지 질조사소(AGSO: 
MOU 

Geological Survey Organization 

2) 공동연구 추진현황 

| 사업명 | 서호주 아연， 동， 니켈 광상연구 
1. 추진현황 16차 한 · 호 자원협력위 합의 과제 

상대기관 AGSO 

비 고 

사업명 탄화수소개발을 위한 한 · 호 해양지구물리 탐사 

2. 추진현황 16차 한 · 호 자원협력위 합의 과제 

상대기관 AGSO 

사업명 SOPAC Petroleum Data Bank(PDB) 석유탐사자료해석 

3. 추진현황 16차 한 · 호 자원협력위 합의 과제 

상대기관 AG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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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뉴질랜드 

l) 협정체결현황 

| 협정명 | 기 관 주요 내용 

지 질 핵과학연구소(IGNS: Institute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Geological & Nuclear Sciences Ltd. 

2) 공동연구 추진현황 

사업명 j동위원소를 이용한 해저지질시료의 연대 측정 및 응용기술개발 | 
l. 내 용 | ‘99 국제공동연구 사업 추진예정 

상대기관 I IGNS 

아. 러시아 

1) 협정체결현황 

협정명 기관 기간 비 고 

광상연구소(IGEM: Institute of Geology, 
97.10 자원연 모스코바 

MOU Ore Deposits, Petrography, Mineralogy & 
2002.10 지소설치 

Geochemistry,Russia Academy of Sciences) 

결정 학연구소(IKAN) 97.10- 광상용 단결정 육성 
MOU 

Institute of Crystallography 2002.10 연구 

극동지 질 연 구소(DVIMS) 
95.4- 러시아 극동지역의 

MOU Far Eastem Research Institute of Raw 
2000.4 탐사 연구사업 수행 

Materials 
하바로브스크지질연구소 (DALGELCOM) 

94.10- 한 · 러센터 운영， 자 
MOU The Far Eastem Committee of Geology 

99.10 원공동탐사사업 
and Mineral Wealth of Russia 
광물합성 연 구소(IEM) 98.12 광물합성과 응용기 

MOU 
Institute of Experimental Mineralogy 2003.12 술개발관련사업예정 

98.4• 단결정육성 및 
AOC Institute of Optical Monitoring 

200l.4 그 응용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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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연구 추진현황 

j 사업명 1 광학용 단결정 육성연구 

1. ! 내 
용 2차년도 연구사업추진 및 러시아과학자유5;](17B 월)로 사업성과 

극대화(STEPI 지 원) 

상대기관 lKAN 

사업명 러시아 극동지역의 자원자료공동분석 및 기초탐사연구 

2. 내 용 2차년도 사업추진중， 현지 연구원 상주(6개월)로 직접조사완료 

!상대기관 ! DVIMS 

l 사업명 l 한 러 공동연구개발센터 연구사업 

3. 내 용 { 사업연장재계약체결 

상대 기 관 Dalgeolcom 

자. 일 본 

1) 협정체결현황 

협정명 기 관 기간 

MOU 일본지 질조사소CGSj: Geological Survey of ]apan) 96.11 - 2001 .11 

MOU 일본종합기 술환경 연구소(NIRE) 97. 1- 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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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연구추진현황 

중서부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의 지질학적 연구 

추진현황 | 제 10차 한 · 일 과기협력위 (98쩌최) 과제추진보류 

i상대기관 ! GS] 

~ 

뉴一 

I ^}~OJ I 한국과 서남일본의 희유금속광상과 관련된 화강암의 지구화학 
사업명 

| 적특성과 동위원소연대의 비교연구 
2. 

|추진현황 제 10차 한 · 일 과기협력위 (98.87R 최) 계속과제선정 

상대기관 GS] 

사업명 지구물리자료취합 및 운용 시스템 공동연구 

3. 추진현황 제 10차 한 · 일 과기협력위 (98.87R 최) 계속과제선정 

상대기관 GS] 

사업명 한국과 일본의 비금속광물자원에 대한 조사 연구 

4. 추진현황 제 10차 한 · 일 과기협력위 (98.87R 최) 계속과제선정 

상대기관 GS] 
통해지진 및 해일의 발생과 주기성에 관한 연구와 천진시 임해 ! 

i 사업명 
지구의 지진활동 및 연약지반에서의 지진피해예측을 위한걷군」 

!추진현황 ! 제 10차 한 · 일 과기협력위 (98.87R 최) 계속과제선정 뉘 

i상대기관 j 기상연구소 ! 
사업명 !기계화학을 이용한 천연광물원료로부터 촉매담체입자 설계연구」 

!추진현황 | 제 10차 한 · 일 과기협력위 (98.8개최) 계속과제선정 1 

상대기관 I NIRE 

사업명 | 습식제련공정에 의한 유가금속의 회수 
추진현황 l 제 10차 한 · 일 과기협력위 (98.8개최) 신규사업선정 

!상대기관 ! NIRE 

경기육괴와 영남육괴의 변성암류와 화강암류의 CHIME 와 
사업명 

K-Ar연대 : 지구조적 대비 (한-중- 일) 

추진현황 I 98년 한국과학재단 한 · 일공동연구과제선정 

상대기관 | 나고야 대학 
사업명 | 지하공간의 환경제어 기술개발 
추진현황 | 제 4차 한 · 일환경협력공동위 (98.7개최) 계속과제선정 
상대기관 I NIRE 
사업명 | 첨단산업폐기물의 재활용 

10. I 추진현황 | 제 4차 한 · 일환경협력공동위 (98.7개최) 계속과제선정 
상대기관 I NIRE 

8. 

9. 

이
 μ 



차- 중 국 

1) 협정체결현황 

협정명 기관 기간 주요내용 
---기 

지 질 광상부(MGMR) 93.12- 지질과학자료교환및 전 ! 
MOU 

Ministry of Geology & Mineral Resources 98.12 문가교류 
1장춘지구과학대학 97.9- ! 지질과학관련 

MOU 
ChangChun Uni. of Sci. & Tech. 2002.9 인력교류 
화공야금연구소OCM) 95.10 -흐~미 ! 려 ""근 w 소 ---，부 1.!...만 "'-

MOU 
Institute of Chemical Metallurgy 2000.10 제조기술개발연구 
북경 광야총원(BGRIMM) 

95.10-
MOU Beijing General Research Institute 망간단괴침출공정개발 

2000.10 
of Mining & Metallurgy 
북경유색금속연구총원(GRINM) 초전도체자력선별기를 

ROD I Be니ing General Research Institute 951Oo j1i 이용한석탄탈황탈회 I 

2000/1 연구한연 ! for Non- ferrous Metals 
천진지진국(SBT) 9510 ||지구진피해예측을위 

IOC 
The Seismological Bureau of Tianjin 2000.10 

장춘지구과학대「 1지질과학관련 

2) 공동연구 추진현황 

사업명 슬러리법을 이용한 초미립 금속분말 제조기술개발 

1. 추진현황 

상대기관 ICM 
동해지진 및 해일의 발생과 주기성에 관한 연구와 천진시 임해 

사업명 지구 Binhai 지역의 지진활동 및 연약지반에 서의 지진 피해 

2. 
예측을 위한 연구 

추진현황 2차년도 연구사업수행， Dr. Deng 중국과학자 유치활용 
상대기관 SBT 

3. 
사업명 중국산 석탄 특성 및 활용방안연구 
추진현황 국가 매탄공업국장 방한(98.11)관련 제안의제 

4. 
사업명 중국 석탄광 공동탐사 및 개발 

추진현황 국가 매탄공업국장 방한(98.11)관련 제안의제 

사업명 중국 희토류광 특성 및 활용연구 
제 4차 한 · 중 산업협력위 (98.11 개최) 관련 에너지， 자원분과위 

추진현황 
제안의제 

m 

μ
 



카. 베트남 

1) 공동연구 추진현황 

사업명 석탄성5형기술연구사업 

1. 추진현황 3차년도 사업완료 (KOICA지원 기술공여사업) 
상대기관 광업기술연구소 (IMSAT) 
사업명 석탄성형기술개발조사연구 

2. 추진현황 준공장급 실험실시 설치 및 연구계획 추진협의중 
상대기관 IMSAT 

타. 인도네시아 

1) 공동연구 추진현황 

사업명 석탄 성형기술 개발연구 

1. 추진현황 3차년도 연구사업 완료(‘98.12) ， KOICA지 원 
상대기관 MTRDC 
사업명 니탄의 연료활용기술개발 

2. 추진현황 17차 한 · 인니자원협력위 합의과제로 추진중， KOICA지원 
상대기관 MTRDC 
사업명 중부칼리만탄 지질도작성사업 

3. 추진현황 17차 한 · 인니 자원협력위 협의과제로 추진중， KOICA지원 
상대기관 광물자원국DMR 
사업명 해외자원개발기술협력 기초조사연구 

4. 추진현황 98년 1차년도 사업진행， KOICA지원 
상대기관 광물자원국 

파. 캄보디아 

1) 공동연구 추진현황 

하- 필리핀 

캄보디아 동부지역 광물자원개발조사 

합동프로젝트 조사팀설립추진중， KOICA지원 
광업성 

1) 공동연구 추진현황 

해저광물조사사업 
1차년도 사업진행， KOICA지원 
광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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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자간기 술협 력 (Multilateral technical cooperation) 

1.2.1 CCOP (Coordination Cornmittee for Coastal and Offshore Geoscience 

Programmes in East and Southeast Asia) 

가. 개요 및 구성 

CCOP는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및 동남 아시아의 11 개국이 가입한 지질과학 

분야의 다국간 협력을 위한 정부간 기구로서 회원국， 준회원국， 협력국， 협력기관， 자문 

그룹， 사무국의 조직 으로 구성 되 어 있다. 회 원국CMember Country)은 한국을 비 롯 캄보 

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지아，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 

남등 l17B국으로 회원국은 CCOP에 대해 상임대표(Permanent Representative)를 지명 

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지질조사소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상임대표로 선임하고 있다. 

현 재 준회 원국 CAssociate Member Country)은 없다. 협 력 국(Cooperating Country)으 

로는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러시아등 147B국으로서 대부분 선진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대표의 소속도 지질조사소 상당기관이다. 협력국은 CCOP의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 기 

술 및 전문가 파견등을 통해 지원함과 동시에 자문그룹에 참가하여 전반적인 CCOP활 

동에 대한 조언을 한다. 이들중 일본은 회원국이면서 동시에 협력국으로 활동하고 있 

다. 한편 협 력 기 관CCooperating Organization)으로서 는 ESCAPCUN 아시 아 태 평 양경 제 

사회이사회)， UNDPCUN 개발계획)， ASCOPEC아세안석유평의회)，CPCEMRC환태평양에 

너지 -광물자원평의회)및 IOC/UNESCO C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 위원회)등이 있고 기 

술 및 명 예 자문그룹(Technical & Honorary Adviser Group) 이 란 자문 그룹회 의 에 개 

인의 자격으로 참가해 CCOP 의 활동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평가와 조언을 해주는 원 

로 전문가로 구성된다. 

CCOP사무국(Technical Secretariat)은 CCOP의 활동과 운영을 관장하고 있는 

조직이며. 창립이래 태국의 방콕에 위치하고 있다. 사무국장CDirector)과 협력국으로부 

터 파견된 전문가 그리고 현지 사무국 직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예산은 

협력국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젝트의 직접경비 파견된 전문가경비와 일부 출판물 판 

매수입에 의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이며 회원국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현재 사무국장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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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연구소 출신인 김상엽박사가 맡고있다. 

나. CCOP으| 활동분야 

CCOP의 업무분야와 활동범위는 과거와 달리 천해저의 자원뿐만 아니라. 1980 

년대 후반부터는 연안육지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응용지구과학분야로 확대되었으며 활 

동분야는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된다. 

- 광물자원 분야(Mineral Sector) 

• 에너지자원 분야(Energy Sector) 

연안지 역 분야(Coastal Zone Sector) 

지 질재해 분야(Geohazard Sector) 

CCOP 프로젝트는 위의 4개 분야에 속하는 것들이 많지만 연안지역 분야와 지질재해 

분야는 비자원 분야로써 해안입지의 지질환경평가， 지질재해의 여부 및 이의 완화등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CCOP 발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다. CCOP와 한국자원연구소 

CCOP2t는 지질과학 관련 국제기구와 국내 유일의 지질과학 연구기관인 한국 

자원연구소와 관계는 여러 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1) 1960년대 CCOP지원하에 단시일내에 대륙붕의 광물자원 탐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 

였으며， 대륙붕광구의 설정과 해저 석유자원 탐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울러 

천해저 해양탐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다. 

2) CCOP를 통하여 동 · 동남아시아 국가는 물론 선진국의 지질과학자들과 상호 협력 

과 유대 강화로 우리 연구소는 물론 한국의 위상을 증진시키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으 

며 직간접적으로 회원국간 밀접한 자원분야 협력관계를 형성하였다. 

3) 동 · 동남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을 가입국으로 하는 정부간 기구인 CCOP와의 협력 

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이 지역과의 자원분야 협력체제의 발전은 물론 지리적으로 

가깝고， 지질조건등도 유사한 일본，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를 이해하여 한국에 

서 관찰되는 어떤 지질현상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됨 

4) CCOP 협력국인 미국， 유럽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국의 지질조사기관을 CCOP에 

참여시키고 있어 CCOP는 사실상 범세계적인 규모의 국립 지질조사기관 포럼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에 걸맞는 세계 지질조사소 컨소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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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GS)의 동아시아 지질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협 

력국과의 협력관계 역시 종래의 광물자원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응용지질과학 전반에 

걸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CCOP와의 협력 관계는 향후 우리연구소가 자 

원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지질재해， 연안지질， 정보처리， 주제별 지질도 작성 등， 다각 

적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한 국제적 장소를 제공해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5) 공업국으로 급속하게 발전하는 동 ·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에 대해 우리나라가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제공해 주는 것은 우리의 활동무대 확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국내 유일의 지질과학 종합연구기관인 우리 연구소가 

CCOP 역내 후발 국가들에게 필요한 지질과학 분야의 기술을 제공해 주는 것과 병행 

하여 CCOP 역내의 지하자원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자원 

수급에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이 기구를 통한 우리의 역할 수행은 국내 대학 및 지질 

과학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 

라. ‘98년 한국자원연구소 활동내용 

1) ‘97년 제34차 연차총회 및 제30차 운영위원회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주관한 한국 

자원연구소는 ‘98년에는 필리핀에서 개최된 CCOP 저1135차 연차총회와 제32차 운영위 

원회를 비롯한 소위원회에 연구원을 파견하여(석유해저연구부장 박관순 박사와 책임연 

구원 박근펼 박사가 정부대표로 참가) 관련 활동분야에 대한 Country Report를 발표 

하고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2) 1998년도 사업 수행 경과 보고， 행정규정과 회계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승인， 

1999년도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회원국 및 지원국 기술활동 보고등이 주요 의제로 

상정되었으며 특히 회원국들은 기술활동 보고를 통하여 환경재해 예방에 대한 프로그 

램들을 많이 제안하였는데 한국도 서해안 갯벌에 대한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연안역 환경 보존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3) 제3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특히 CCOP의 지원프로그램이 1999년이후 급격하게 감소 

되어 CCOP운영에 재정압박 기술활동의 축소등이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협의하였다. 

4) 한국은 98년 7월 CCOP분담금을 이미 납부하였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국제기 

구 자발적 분담금예산의 25% 삭감에도 불구， CCOP 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년 

과 동일한 수준으로 납부하였고 내년도 예년과 같은 수준의 분담금을 유지하도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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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할 것임을 언급 

5) 향후일정: 제36차 총회 및 제 34차 CCOP 운영위원회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참고자료 CCOP 제35차 연차총회와 제32차 운영위원회참석 귀국보고서 및 

Proceeding (국제 협 력 과 비 치 ) 

l.2.2 SOPAC (The South Pacific Applied Geoscience Commission) 

가. 개요 

SOPAC은 남태평양 지역의 도서국가인 피지가 중심이 되어 1972년 

CCOP/SOPAC이란 기구를 결성한이래 1984년 SOPAC으로 독립하여 결성된 지역내의 

정부간 협력기구로서 회원국은 현재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17개국이다. 당초 설 

립목적은 남태평양국가 관할권내에 부존하는 무생물자원(Non-living resources)의 관 

리 및 개발을 위하여 지구과학 지식을 응용하여 도서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고 

주민의 복리후생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 

국들은 독자적으로 지구과학 분야의 사업을 수행할 경제적 · 과학적 능력이 없기 때문 

에， SOPAC과 이를 후원하는 국가 또는 연구기관의 지원을 통해 회원국의 지구과학 

연구능력을 배양하고 각종 조사 연구사업의 촉진 · 관리 선진국의 자본 및 기술 공여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나. 주요기능 

1) 육상， 연안， 심해저의 무생물자원에 대한 조사 및 평가 

(골재자원， 망간각，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사금 등) 

2) 지질현상과 지질재해에 대한 연구 

3) 지구과학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활용 및 보급 

4) 연안역 관리를 위한 제반 프로그램 수행 

5) 석유， 지열 및 조력 에너지자원 조사 및 평가 

6) 회원국을 대신하여 지질학/지구물리학적 연구추진 및 연구결과 관리 

7) 회원국의 지구과학분야 연구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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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OPAC과 한국자원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는 1994년 23차 연차 총회에 대표를 파견한 이래 매년 한국대 

표로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지구과학연구 동향에대한 국제적 위상확립에 공헌 

하여왔다. 한편 사무국 및 회원국으로서 기술제공과 협력강화를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 

기 위하여 1997년 MOU를 체결한 이래 1997년부터 과학기술부 기관고유사업으로 

‘SOPAC 지구과학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자원연구소는 이 사업을 통 

해서 뿐만 아니라 현지공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SOPAC에대한 지원을 하고있다. 

라. ‘98년도 한국자원연구소 활동내역 

한국자원연구소는 제27차 SOPAC연차총회 (9월 26일 10월 3일)에 정부대표 

자격으로 연구원(책임연구원 이성록 박사)을 파견하여 대표연설을 하였으며 향후 자원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기타 활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지구과학 프로그램별 Working group회의에 참석， ‘98년도의 서사모아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소개하고 ’99년도 사업방향 설정을 위해 전문가 상호간 논의 

2) 육상 및 해저광물자원 잠재력이 높은 국가의 자원정보 수집 및 최근의 개발똥향을 

분석하고 자원협력 가능성에 대한 협의 수행 

3) 일본의 금속광업사업단 캐나다 지질조사소 영국 지질조사소， 프랑스 해양개발연구 

소， 영국의 임페리얼 대학 등과의 접촉을 통하여 각국의 지원사업 동향 파악 

4) 우호증진을 위한 의제제안 

- ‘광물자원탐사 및 개발’훈련에 회원국 훈련생을 포함하여 연수기회제공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한 현지에서의 프로그램 수행방안 

모색 

-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연구사업에 대한 장기적 계획수립 

1.2.3 APEC-GEMEED 

가. 개요 

APEC- GEMEED(Group of Experts on Minerals and Energy Exploration and 

Development)는 광불 및 에너지자원 탐사 및 개발전문가 그룹으로서 칠레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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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도하여 1996년 창설된 이래 현재까지 총3회의 총회와 3회의 워크삽이 개최되었 

으며 2000년까지 총회 및 워크삼이 계획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GEMEED DB분야와 환경분야에 적극 참여하여 자원협력을 모색하고 있으 

며. DB분야는 GEMEED 최초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APEC-GEMEED에 공헌하는 바 

가 크다. 특히 호주， 일본， 캐나다 등 회원국의 홈페이지 구축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 

으며 이들 국가의 DB화가 완료되면 광물자원관련 유용한 정보들을 쉽게 수집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주요 기능 

1) APEC내 광물·에너지 탐사 및 개발관련 문제들에관한 회원국간의 협력증진을 도모 

하고， 역내 에너지·광물 탐사 및 개발 가능성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분배를 적절히 

수행하여 투자의 유인을 제공함. 

2) 광물과 에너지 문제에 있어 회원국의 정부수준에서의 정책입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3) 광물처리시 에너지의 사용효율성과 광물·에너지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환경적친화에 

대한 관심유도. 

다. ‘98년도 자원연구소의 활동 

1) APEC- GEMEED 저113차총회 의 참가(98년 5월 8일 12일， 카나다) 

- 광물자원개발의 DB구축 프로젝트 진행사항 점검 및 향후 사업방향 검토 

- 환경협력위원회 현안문제 및 차기 활동논의 

- 광물자원의 지 속적 인 개 발을 위 한 Industry Panel (수급， 환경 보호， 에 너 지 효율， 투자 

환경등) 

2) APEC- GEMEED ECOW ’98 (98년 9월 28일 10월 2일 칠 레 ) 

‘지속적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청정생산’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논의 

• APEC- GEMEED DIB 운영위에서 ‘98년도 APEC역내 Oil and Gas Fields DB 구축 

사업 현황을 보고 

1.2.4 CTBT- O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Organization) 

가. 개요 

포괄적 핵확산 금지조약은 1996년 9월 10일 제50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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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4월 현재 141개국이 조인한 상태이며， 우리나라는 1996년 9월 24일 대통령이 

서명하였다. 현재는 사무국 기능을 대행하는 준비위원회 (Preparatory Commission)가 

가동중에 있으며， 예산과 행정을 담당하는 Working Group A과 검증 체제를 담당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W orking Group B로 조직되어있다. 

자원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Working Group B는 IDC Onternational Data 

Center), IMSOnternational Monitoring Systern) , OSHOn Site Inspection)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나. 한국자원연구소와 CTBT-O 

한국내 NDC(National Data Center)를 담당하고 있는 자원연구소로서는 전문인력 

확보로 장기적으로 IMSOnternational Monitoring Systern)체제 확립에 주도적으로 참 

가하고， CTBT-O에서 시설을 보완하는 원주KSRS에도 미국측과 협의를 통해 적 극적 

으로 참여해야 하겠다. 

다. ’98년 활동내역 

당소 선임연구원 강익범 박사가 올 1월부터 1년 예정으로 UN CTBT-O산하 

IDCOnternational Data Center)에서 주관하는 훈련프로그램에 참가중이 며， 자원연구부 

의 책임연구원 전명순 박사는 Working Group B회의에 외교통상부 대표들과 함께 참 

가하여， 기술적인 자문과 관련 정보수집활동을 하였다. 

한편， CTBT-O의 사무총장인 Dr. Wolfgang Hoffrnann이 11월 CTBT의 발효 

를 위한 한국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자 한국정부를 방문하였을때 당소 이경운 소장과 

전명순박사와 함께 회합을 가진바 있으며 NDC(National Data Center)로서 한국자원연 

구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CTBT-O내에서 한국의 활동증진을 위한 상호 노력을 기울 

일 것을 협의하였다. 

1.2.5 ODP (Ocean Drilling Program) 

가. 개요 

ODP사업은 세계 지구과학분야에서 사업규모가 가장 크고 성공적인 범 세계적 

인 국제공동연구사업으로 “지구지각과 해저분지에 대한 기원 및 변화”를 분석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연혁으로 멀리는 1957년 미국 해군연구소 주축으로 Mo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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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로 시작되었으며 1983 1년 Texas A&M이 주 연구기관으로 정식으로 ODP가 발 

족되었다. 

ODP는 학문적 측면으로 세계 최정상 수준의 학자들과의 교류 및 최첨단 장비 

를 이용한 기술습득 및 기술향상의 좋은 기회가 되며 해저지질 및 자원분야뿐만이 아 

니라 재해 발생 가능성 예측과 지구환경 변화예측등 ODP의 자료를 이용. 폭넓은 연구 

과제 도출이 가능한 장점 이 있다. 

나. 한국자원연구소와 ODP 

한국자원연구소는 1997년부터 기존의 카나다 호주의 컨소시웅에 가입함으로써 

해양시추를 위한 ODP에 1/12의 지분률로 참여를 하고 있으며 ODP 관련 회의를 국내 

에 유치하고， ODP 시추선에 유급요원으로 국내기술진 참여시킴은 물론 ODP 시추지 

점을 한반도 연안으로 유도하고 ODP 자료를 해저자원 개발에 응용하기 위하여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다. '98년 활동내역 

한국은 실질적으로 ‘98년도부터 국내 전문가의 ODP시추선 승선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에따라 서울대학교의 연수연구원인 김부근 박사가 한국자원연구소의 지원 

으로 ODP Leg 181 Southwest Pacific Gateway지 역 시 추에 참가하여 시 추퇴 적 물의 

공극수에 대한 지화학적 특성들을 조사하였으며 7개 시추지역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완성하였다. 또한 3개 시추공에서 약600여개 이상의 퇴적물시료를 공급받아 장래 국내 

에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ODP시추를 한반도 연안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국내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위한 참여지분의 확대가 요청된다. 

1.2.6 ESCAP (아시아 · 태평양 경제이사회) 

가.목적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환경，자원등의 포괄적문제를 쟁점화하여 정부간 

협의를 이끌어내는 국제기구 

나. 협력내용 : 

1) ESCAP 내 자원분야의 한국측 대표기관으로 활동 

1 , i 
q J 



2) 에너지， 광물자원， 환경 · 천연자원， 자원의 지속적언 공급증가와 환경적 관리 및 

D/B화 구축분야에 활발한 기술협력참여 

3) ESCAP 주최의 심포지움과 회의 참여활동 극대 

4) 정부예산삭감에 따른 대외적 협력기금을 위한 다양한 활동 참여 

다. 98년도 활동내역 

1) ESCAP/광물자원개발 관련 

- 협력사업상정 · “동남아 자원수급 현황조사연구” 에 대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주요 광종에 대한 동남아시아내 수급 현황의 D/B화를 위한 Workshop개최를 주내용으 

로 함. 

2) 동북아광물자원 개발 및 평가사업 관련(99년 3월 실시예정) 

- GIS 응용관련 우리연구소 전문가 3명 추천 

- 99년 3월 5월 (3개월간) 걸친 동북아광물자원 개발 및 평가사업 참여예정 

제 2 절 ‘98 초청인사현황 

2.1 ‘98 주요인사 방소 

2. 1.1 원주 452분견 대장 Ronald Rozzo 소령 방소 

가. 일 시: 1998년 1월 15일 

나. 방문자(총 4명 ):MAJ Ronald Rozzo 소령 MSG Ailshire 특무상사 

TSG Kevin Cook 기술하사 Mr. Clawson자원연연락관 

다. 주요협의내용 

1) 원활한 원주 KSRS 운영에 대한 452 분견대 지원지지 

2) 시설 및 운영권 인수에 대한 AFTAC (미공군기술지원단)의 협조요청 

3) 원주 KSRS 이전 계획 및 452 분견대의 향후 운영계획 설명 

4) 원주 KSRS 업무에 관한 양기관간 긴밀한 협조합의 

2. 1.2 카나다 과학기 술단 방소 

가. 일 AI: 1998년 3월 17일 (10:00- 15:0이 

m 

μ
 



나. 방문자(총 4명 ): 

Dr. Jacob Verhoef, Director of GSC Atlantic Lab. 

Dr. George Camer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Business Relations 

Dr. Pavel Kurfurst, Hazards and Envirornmental Geology 

Mr. William Ryback, S&T Program officer 

다. 주요협의내용 

1) GSC와 MOU(양해각서)조인아래 Annex Agreement가 체결된 4개분야*에 대한 총 

체적인 협력확인여부 및 실질적인 공동연구 추진방향모색 

* Marine Gas Hydrates 연 구 

GIS 이용과 지질재해도면작성을 위한 Remote sensing 

ODP사업에서의 협력확인 

CCOP에서의 양국의 역할증대를 위한 협력 

2) 한 · 카 과학기술 공동연구과제 발굴가능성 협의 및 신규과제제안 

(‘연안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퇴적지역의 도시화와 지질재해연구’) 

3) 양국간의 활발한 인력교류지원합의 

2. l.3 미국 USGS Dr. W. ]. Nokleberg 방소 

가. 일 시 : 1998년 5월 14일 

나. 방문자(총 1 명): Dr. W. J. Nokleberg 

다. 주요협의내용 

1) KIGAM과 USGS간 MOU하에 Annex Agreement 체결 

2) USGS가 추진하는 동북아광상성인연구사업에 한국의 적극적참여 요청 

2. 1.4 프랑스 대사관 에너지 담당 참사 방소 

가. 일 시 : 1998년 5월 14일 

나. 방문자(총 2명 ) : 

다. 주요협의내용 

Dr. Patrick Chaucheprat, Attache Energie 

Ms. 정승희 

1) KIGAM과 BRGM간 공동세미나 후원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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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와 한국간 에너지및 원자력관련분야 협력 협의 

2. 1.5 장춘과기대학 부총장 일행 방소 

가. 일 시 : 98년 6월 5일 

나. 방문자(총 3명): Mazhihong , 장춘과기대학 부총장 

Cao Lin, 장춘과기대학 교수 

Lu Zhiong , 장춘과기대학 외사외처장 

다. 주요협의내용 

1) 장춘과기대학의 현황설명 

- 연혁: 1952년 설립 

구조: 8개 분과대학 (환경과학， 재료과학， 선진기술연구， 정보공정， 공종기술， 응용과 

학， 인문과학， 경영과학)및 21개 연구소 

인원: 835명의 교직원(교수124명 부교수262명)및 497B 전공분야의 학생 8160명 

2) 장춘과기대의 ‘동북아시아 국제지학연구및 교학중심’을 주축으로 추진중인 국제협력 

사업에 당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3) 동북아시아 지각변화에 대한 중국측 발표 및 공동관심사 토의 

4) 한 · 중 접경지역의 광상분포 설명 및 공동탐사 제안 

5) KIGAM 소장의 장춘과기대학 방문초청 

2.1.6 중국대 양협 회 (COMRA)방소 

가. 일 시: 98년 6월 22일 

나. 방문자(총2명 ) : Shigin Gua, Technical Director 

Guifeng Wu, 대 외 협 력 처 

다. 주요협의내용: 자원연과 COMRA의 심해저사업 협력강화 

2. 1.7 베트남 교육훈련부 차관방소 

가. 일 시: 98년 6월 25일 

나. 방문자(총3명): Mr. Hai Nagoc Vu* , 베트남 교육훈련부 차관외 2명 

(베트남통역， KOICA직원)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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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협의내용 

1) 한 · 베트남간 인력교류지원사업 활성화 

( ‘광물자원 및 탐사’에 관한 교육프로그램과 ‘한 · 아세안 기술훈련사업’의 인력교류사업 

에 대한 소개와 베트남측의 지지) 

2) 지질과학분야의 협력활성화 방안 논의 

(*Mr. Hai Nagoc Vu는 지질학자이며 하노이대학 지질학과 교수였슴) 

2.1.8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지소 부원장 방소 

가. 일 시 : 98년 9월 29일 

나. 방문자(1 명): Academician Nikolai Dobretsov 

다. 주요협의내용 

1) 러 시 아과학아카데 미 시 베 리 아지 소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Siberian 

Div.) 소개 

2) 바이칼호지역의 연구활동 설명 

※ 참고: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지소 및 바이칼호관련 소개책자 

(국제협력과 비치) 

2. 1.8 중국 과학아카테미산하 지질연구소 소장 방소(11월) 

가. 일 시 : 98년 11월 20일 

나. 방문자 : Dr. Jiaqi Liu, 지질조사소 소장 

다. 주요협의내용 : 

1) 지질연구소 소개 

2) 세미나 

- “The Cenozoic vo1canism and their geodynamics in China" 

- “The Maar Lakes in China and their Paleoclimate Records" 

※ 참고: 중국지질연구소 소개 및 소장세미나 초록(부록3) 

% 

ω
 



2. 1.9 주한 호주대사방소 

가. 일 시 : 98년 12월 7일 

나. 방문자(총 3명) : H.E. Tony Hely , 호주대사 

Mr. Andrew McCredi 산업과학 · 자원담당참사 

Ms. 김종희， 기획담당관 

다. 주요협의내용 : 

1) 한 · 호간 과기협력방안논의 

2) 주한 호주대사관의 활동홍보 

2.2 ‘98 해외과학자초청(단기) 

2.2.1 외국 과학기술자 초청현황 

한국자원연구소는 기관간 기술협정체결 및 기술 선진국의 지질 · 자원 및 활용 

· 소재 관련 전문인력 초청을 통하여 지질관련 선진기술 도입 및 첨단연구능력 함양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98년도의 해외전문가 초청인원은 26명(그중 일본과 미국의 전문가가 58%를 차지함)으 

로 예년에비해 50%이상 감소하여 경제위기로 인하여 해외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진 

행이 상당히 위축되었다. 일본측 초청자기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일본과의 활발한 국 

제공동연구수행의 결과이다. 해외전문가 보다는 국내전문가를 활용하려는 이러한 경향 

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2-2- 1. ‘98 국외전문가 초청 현황 

초청국 인원(명) 초청국 인원(명) 비 고 

낀::r 국 2 뉴질랜드 1 

러시아 1 필리핀 2 외부지원금(과학재단， APEC등) 에 

미 국 4 여。 국 2 의한 Post- Doc. 및 한 · 아세안 훈 

일 보 11 
계 련생 4언제외. 

-고라n-〈 3 
26 

2.3 ‘98 해외인력활용현황 

‘98년도에는 중국과 러시아과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력활용이 적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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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그 지원폭 및 지원금의 규모 및 수혜의 폭이 확대되어 상기 국가들의 우수한 과 

학자를 국내로 유치하려는 노력이 정부차원에서 시도되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당 

소는 러시아 과학자 2명을 과학재단 지원금으로 초청， 연구에 활용함으로써 상당한 연 

구성과를 올렸으며 이를 계기로 내년에도 우수한 러시아 과학자를 더 많이 유치하려 

는 노력이 현재 진행중이다. 한편， APEC을 지원하는 재단기금으로 중국 과학자 

(Post- Doc.) 1년 계약으로 초청，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 공동연구사업으로 중국 연구원 

을 약 3개월간 국내로 초청， 활용하였다. 

표 2- 3- 1 ‘98 러시아인력활용현황 

관련 사항 

이 름 Y. Zavaπsev 

소속 기 관 I Institute of General Physics, Russian Academy of Sciences 
프-E1L ~ 고품질LLM 단결정육성 공동실험 

기 간 98년 8월 3일 9월 2일 (1개월간) 

켜U 비 ‘98 한 · 러 과학기술자유치사업일환(STEPI ) 
- Microlaser host용 단결 정 육성 법 개 발 

! - 100m W micro green laser개발 
기대효과 신기술습득 및 신소재개발기간을 단축 

한 · 러간 협력관계 및 정보교류 

활용내역 
세 계 최 초로 laser host로 사용가능한 10%Nd- LLM[LiLa(Mo03)z] 

단결정 육성성공 

초청인 장영남， 지질연구부 

2. 。1 준E프1 Roald G. Dzhamalov 

소속기관 Water Problem Institute 
.!2.. 적 정밀지하수 조사 .., 
기 간 98년 8월 24일 - 2월 23일 (6개월간) 

켜U 비 ‘98 한 · 러 과학기술자 유치사업일환으로 STEPI부담 
원격탐사에 의한 지하수유동의 파악 

- 지하수 해양유출 분야에 기여 
기대효과 

- 지표수-지하수 상호작용 분야의 연구방법 및 연계이용 방법습득 

- 수문지질도 작성에 효과적인 자문 

- 한 · 러 수문환경 소개 및 차이 점 파악 

활용내역 
- 지하수-지표수 상호작용의 연구 방법론 및 연계이용연구 

- 갈수기 유출량 분포해석 

- 지하수 해양 배출 연구 방법 

초청인 조민조， 지구환경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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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3- 2 ‘98 중국인력활용 

관련 사항 

1. 이 -EI그크 Li Ruixing 

소속기관 
Institute of Chemical Metallurgy CICM) Chinese Academy 아 

Science 

조z. 적 
Co++의 수소환원반응시 촉매제의 증가효과 규명 

-, 
1차년도 연구결과 교환 및 공동연구 실시 

기 간 98년 5월 11 일 7월 24일 (2.57R 월간) 

켜U 비 국제공동연구사업관련 외국인 전문가 활용비 지급 

KIGAM- ICM 간 기술협력관계 확립 및 증진 

기대효과 - 중국내 초미립 금속분말 제조 및 활용에 관한 기술정보 확보 

초미립금속분말의 국내 활용분야 확대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 

- PdClz 촉매하 수소가스환원에 의한 코발E미립분말제조의 

최적조건확립 

활용내용 - Ag분말의 합성에 관한 기초 실험 실시 

2차년도 공동연구의 추진방향 및 세부연구계획수립 

(니켈， 은 분말제조) 

초청인 김동진，활용소재부 

2. 이 -EI그프 Deng Zhihui 

소속기관 국가지진국，지질조사소 

목 적 APEC post- doc. 연수사업 연수생 

기 간 98년 7월 6일 99년 7월 5일 (127R 월) 

겨U 비 APEC post- doc. 연수사업으로 한국과학재단 지급 
중국내 신진과학자초청 한 · 중간 기술교류와 인력교류의 활성화 

기대효과 
한 • 중 지진관련 자료통합관리 시스템구축의 연결망 형성 

활용내용 
- 한 · 중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지질 및 지진자료 분석 

- 한반도 지진발생양상연구 및 지진위험도 분석을 위한 (GIS)작성 
초청인 전명순，자원연구부 

제 3 절 ‘98 해외인력파견현황 

3.1 단기해외출장 

3.1.1 국별 해외파견 현황 

자원연구소는 ‘98년도에 총172명의 연구 및 기술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였으나 

이중 해외학회나 기관의 경비부담에 의한 초청이 42명 해외자원탐사등 외부용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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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탁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출장이 75명으로 순수한 당소경비에 의한 출장은 55 

명이다. 예년에 비해 ’98년은 해외출장에서는 수탁사업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당소 경비지출에 의한 출장은 작년대비 46.6%로서 이는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체제로 접어들면서 외화유출을 줄이려는 정부시책에 발맞 

추어 해외출장을 자제하는 분위기와 당소의 국제협력업무심의회를 통한 해외출장심의 

의 강화로 출장을 억제하였기 때문으로 국가외환위기를 맞이하여 해외출장을 50%선으 

로 감축하려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정책에 적극 호응한 결과이다. 

표3- 1 - 1 ’97/'98 해 외 출장내 역 비 교 

많r 총출장인원( 외부경비에의한 수탁사업에의한 출장(C) 
A) 출장(B) 

대외원전관련: 26 
97년 253 52 83 KOICA수탁 : 12 

일반수탁: 45 
GECO사업 33 

98년 172 42 
KOICA수탁 : 21 
일반수탁: 15 
대외원전관련: 7 

(98년/97년) 
67.9% 

표3- 1 -2 국별 파견 현황 

파견대상국 인원 파견대상국 

뉴질랜드 1 일 본 
묘-1;; 일 3 τ ;xr 국 

라오스 6 차 c: 

러시아 4 칠 레 
말레이지아 31 캄보디아 

몽 二~프L l 캐나다 
미 국 24 태 국 
:닝'ï 한 7 -표라”-〈 

베 E 남 2 피 지 
사모아 3 필리핀 

싱가폴 2 사모아 
여。 국 l 호 -:z「

오스 E 리아 5 
계 (26개국) 

인도네시아 44 

* 파견국의 중복으로 실제 출장자보다 국별 출장인원 합계가 많음 
- 39-

당소경비에의 

한 출장 

(A-B-C) 

118 

55 

46.6% 

인원 

24 
15 
4 
2 
2 
5 
7 
3 
1 
11 
l 
2 

211(172) 



표3-1 -3 목적별/부서별 파견현황 

분야 공동연구 1 교육훈련 기술습득 자료조사 | 현지탐사 학회참가 

선임연구부장 1 
지질연구부 4 1 2 11 11 10 39 
지구환경연구부 3 7 4 13 1 2 286| 
자원연구부 4 2 3 8 9 
활용연구부 4 4 2 6 4 20 
석유해저연구부 6 1 1 44 5 57 
기획부 0 
행정부 l 1 

계 21 15 6 20 69 41 172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세미나참가를 위한 해외출장 내역을 부록 4에 실었으며 

이를 분석해 보면， 올해 대부분의 출장이 수탁사업수행상 필요한 현지탐사 · 조사와 국 

제기구주관회의 또는 논문발표를 위한 국제학술대회에의 참가를 위한 해외출장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원보유량은 많으나 탐사 개발기술이 부족한 개도국에의 기술이전 

내지는 해외자원에 대한 직접투자의 증가를 나타내며， 국제기구(CCOP， APEC등)와 

국제 학술대회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를 의미한다. 실례로 국제회의나 학술 

대회에 논문발표를 위한 해외출장중 50%가 넘는 22건이 주최측의 초청(경비지급)에 

의한 것이었다. 

연구사업 성격상 수탁사업에서의 현지조사를 위한 해외출장 및 국제공동연구 

를 위한 관련 연구원들의 상호방문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며， 마케팅 개념을 도입 

한 이윤창출이 연구소 운영의 주요전략으로 채택된 이상， 수탁사업과 국제공동연구사 

업의 확대를 통한 재정의 자립화는 물론 연구성과의 사회환원과 국제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획일적인 목표치를 정한 상태에서의 해외출장 건수의 억제보다 

는 해외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3. 1.2 해외파견경비(국외여비) 현황 

‘98년도 정부출연 연구사업의 해외출장 경비는 44% 자원기술개발연구사업(대 

체에너지연구사업)에서는 86%, 수탁연구사업에서는 35%, 특정연구사업에서는 8%의 

감소가 있었다. 이는 전체적인 연구사업 축소 및 해외출장자제 및 억제의 영향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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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하반기부터 개정된 국외출장여비지급 규정으로 출장경비를 대폭 삭감했기 때문으 

로 해석된다. 수탁연구사업에서의 출장경비는 ‘97년의 수탁사업 ‘대외원전 1 ，2호기 지질 

조사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지난 3월 계약체결된 석유해저연구부의 ‘노르워l 이 GECO사 

물리탐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약2억 9천만원의 해외출장 경비지출이 있었음에도 감소 

하였다. 

표3- 1 -4 해외출장경비(국외여비) 소요현황 

(단위 : 원) 

해외출장경비소요액 

구 τ 님!:" 97 98 ;。z 감 비 고 

통산부출연연구비 115,085,126 63,626,028 ‘ 51 ,459,098 

기본연구비와 
기관고유사업비 132,877,569 75.636.908 ‘ 57,240,661 

특수사업비를 포괄 

!특정연구사업비 61.237.869 56.516.368 ‘ 4.721.501 

칸탁연구비 747.918.946 쇄8，349，053 ‘ 259,569,893 

자원기술개발연구비 34.506.476 4.939.984 ‘ 29,566,492 

한· 러 공동연구개발 
306,000 ‘ 306,000 센터운영지원 

KEDO원전 진입도로 

및 공업용수 취수시설 39.406.038 39.406.038 
지역 지질조사 사업비 

계 1.091.931.986 728.474.379 ‘ 363,457,607 

3.2 장기해외교육훈련 현황 

장기 해외교육훈련은 ‘97년의 13명(부록 5)과 비교하여 큰차이가 없으며， 국내 

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당소 경비부담에 의한 해외파견이 어려워짐 

에 따라 과학재단등 장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대외기관의 교육훈련파 

견자 선발계획을 신속히 파악하여， 당소의 관련 연구원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 추천연구원 창의지원사업 및 UN CTBT산하 IDC훈련프로그램 참가를 위 

한 UN 경비부담으로 파견등 과학재단 지원에 의한 Post-Doc.파견이 주종을 이루었다. 

-41-



표3-2- l. 기간 및 국가별 교육훈련 파견내역 

구분 
국 가 별 

비고 
미국 독일 호주 일본 카나다 계 

1년이하 5 l 1 2 2 11 
2년이하 1 1 
계 6 1 l ? 2 12 

제 4절 양자간 정부회의 참석 및 의제제안 

- 특히 제 4차 한 · 일 환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 2개과제가 선정되고， 제 10차 한 · 일 

과기협력위원회에서는 5개 계속과제와 1개 신규과제로 선정되고 제 18차 한 · 인니 자 

원협력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현재진행중인 과제1개와 신규과제 1개가 채택되었다. 또 

한 제 20차 한 · 독 경제공동위원회에서는 1개 제안과제가 채택되고 제 16차 한 · 호주 

자원협력위에서도 3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대통령의 베트남방문에 따른 한아세안 및 

베트남 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도 과제를 상정，대기중에 있다. 

4.1 과학기술부 주관 정부간 회의 

4. 1.1 제 10차 한 · 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 (98년 8월) 

가. 으|제제 안 (6개 의제) 

1) 의제 1 : 지구물리자료 공동취합 및 운용시스템 공동연구(계속과제) 

- 상대기관 : GS] 

과제내용: 한국과 일본(한 · 일간 해역포함)에 대한 중력 자력 지열류량등의 지구물 

리 자료의 정리， 취합 및 관리운영 시스템의 구축 및 교환 

- 향후계획: 자료 표준화를 위한 협의 및 보충 탐사 

자료처리， 취합， 교환 및 mappmg 

자료의 D/B화，분석 및 해석 

2) 의제 2: 중서부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의 지질학적 연구(계속과제 신청) 

- 상대기관: GS] 

과제내용: 중서부태평양의 심해저광물자원에 관한 지질학적연구를 통한 상호 연구개 

발능력을 확충하고 심해저광상의 성인，형성과정 및 고 해양환경을 해석하여 국제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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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연구결과 도출 

- 향후계획: 연차별，단계별 연구목표에 따라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적 연구 프 

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확대 

3) 의제3: 기계화학을 이용 천연광물원료로부터 촉매입자설계연구(계속과제신청) 

상대기관: NIRE 

과제내용: 비금속 광물의 촉매지지체 및 촉매화로 환경친화적인 소재내지，활성제로 

의 개발후 환경친화적 소재로 활용키 위한 것으로 기계화학적 효과를 극대화 적용시 

키면 산업폐기물의 처리시 외부열원없이 중독성 물질을 처리할 수 있슴. 

향후계획: 실용화 및 산업화로 연계 

4) 의제4: 한국과 서남일본의 희유금속광상과 관련된 화강암의 지구‘화학적 특성과 동 

위원소연대의 비교연구 (계속과제신청) 

- 상대기관 GS] 

과제내용: 일본지질조사소측과 희유원소 분석단일안 결정 상호비교 분석을 통한 분 

석자료 표준화， 일본측 W-Sn관련화강암에 대한 공동야외조사， 일본측 선진분석기술 

및 자료의지질학적 해석기술 습득 

- 향후계획: 양 기관보유 연구장비의 상호활용 및 시료분석， 일본측과 공동으로 1차년 

도 연구결과 국내외 학술지에 공동 발표 

5) 의제5: 동해지진 및 해일의 발생과 주기성에 관한 연구와 천진시 임해지구 Binhai 

지역의 지진활동 및 연약지반에서의 지진 피해예측을 위한 연구 (계속과제신청) 

- 상대기관: 일본기상연구소 

과제내용: 동해에서의 지진 및 해일의 발생주기성에 관한 연구로 한국과 일본의 역 

사 및 계기 지진자료의 교환， 동해에서 발생한 지진의 특성분석. STS- l 광대역 지진 

관측망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일본의 POSEIDON Project의 일환으로 설치된 지진자료 

의 상호교환 

• 향후계획: 자국에서 획득가능한 지진자료의 수집 및 상호간에 1차적으로 한일양국이 

독자적으로 이들 자료를 분석하고 동해에서의 지진발생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종합적 

인 분석 수행하고 이를 위한 년 l회 각국의 전문가 상호 방문으로 한일양국간의 지진 

자료 교환체계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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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제6: 한국과 일본의 비금속광물자원에 대한 조사연구(계속과제신청) 

상대기관:GS] 

과제내용: 한국과 일본에서 실시된 비금속 원료광물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금속 

광물중 특히. 납석자원등의 내화물 원료광물에 대한 광상학적， 광물학적， 지화학적 연 

구를 수행하여， 탐사에 필수적인 성인적인 비금속광물자원도를 작성하여 탐사에 적용 

할 탐사모델 정립 

• 향후계획: 상호방문에 따른 2차 현지조사및 분석실시 (XRD， 산소통위원소 등) 

나. 회의결과 

6개 의제중 의제2는 중단결정. 나머지 5개 의제의 과제는 계속 지원됨. 

4.1.2 한 · 일 과학기술포럼 (99년 혹은 2000년 개최예정)에 따른 기술분야 제안 

(98년 11월제안) 

가. 의제제안(2개 분야 의제) 

1) 의제 1: 자연재해 방재기술분야 

- 필요성: 지진 및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국경에 관계없이 지역적/지질학적 특성에 

좌우되므로 자연재해 연구는 필수적임. 일본은 동 분야에서 세계최고수준에 있어 양국 

간 협력으로 동북아시아 자연재해 연구 효율성제고 및 공동대처방안 확립 가능 

- 세부주제 

a) 지진연구: 동해에서의 지진해일 발생가능성 평가 

실시간 지진모니터링자료에 대한 공동데이터베이스구축 및 활용 

지진예지 및 지진피해 경감 및 최소화 

b) 대기과학: 동아시아의 몬순 강수 시스템 조사 

c) 기상위성: 위성에 의한 지구환경 관측， 환경변화 감시 및 방재활동연구 

2) 의제2: 소재 공학 

필요성: 일본의 첨단 소재의 제조 방법 및 평가 방법개발에 대한 연구로 현재 많은 

업적과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동분야에 대한 소 재산업의 기초 기술분 

야로서의 양국간 협력 펼요성이 절실 

세부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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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약상법에 의한 분체 소재의 합성 및 정밀 형상 제어 기술 

기계적 합성법에 의한 기능성 분체 제조 

나노 사이즈 분체의 제조기술 

분체의 형태 및 결정구조 평가 기술 

금속소재의 고순도화 기술 

분체의 표면개질 기술 

냐. 결고~: 12월 현재 과기부내 선정중 

4.1.3 제 5차 한 · 중 과학기 술공동위 원회 (98년 12월) 

가. 으|제제안(3개 분야 의저J) 

1) 의제 1: 동북아 지각변형 연구 

상대기관:장춘과기대학 

과채내용: 한반도， 중국， 몽고， 러시아，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의 조구조적 지각 

변형 규명을 위한 연구 

-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98년 8월 중국과학원에서 한 · 중 학술발표 및 산동반도 현 

장답사를 수행하였으며 99년 8월 자원(연) 주최로 국제학술발표 및 임진강 습곡대와 

옥천 습곡대 현장 답사 계획을 중국측과 합의 

2) 의제2: 무기성 산업폐기물의 재활용 연구 

- 상대기관: 근밍 과학기술대학 

과제내용: 광물처리기술의 재활용기술개발， 산업무기 폐기물의 경제적 재활용 표준 

화 작업， 환경 경영행위 궁성요소 기술개발， 폐기물 재활용 부가가치 제품제조기술， 폐 

기물 재활용 선응적 대응전략 

추진현황:4차 동아시아 자원재활용기술 국제심포지움에서 논의 

3) 의제3: 동북아 지진특성 공동연구 

- 상대기관: 장춘과기대학 및 길림성 지진관측소 

- 과제내용: 한국과 중국의 지진발생 비교연구 및 백두산(장백산) 지진관측소 공동이용 

- 추진현황: 현재 천진지진국과의 지진공동연구가 수행중이나 한반도의 지진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중국 동복 지역 특히 백두산 인접지역에 대한 지진연구를 추진할 펼요가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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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4 한 · 아세안 및 한 · 베트남과학기술협력위원회 (98년 12월) 

가. 의제제안(3개 분야 의제) 

1) 의제 1: 석탄성형기술개발조사 

• 상대 기 관: 베트남 IMSAT 

- 과제내용: 석탄성형기술개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울 위해서는 준공장급규모 의 실험 

실시 설치 및 연구계획 필요 

2) 의제 2: 해외(캄보디아) 자원탐사 및 개발사업 

상대기관: 캄보디아 광업성 

- 과제내용: 캄보디아 까디 -스노울-빠일링 지역광상조사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98년 현지조사 및 광상의 품위분석 완료. 광체의 산상규명중. 

자원개발 사업참여 및 합동연구팀구성 진행중 

3) 의제 3: 지질 · 광물자원 개발을 휘한 국제연수센터 설립 및 운영 

상대기관: 한 · 아세안권내 지질 · 광물자원탐사 및 개발관련 모든기관 

- 과제내용: 당소가 한 · 아세안권에 기술공여사업의 일환으로 9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는 연수를 전담할 국제연수센터의 설립이 불가피함. 운영면이나 효과적인 면에서의 교 

육과 현장실습을 위해 자원(연)에 국제연수센터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 결과 

98년 정상회담과 동시에 열린 회의의 의제로 채택은 되자 않았으나 의제 1, 2는 내년 

상반기에 열릴 예정인 한 · 베트남 과기공동위에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받음. 한편， 의 

제 3은 내년도 한 · 아세안 Dialogue회의의 의제로 채택됨. 

4.2 산업자원부 주관 정부간 회의 

4.2.1 제 11차 한 · 미 에너지 실무위원회 (98년 5월) 

가. 의제제 안( 1 개 의제) 

-46-



1) 의제 1: 청정석탄 이용을 위한 석탄의 전처리 신개술 개발 

필요성: 한국에서 국내석탄을 대량 소비할 수 있는 곳은 석탄화력발전소이나 회분함 

량이 높은 저품 석탄의 경우 에너지 효율이 낮을뿐만 아니라 연소시 분진 및 회재 처 

리등의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한전측에서 사용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저품위탄 사용을 지양하고 고품위의 고열량을 위한 또한 가능한 발전소의 적용가능성 

이 높은 미립자 건식처리법에 의한 선탄기술개발이 필요함. 한편， 발전소에 청정석 

탄을 공급할 수 있는 신기술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중의 하나로서 최근 가장 관 

심이 집중되고 있는 건식 정전기선별법은 미립자체 처리가 가능한 건식법이라 최적 

처리공정만 확립된다면 바로 발전소 보일러에 적용하여 석탄의 전처리를 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 기술의 우수성은 입증되었지만 아직 현장적용을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 특히 하전장치 개발 및 연속처리가 가능한 처리공정 개발 

등이 있으므로 이미 상당한 연구기수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측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 

여 선탄기술의 새로운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4.2.2 제 18차 한 · 언니 자원협력위원회 (98년 9월) 

가. 의제제안(4개 의제) 

1) 의제 1: 석탄성형 기술개발 조사사업 

- 상대기관: 인도네시아 광물기술개발연구소(MTRDC) 

추진현황 

제 14차 한 · 인니 자원협력위원회(1992.10) 합의에 따라 “인도네시아 석탄성형기술 개 

발조사사업”에 관하여 주인니 한국대사관과 인도네시아정부간 기술협약 약정 

(1995.11 .17) 기술협약 약정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자원 연구소간에 사 

업계약 체결(1995.12.12)후 인도네시아 석탄성형 기술개발 연구를 1998.12.11까지 3년간 

수행키로 함. 

1차 년도 사업으로 한국자원연구소는 석탄성형기술 개발연구 수행일환으로 연탄성형 

및 조개탄성형 pilot plant(시간당 200 kg 처리규모)를 인도네시아 광물기술개발연구소 

(MTRDC)에 설치 완료하고， 주인니 한국대사관이 한국을 대표하여 인도네시아 광업청 

장 (MR. Kuntro)에 게 기 증(1996.1 1.8) 

한국자원연구소 석탄성형기술개발 연구팀은 2차년도 (1997.4.20-7.13)의 석탄성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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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및 개발성 조사를 마치고 마지막 3차년도(1997.12- 1998.12)의 인도네시아 유연탄 

의 석탄성형기술 및 시장성 조사도 완료한 상태임. 

향후계획: 현재 개발되는 유연탄 성형탄의 용도는 인도네시아 영업용 (식당， 병아리 

사육， 생선건조 등) 및 준 산업용으로 활용될 것임. 한편， 본 사업이 산업화 유도될 경 

우에는 아국의 관련업체 참여를 유도할 것임. 

2) 의제2: 니탄 연료활용기술 개발 

- 상대기관: MTRDC 

필요성: 인도네시아 수백억톤 매장되어 있으면서도 이용이 되지 않는 니탄을 이용하 

여 인도네시아 국민연료를 개발함으로서 인도네시아는 국민연료 자급화를 유도하고 

한국측으로는 관련기술을 외교기술협력측면에서 개발하여 아측의 관련업체 참여를 유 

도하고자 함 

- 향후계획: 본 기술협력 사항을 인니측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실제로 BAPENAS 가 

외무부채널을 통하여 본 사업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아측으로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개 

발기금을 이용하여 본 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해야 할 것임 

3) 의제3: 지화학 및 지구물리도 작성 (GeochemicaVGeophysical Mapping Project) 

- 상대기관: 인도네시아 광물자원국(Directorate of Mineral Resources: DMR) 

추진현황 1998.6-2001.6 (3년간) 한국국제협력단의 재원을 받아 기술공여사업의 일 

환으로 공동연구 추진중으로 1차년도인 98년 인니 칼리만탄 중부조사를 위해 현지조 

사를 진행하였슴(6.28-8.7 ， 40일간) 

4) 의제4: 해외자원 개발협력 기초조사연구(Fundamental Research on Oversea 

Mineral Resource for Cooperative Development)로서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혜시 우아 

사 지역 W-Cu- Au- Ag 광화대 조사연구 

- 상대기관:DMR 

- 추진현황 1998년 한국자원연구소 탐사팀(한자연 :3명 인도네시아:2명)은 탐사대상-

지역 50 k미에 대하여 지화학 탐사 (중사 및 하상 퇴적물)와 광상 조사를 실시 중사 

및 하상 퇴적물 시료 각각 2407~를 채취하고 중석 및 동광상 관련 광화대에 대한 조-

사를 실시 암석 기료 1107~ 와 정밀 광화대 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 향후계획 GIS 처리프로그램에 의한 자료처리 및 지화학도 제작 

-48-



(지화학도해석에의한 유망지역선정， 정밀탐사， 통계처리및 광화대 성인및 근원암유추) 

유망 광화대 부존 가능 지역 추천 및 정밀탐사 계획 수립 

부존 광화대 정밀 탐사 평가 및 개발 DBEH(삼탄， 주) 

4.2.3 4차 한 · 중 산업협력위원회 (98년 10월)에너지 자원협력분야 제안 

가. 의제제안(6개 의제) 

1) 의제 1: 중국산 석탄 특성 및 활용연구 

- 필요성: 중국산 석탄을 국내에 수입， 활용하기 위해 특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가 선행되어 국내산업계에 경제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과제내용: 중국산 석탄 특성 연구 

중국산 석탄의 활용방안연구 

중국산 석탄의 환경영향평가연구 

중국산 석탄광의 가스화， 액화연구 

2) 의제2: 중국 석탄광 공동탐사 및 개발 

- 필요성: 중국의 석탄사용을 대비 석탄광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탐사 및 개발로 지리 

적으로 가까운 지역에서의 안정적 공급 확보 

과제내용: 중국 석탄광 조사 및 탐사(기초지질조사 및 구조，매장량 파악) 

석탄광 개발기술(채광장 사면 설계 및 갱도유지기술) 

경제성분석기술 

3) 의제3: 중국 희토류광 특성 및 활용연구 

- 필요성: 중국내 희토류 매장량은 전 셰계의 약 80%를 차지하며 한국은 연간 3,000 

만불의 희토류 원료소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나 품위가 일정하지 않고 국내 산업계 

의 각 용도에 맞추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중국 희토류광의 특성 및 제련기술을 

연구，개발에 국내산업계에 적합한 희토류원소를 공급하고 고부가가치의 희토류활용을 

유도 

과제내용: 희토류 정광 회수기술연구 

희토류광의 제련 

희토류 기능 소재 및 활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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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제4: 중국 희토류광상 개발 및 투자 

필요성: 중국산 희토류의 경제적이용 및 안정적수급을 위하여 광상확보 필요 

5) 의제5: 중국과 한반도 접경지역의 동 · 연 · 아연광상 탐사 및 개발 

6) 의제6: 국내기업 진출을 위한 중국내 유휴광상 재평가 연구 

필요성: 중국내 경제적인 문제로 개발이 중단된 광산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국내기업진출유도. 

4.2.4 중국 국가 매탄공업국장 방한 관련 (98년 11월) 

가. 의제제안(2개 의제) 

1) 의제 1: 중국산 석탄 특성 및 활용연구 

一 필요성: 중국산 석탄을 국내에 수입 활용하기 위해 특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가 선행되어 국내산업계에 경제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과제내용: 중국산 석탄 특성 연구 

중국산 석탄의 활용방안연구 

중국산 석탄의 환경영향평가연구 

중국산 석탄광의 가스화， 액화연구 

2) 의제2: 중국 석탄광 공동탐사 및 개발 

- 필요성: 중국의 석탄사용을 대비 석탄광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탐사 및 개발로 지리 

적으로 가까운 지역에서의 안정적 공급 확보 

과제내용: 중국 석탄광 조사 및 탐사(기초지질조사 및 구조，매장량 파악) 

석탄광 개발기술(채광장 사면 설계 및 갱도유지기술) 

경제성분석기술 

4.2.5 제 16차 한 · 호자원협력위원회 (98년 12월) 

가. 으|제제안 (3개 의제) 

1) 의제 1: 석유탐사자료 해석 (SOPAC Petroleum Data Bank의 석유자료해석) 

상대기관: AGSO(호주지질조사소) 

- 목 적 AGSO는 SOPAC에 전문가를 지원하여 남태평양지역의 석유자원탐사 자료 

관리 및 해석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그 해석결과를 남태평양지역 국가 및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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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배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원(연)은 AGSO와 함께 과학적인 자료해석으로 석 

유 부존가능성을 효율적으로 예측함은 물론 이에 대한 결과를 국내 관련업체에 배포， 

기 업 참여 를 유도하고자 한다. 

2) 의제2: 광물자원탐사 (서호주 금，아연， 동 니켈광상자원연구) 

• 상대기관 : AGSO 

- 내용 및 추진현황 AGSO가 서호주 Eastern Gold Field에서 수행하는 조사활동에 

KIGAM요원이 동참하여 공동연구수행. 제 13차 15차 한 · 호자원협력위원회에서 협의 

되고 양기관 실무자간에 공동수행에 합의하였으나 재정문제로 추진지연. 

3) 의제3: 탄화수소개발을 위한 한 · 호해양지구물리탐사 

상대기관 : AGSO 

내용: 한국자원연구소가 석유자원탐사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탐사선 탐해II (최 

신 2D/3D 탄성파 탐사장비 탑재)를 이용하여 호주와 공동관심지역에 대한 공동탐사를 

통하여 호주가 기확보하고 있는 탄화수소 탐사기술을 습득함은 물론 해외자원탐사권 

및 개발권을확보， 해외자원확보를 위한 장기적 기틀마련. 

나. 결과 

의제 1, 2가 ‘한국자원연구소와 호주 AGSO와의 협력’이란 주제로 산자부가 요 

청한 ‘광물자원 수급 및 전망’이라는 의제와함께 채택되어 제 16차 한 · 호자원협력위 

원회의(12월 2-3 일， 산자부)에 당소가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 발표함. 호주정부 

대표단에 AGSO측의 참석자는 없었으나 AGSO와 자원연과의 협력증진을 위한 협조를 

。tζ::" 1:ll-~
Î Î l:二 p.

※ 당소 발표자 

이경한(‘광물자원 수급 및 전망’) , 이성록(‘AGSO와 KIGAM간의 협력’)발표 

※ 참고자료: 회의 일정 및 한국측 호주측 발표초록(국제협력과 비치) 

* 광물자원 수급 및 전망 

수급현황: 97년도에 한국은 광산물을 89억불어치 수입하고 64억불 어치를 수출했으 

며 생산은 12억불 상당을 하고 36.7억불상당을 소비하였다. 수출입에서 금의 비중이 

60억불 정도로 높으나 이는 대부분이 단기거래물이라 국내 산업과는 관계가 적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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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는 종류는 46개 광종이지만 이중 자급율이 90%이상인광종은 9개에 불과한 반면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자급도 5% 미만의 것은 31개나 된다. 광산물 수요의 약65%는 

금속광이 점유하고 있지만 금속광 수요의 약99%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 

부존자원은 빈약하다. 금을 제외할 경우 주 수입 품목은 철광석， 동광석， 아연광석과 

같이 대규모 제련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비금속광은 비교적 풍부한 부존자원 

을 바탕으로 73%를 자급하고 있고 인광석 마그네사이트와 같이 부존자원이 없거냐 

품질상의 필요에 의한 것을 중심으로 일부 수입되고 있다. 국내광업은 시멘트산업용 

원료자원 생산광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말 

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향후 전망: 한국은 금융위기를 경험하며 구조 조정과정에서 산업활동이 위축되며 광 

산물의 수요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금년도 8월까지의 잠정치에 따르면 전년대비 

금속광은 5.5%, 비금속광은 21.1%의 수요감소가 있었으나， 금속광의 감소는 주로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이 주도했고 주요 비철금속 광물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했다. 비금속 

광의 경우 국내 비금속 관련제품의 가동율 지수가 전년 동기대비 72.6%에 불과할 만 

큼 산업활동이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소규모 광산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는 국내 공 

급기반은 큰 타격을 받아 광업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서야만 반전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수요와 공급 모두 위 

축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광산물 수요증가를 선도하던 대규모 제련시설의 확장사업이 일단 마무리 

된 상태이고 새로운 확장사업에 대한 계획도 세워진 것이 없어 앞으로의 국내 광산물 

의 수요증가는 과거보다는 훨씬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공급기반 

이 취약한 만큼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4. 3 환경부 주관 정부간 회의 

4.3.1 한 · 미 환경협력공동위원회 (97년 9월개최 98년 5월 협의의제선정) 

가. 의제제안(2개 의제) 

1) 의제 1: 탄광 및 금속광산의 산성폐수 처리기술 

- 상대기관: 미국 환경보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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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전국 2410 폐탄광 및 금속광산에서 5227R 광산이 산성폐수 배출중으로 상수 

원 보호지역 오염과 수계환경오염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한 1차 오염원인 폐광산폐수 

처리 필요하나 종래의 값비싼 화학시약에 의한 폐수처리기술보다는 저렴하고 반영구 

적인 무동력-무인력 처리기술 필요 

기대효과 

기술적인 면: 휴폐광산의 산성폐수처리기술 개발연구는 종래의 값비싼 

화학약 품을 사용하면서 항구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폐수처리 기술에 비해 저 

렴한 비용으로 반영구적인 처리를 함으로 광산 폐수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무인력 -무동력 첨단기술이다. 

경제，산업적인 면: 휴폐광산 주변의 환경오명 탐지 및 오염방지기술을 

확보함으로서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전이 가능하며 오염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한다. 

2) 의제2: 전기장을 이용한 토양의 금속오염물질제거기술 

- 상대기관 : 미국 무역진흥청 

필요성: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으로 말미암아 2차 오염， 즉 지하수， 농작물， 수목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시급. 중금속 물질로 오염된 지역의 토양은 민원 

을 초래할 뿐 아니라 오염의 장기화확산으로 인간을 비롯한 생태계로 전이되어 치명 

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 기대효과: 전기장 이용한 금속제거기술을 습득하고 중금속 제거로 토양을 복구， 유가금 

속의 회수로 인한 자원화를 도모， 장기적으로 오염토양 처리에 의한 환경 오염문제 해결 

나. 결과 

의제 1,27} 채택되어 현재 공동연구로 추진중이나 아직 연구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슴. 

4.3.2 제 4차 한 • 일 환경협력공동위원회 (98년 7월) 

가. 으|제제 안(1 개 의제) 

1) 의제명: 지하공간의 환경제어 기술 개발 

상대기관: 자원환경기술총합연구소(NIRE) 

- 필요성: 한국은 높은 인구밀도에 반해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에 소극적인바 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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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이 섬히 요구된다. 특히 암반이 견고하고 지하공간의 개발에 유리한 조건임으 

로 농수산물 배양， 핵폐기물처분， 상하수도건설， 발전시설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추 

진되고 있으나， 지하공간 개발기술의 핵심인 환경제어 및 재해방지 기술이 부족한 실 

정으로 이에대한 좀더 보완된 기술을 일본과의 공동연구로 확보할 수 있다. 

- 추진 경위 및 실적 1989년에서 1993년 ]ICA의 사업형 기술협력 사업으로 “석 

탄광내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수행， 1995년 한 · 일 환경협력공동위 의제 

로 채택 1998년 공동연구 추진중 

2) 의제2: 정보기기 폐기물의 형상분리기술 및 유가자원 재활용 기술연구 

- 상대기관 : NIRE 

필요성 : 첨단 정보기기 폐기물의 고가자원 선택회수 및 재활용기술 

3) 의제3: 세척법에 의한 오염토양으로부터 중금속의 제거기술 

- 상대기관: 물질공학공업기술연구소 

필요성: 종래의 기술인 soil cover, dilution, 고용화， 안정화 및 진공추출 등과 같은 

물리적 처리기술은 처리비가 비싸고 토양을 다시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에 처 

리비가 저렴하고 토양을 재이용할수 있는 기술개발이 시급 

- 추진경위 및 실적 : 일본 물질공학공업기술연구소 방문시 제안함 

나. 결과 

의제 1 ，2는 의제로 선정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행중이나 정부예산확보 지연으로 실질적 

인 사업추진은 어려운 상태로서 상호 전문가 및 의견교환만이 진행중에 있음 

4.4 외교통상부 주관 정부간 회의 

4.4.1 제 20차 한 · 독 경제공동위원회 (98년 9월) 

가. 의제제안 

1) 의제 1: 독일DMT 와 한국 KIGAM 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의제채택) 

- 상대기관 : 독일 DMT 

필요성 :DMT는 지구과학분야에서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 특히 광산선진국으 

로서 지하공간， 산업폐기물처리 및 부지선정， 광산폐수처리 및 환경관리기술등을 보유 

닮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들이 갖는 경제적 의미를 고려한 경제협력차원에서 기술이 

전을 희망. 

나. 결과 

한 · 독 과기공동위에서 검토할 것을 요청 

4.4.2 제 7차 한 • 칠레 경제공동위원회 (98년 12월) 

가. 의제제안 

1) 의제 1 : 동제련 부수생산물 희유금속(텔레늄) 회수기법 공동연구 

필요성 : KIGAM 이 보유하고 있는 동 제련 부수생산물 희유금속(텔레늄) 회수 기 

술은 동광산이 풍부한 칠레와 협력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임. 

2) 의제2: 칠레 유휴광상 재평가 연구 

- 펼요성: 칠레에 산재한 유휴광산을 대상으로 KIGAM과 칠레 관련기관과의 경제성 

재평가를 위한 공동탐사수행 및 관련기업체 참여 유도 

4.4.5 제 2차 한 · 브라질 경제공동위원회 (98년 12월) 

가. 으|제제안 

1. 의제 1 : 한 · 브라질 자원협력체제 구축 

- 목적: KIGAM과 광물탐사 개발등을 주관하는 브라질 지질조사소와 단계별 자원협력 

(1단계 자원정보교류 2단계-자원기술 교류 3단계-민간기업 투자 확대유도) 

제 5절 국제세미나주최 

5.1 ‘98 양산단층 국제 심 포지 움 

('98 Intemational Symposium on Yangsan Fault) 

1998년 6월 3일， 서울교육문화회관 

5.1 .1 목적 

당소가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아 95년부터 3년간 수행한 연구인 ‘양산 

단층연구’의 최종 연구결과에 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여 국내외 관련 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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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3년간의 연구결과를 겸증. 

5. 1.2 참석자 

발표를 위해 참가한 미국， 뉴질랜드， 일본의 4명외에 카나다， 인도， 프랑스등 

외국인 참가자 포함 약 200명. 

5.1.3. 결과 

양산단층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듯 언론을 비록 각계각층에서 많은 

참석자가 있었으며 활성여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여러 가지 수행방법상 

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등은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어 더 많은 연구가 진 

행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 참조: ‘98양산단층 국제 섬 포지 움 Proceecling (도서 실 비 치 ) 

5.2 ‘98 한 · 불 공동세미나 

( ’ 98 Korea - France J oint Seminar) 

11월 9-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 

5.2.1 목적 

당소는 지난 6월 말 폐소된 프랑스 사무소를 통하여 대EU권 지질자원기술관 

련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사무소가 위치한 프랑스와는 BRGM(지질광 

산연구소)과의 교류를 통하여 실질적인 전문가 교환방문 공동연구참여등 돈독한 학술 

적유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번에 개최된 한 · 불 공동세미나는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당소와 BRGM과의 오랜 유대관계에서 앞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로 공동연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양국의 공통관심사를 발표함으로써 연구결과를 

교환하고 토의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준비되었다. 

당소와 주한 프랑스 대사관 후원으로 에서 열리게된 이번 세미나는 특히 대규 

모 국토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질 및 환경에 대한 事前調훌， 評價의 必要性을 인식시키 

고， 근시안적인 사업추진을 지양， 종합적이고 體系的인 國土利用 및 開發計劃 수립방 

안과 政策決定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었다. 

세미나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써 이용가능한 지질 환경평가 기법에 대한 주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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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KIGAM 및 BRGM전문가)와 아울러 지질공학적 사전조사， 평가없이 대규모 국토 

보듯 막대한 국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최근의 TGV, 시화호， 새만금간척사업등에서 

가예산낭비를 초래할뿐아니라 사회문제까지도 야기할수 있음을 주지시키기로 하였다. 

5.2.2 BRGM과 자원연구소 

국립 지질광산 프랑스의 받는 z}즈r...Q. 
l그 -, '<크 

p1 
^ 후원 산업·지하자원부의 BRGM은 

오염 탐사， 지하수 탐사 및 관리， 환경보호 및 연구소이다. 기초 지질연구， 광물자원의 

01 
λλ 및 복구등을 주 연구분야로 하고 방지， 지하조사 및 토목공학 연구， 자연재해 방지 

어서， 자원연구소의 연구분야와 거의 동일하다. BRGM은 공공기관으로서 대부분의 재 

원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았으나 1994년 대대적인 기구개편을 단행하여 과학기술 연구， 

측면을 강조하 공공 서비스는 물론 그 산하의 여러 자회사를 통한 이윤추구의 사업성 

정립하 특히 1998년과 같이 정부 출연연구소로서의 새로운 사명과 위상을 있어서 고 

연구 드종 O 
τ~-;::::-직면한 자원연구소로는 현실에 역할로 거듭나야하는 고 공공기관으로서의 

대상이며 본보기이다. 

BRGM은 이미 ANTEA등 자회사를 통하여 자원연구소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이용하는 도입하여 연구과제에 자원연구소의 보유기술을 marketting차원 에 서 있으며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원개발과 관련된 p1 

^ 지질공학 수행되는 국내외에서 방식이나 

자원연구소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5.2.3 참석자 

주최가 되는 프랑스 BRGM측 연구자 3인과 프랑스대사관 에너지과 및 자원연 

구소 연구원외에 정부유관기관(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정책관리 

지방자치단체， 산업계(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전 p1 

^ 에너지자원관리센터등) p1 

^ 연구소 

력주식회사， 수자원개발공사， 석유개발공사등) 및 학계등 약 80명 참석. 

기대효과 5.2.4 결과 및 

프랑스 측의 발표자들은 각각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발표와 아울러 

BRGM에 서 개 발한 GDM, SynARC, CyberQuake, GEORAMA, Computerised Mining 

leases Management System 등의 S!W 홍보에도 노력을 하였으며， 몇몇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특히 본 세미나는 대규모 국토개발사업을 추진함에있어 초기계 

획단계로부터 지질 및 환경전문가의 적극적 참여 내지는 자문을 유도해내고，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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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중요성을 각인시킴으로써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속전철사업， 시화호‘ 새만 

금 간척사업등의 실패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도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세미나 공동개최를 통하여 확립된 BRGM과 주한프랑스 대사관과 

의 유대강화로 당소 프랑스 지소의 폐소에 따른 대EU권 협력과 정보수집력 약화를 보 

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조 

l. ‘98 한 · 불 공동세미나 일정표(부록 6) 

2. ‘98 한 · 불 공동세미나 Proceeding (국제협력실 비치) 

3. BRGM연구분야 홍보물(국제협력실 비치) 

제 6절 국제연수프로그램 

6.1 ‘98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훈련 

(Seminar on Mineral Resources Exploration and Development) 

가. 연수개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공여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 후원 

하는 ‘광물자원탐사 및 개발’에 대한 훈련과정. 1992년부터 자원연구소가 위탁받아 올 

해로 7년째 연수를 실시하여 개발도상국의 관련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으며 한국 

을 세계에 알리며 실제로 연수생들이 각 해당분야에서 자원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추 

진하는등 효과를 보이고 있슴. 

1) 연수실시기관: 한국자원연구소 

2) 연수기간: 1998년 8월9일 - 8월29일 (21 일간) 

(자원연구소 실 훈련기간:8월 12일 - 8월27일，16일) 

3) 연수목적: 연수훈련 참가자들에게 광물자원의 탐사와 개발 및 지질조사 등에 관한 

지식을 넓히고 한국에서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경험을 교환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물론 참가자 소속국들 사이에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함. 

4) 98참가인원: l17N 국 15명(부록 7) 

나. 주요 연수내용(부록 8) 

1) 이론 (강의) : 전체적으로 예년의 프로그램내용을 반영하여 강의위주로 편성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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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주제별 강의시간을 예년의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조정， 일과 후에 토론을 위한 

30-40분정도의 여유를 주었음. 따라서 강사의 강의 부담이 줄고， 내용이 다양하게 편 

성되었으나 강의원고가 801쪽이나 되었음. 이후 훈련생들의 요청으로 일과후 당일 강 

의와 관련된 실험실견학등을 추가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원들과의 토론시간을 

마련하였음. 

2) 실습: 당일 강의와 관련된 연구부서를 방문하여 연구원들과 토론， 실험실 및 장비 

운용 현장견학. 

3) 산업시찰: 포항제철과 현대중공업(조선소)을 방문. 

4) 관광 및 한국가정탐방: EXPO과학공원 및 과학관， 계룡산과 민속촌을 관광하였으며 

당소 직원 가정을 방문. 차량을 임대치 않고 당소 총무과의 협조로 당소 버스를 이 

용하여 경비절감. 

5) Country Report발표:11개 참가국 모두가 Country Report를 발표함으로써 상호이 

해를 높이고 지질 · 자원관련 정보를 공유함. Country Report는 제본하여 훈련생들에게 

배포하였음. 

다. 연수결과및 효과 

각 참가국들은 한국에 비하여 자원은 풍부하나 대다수가 아직 본격적으로 개 

발되지 못한 지역으로서 장차 개발을 앞두고 한국의 개발경험을 직접 경험한 이번 연 

수가 상당히 도움이 되었음. 특정분야에 대하여는 연수생과 자원연 연구진과 공동연구 

도출울 위한 구체적안 방안이 제시되어 합의 문서를 교환하는등 실제적인 효과를 거 

두었으며 연수기간중 자원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이전을 희망하거나 software를 구입을 

원하여 상담이 오고가기도 하였다. 

한편， country repOrt 발표에는 참가한 l17B 국이 모두 각 나라의 광물자원 탐 

사 및 개발현황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각국의 최신 광업정보 및 투자유지를 위한 새로 

운 정책을 접할수 있어서 자원연측뿐만이 아니라 참가국 각국이 유익한 정보 교환의 

장을 형성하였다 (부록9참조) . 

라.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강의의 효과성 측면: 훈련생들의 전공과 관심분야가 다양하여 강의위주의 진행으로 

는 훈련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훈련생 명단 및 전공분야에 관한 정보를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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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시작 직전에 접수하여 프로그램 편성상 어려움이 있고 강의 위주로 편성할 수 

밖에 없었음. 따라서 당소의 관련 연구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는 훈련생에 

대한 전공 및 관심분야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강의위주의 내용에서 탈 

피하여 실험실등 적용현장 탐방에 의한 실직적 교육으로 단기훈련에 맞는 프로그램으 

로의 방향전환이 요구되며 또한， 강의， 실험실탐방， 연구원들과의 토론등의 일정을 훈 

련생들의 전공 및 요구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위하여 훈련생을 조기에 선발 

하여 통보해 줄것을 KOICA측에 요청하였슴. 

2) 실습: 올해 훈련생들의 요청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실내 강의보다는 현장학습 위 

주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내년 

연수부터는 실습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며 토론 참가연구원 및 실험실 안내연구원에 

대한 보수를 예산에 반영할 예정임. 

3) 산업시찰: 제철소 방문시 제철 제련 과정을 직접 보지 못하고 공장의 규모만을 둘 

러보았으며， 이후 견학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을 구할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 

대한광업진흥공사가 훈련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광산현지 시찰을 추진하지 못한점이 

아쉬웠으며 내년에는 당소차원에서 석탄광산 철광산 등 훈련과정의 취지와 밀접한 관 

계가 있는 현장으로의 시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4) 일일관광: 관광지의 경우， 전문 여행가이드의 안내를 받는 것이 연수생들에게 더욱 

효과적이며 일요일은 훈련생들에게 자유시간을 주어 쇼핑， 체육활동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5) Country report: 몇몇 훈련생들의 준비미비로 교정， 제본과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 

였으므로 Country Report에대한 철저한 준비(디스켓도 첨부토록 함)와 규격의 통일을 

주지시키도록 KOICA에 요청하였음. 한편 참가국간의 현황이나 새로운 정보교환을 더 

욱더 독려하기 위하여 country report는 훈련시작 초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 

로 사료되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임. 

6) 기타 사항: 일부 연수생중에는 지병，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 

므로 훈련생 선발시 현지에서의 건강진단 기준강화가 필요하며 한국에서 생긴 진료사 

항외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사전 고지할 것을 건의하였음. 또한 습하고， 무 

더운 기간에 훈련이 이루어짐으로 훈련생의 건강문제는 물론 당소의 경우 별도의 건 

물인 강의실 냉방비로 4백여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연구원의 휴가기간과 훈련기간이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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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문제가 있어서 봄이나 가을로 훈련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마. 국별 연수생 특기사항 및 국별정보 

。1ζ느 
시‘ O. 

예멘 훈련생 2인은 가스저장이 주업무로 당소에서의 교육이 적절치 않았음. 

과테말라 훈련생은 당소 자원활용 · 소재연구부와 ROD (Record of Discussion)를 체 

결하고 관련분야의 실질협력을 논의. 

많은 훈련생들이 쇼핑(특히， 전통공예품 및 섬유제품)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이태 

원， 남대문 시장등지에서의 쇼핑을 원함. (연수를 마친후 KOICA 측에서 1-2일 정도 

안내원을 고용하여 교통등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건의함) 

바. 훈련생들로부터의 수집자료: 

1) 스리랑카 

- Sri Lanka관련 도서 및 지 도(Ministry of Industrial Development 발간) 

- Graphite in Sri Lanka 

- Sri Lanka beach Mineral Sands 

- Cerarnics in Sri Lanka 

Economic Geology Sri Lanka 

Geological Map(1:100，OOO)각 도시 별 5장 

2) 말리 (Mali) 

All about Mining operations in Mali 

(저 자 Bamako, The National Directorate of Geology and Mines) 

3) 요르단(Jordan) 

- N atural Resources in J ordan 

• Petroleum Exploration Opportunities in J ordan 

Investment Promotion Corporation 출판 Natural Resources Authority) 

- Mineral Occurrences에 대한 Map 

4) Guatemala 

- 홍보책자 

5) Jameica 

Mines and Geology Division in Ministry of Agriculture and Mining홍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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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enegal 

- 지질자원 홍보 CD 

7) 기 타: 참가국 Countrγ Report 

사. 결론(종합의견) 

강의， 숙박‘ 산업시찰등 전반적으로 본 훈련과정에 대해 연수생 대부분 만족하 

였으며 각국의 훈련생들과 실험실견학 등을 주관해주신 연구부서 연구원들， 지원부서 

담당자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무리하였으며， 본 훈련을 통하여 

참가훈련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시킴은 물론 자원연구소의 역할에대한 분명 

한 인식의 계기가 되었음. 

6.2 한아세안 훈련 

(별도 보고서 참조) 

제 7 절 한국자원연구소 해외사무소 

7.1 프랑스 오를레 앙 사무소 

7.1 .1. 연혁 및 현황 

가. 연혁 

1982. 2 

1984.12 

1985.12 

1986. 4 

한 · 불 과학기술 협력 협정 체결 

한국동력자원연구소(KIER)와 프랑스 3개기관간 

MOU체결 

ARME(프랑스 에너지 관리공사， 현재ADEME로 개편) 

BRGM(프랑스 지질광산 연구소) 

IFP 프랑스 석유 연구소) 

제8차 한 · 불 문화 · 과학 · 기술협력혼성위원회에서 Liasion 

Office설치 합의 

(한국은 프랑스내 프랑스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내) 

Nice의 Sophia-Antipolis AFME 1-J1 KIER프랑스 지소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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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2 

1991.11 

1992. 2 

1993. 8 

1993. 9 

1997.12 

1998. 6 

나. 사무소 최근현황 

프랑스 과학기술 분야 현지법인으로 등록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분리 

한국자원연구소(KIGAM)과 BRGM과의 MOU체결 

프랑스 사무소의 BRGM인큰 Orleans대학구내로이전 

프랑스 사무소“Association KIGAM"으로 등록 

운영위원회에서 폐소결정 

폐소 

위치: 프랑스 자매기관인 BRGM인근 Orleans대학구내 

(KIGAM, Centre D ’Innovation 2, rue Leonard de Vinci 45072 Orlenas. France 

파견자 : 책임연구원 심건주(파견기간 : 1996.5.1 - 1998.6.30) 

- 예 산 1998년도 운영예산( 64.3백만원， 과기처 운영비) 

7. l.2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1. EU권 지구과학 및 광물자원분야 정보수집 

2. 관련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추진 

3. 자원연구소 사업수행과 관련된 EU권내 관련기관과의 연락 및 중개업무 

4. EU권 연수 훈련생， 출장자 관리 및 지원 

5. 정부기관 업무협조 

7. l.3 ‘98년 업 무실 적 내 역 

1. 프랑스 해양연구소가 운영하는 해양조사선에 자원연구소 직원 승선， 연수 협조 합의 

2. 주한 프랑스 대사관후원의 KIGAM- BRGM 공동세미나 개최합의 

3. 해외 유사연구기관 현황조사 보고 

4. EU권 연구 및 기술동향 보고서 작성 

- EU의 연구개발 동향 개요/프랑스 자원정책 

유럽의 조력， 파력 및 지열 에너지 현황과 2010년 까지의 전망 

- 성공적 기술이전 사업의 실제 

- 유럽 기술연구기관+중소기업 협력연구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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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플라스틱 폐기물 정책의 현황 및 장래 

EC 의 RTD 계획과 제3국의 참여 

5. 재불 한국 과학기술자 협회 총회 및 학술대회참석 

6. KIGAM -BRGM간의 MOU 연장(2003년 4월 26일까지) 

7.2 러 시 아 모스크바 사무소 

7.2.1 연혁 및 현황 

가. 연혁 

1992.10 

1993. 4 

1993. 6 

1993. 8 

1994. 3 

1997.12 

1998. 3 

1998.12 

나. 사무소 최근현황 

자원연구소장의 러시아 광상학연구소(IGEM)방문시 

모스크바 IGEM사옥에 사무소 제공합의 

제3차 한 · 러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의제로 자원연구소 러시아 

지소 설립승인 요청 

제3차 과학기술장관회의 합의사항으로 과기처로부터 지소설립 

결정 통보 

IGEM측으로부터 자원연구소 상주요원 파견요청 접수 

연구원파견(김대형) 및 사무소 운영개시 

운영위원회에서 잠정폐소 결정 

파견근무자 철수 

운영위원회에서 폐소 결정 

- 위치: 모스크바 IGEM(러시아 광상학 연구소) 구내 

- 주소 KIGAM Moscow Liaison Office, IGEM RAS Staromonetny per. , 35 

Moscow 109017, Russia 

- 파견자 : 선임연구원 김대형(파견기간 : 1994.2.1 -1998.3.31) 

- 예산 1998년 운영예산 35.3백만원 

7.1.2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l.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들이 보유한 지질자원 및 소재분야 첨단기술 정보수집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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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점기지 마련 

2. 러시아의 주요지질， 자원부존 정보수집 및 자원개발 유망 프로젝트 발굴 

3. 북한의 지질， 자원정보 수집 및 관련기술 현황 파악 

4. 국내 기업체의 자원개발 진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적정한 정보제공 

5. Brainpool제도등의 과학기술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현지 과학기술 인력정보수집 

t:!l -;-;J ~ð-^l •"-ìT T 나 

6. 양국간 학술세미나 유도 

7.1.2 ‘98년 주요업무실적 

1. STEPI 산하의 한 · 러 과학기술협력센터 모스크바사무소 주재원과 함께 대 러시아 

주요 과기협력사안에대한 협의 및 대안마련에 협력. 

2. ‘98년초 러 시 아내 국제 공동과기 협 력 센터 (ISTC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발족시 한국측이 부담했던 100만$의 분담금의 효율적 추진을 위 

한 한국측의 위탁과제 선정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한국측 파견원의 선정문제 등에 대한 

협의. (자원연구소의 경우 지구과학분야 및 방사능 토양오염 재처리 기술， 무기재료분 

야의 위탁연구과제 선정을 요청함) 

3. 또한 러시아 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수집 및 수집 정보의 D/B구축을 위한 논의 

에 참석， 러시아 과학기술정보 보유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 

4. 러 시 아 광상학연구소(IGEM RAS: Institute of Geology of Ore Deposits, 

Russia Accademy of Sciences)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추진: 러시아 광상학연구소는 1 

994년 모스크바 사무소 설립이래 자원연구소에게 사무공간의 제공과 주재원 체류에 

따른 체류비자 업무등의 행정적 지원을 해왔으며 ‘97년말 사무소의 잠정 폐소이후 연 

구원이 상주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기관간의 지속적인 협력차원에서 ’98년 12월까지 사 

무소 공간의 무상 확보와 사무집기의 보관문제에 대한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5. 모스크바 사무소 철수시 자원연구소와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인 결정학 

연구소(IKAN: Institute of Chrystalography) , 자원경제연구소(VIEMS: Institute of 

Mineral Resources Economics and Mineral Use) , 화학기 술연구소(VICT : Institu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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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nical Tecnology) , 에너지연구소(Energy Research Institute)의 기관대표 및 관계자들 

과 접촉하여， 사무소 철수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관계의 유지를 요청하였다. 

6. 특히， 자원경제연구소로부터 러시아의 최신 광산투자 평가방법에 대한 해설서와 컴 

퓨터 시율레이션 프로그램을 무상입수， 향후 러시아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투자타당성 

평가에 좋은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7.3 지소폐소에 따른 

7.3.1 프랑스 지소 

동tτ 
éfi 대책 

프랑스 오를레앙 사무소의 폐소에 따라 대 EU권 협력사업의 위축이 우려되지 

J:l} 
‘- , 그동안 MOU를 통한 공동연구사업， 전문가 교류등을 통하여 유대를 지속해왔던 

BRGM을 contact point로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요망된다. 또한 

올해 주한 프랑스대사관 후원으로 당소와 BRGM간의 공동세미나 개최로 양 기관간의 

기술협력분야와 공동과제발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앞으로 더욱더 활발한 교류가 

예상되므로 이를 통한 대 EU권 협력을 지속시킬수 있을젓으로 기대된다. 

7.3.2 모스코바 지소 

1. IGEM은 러시아 최고의 지질 및 광상학 관련 연구기관일 뿐 아니라 개방 이후 현재 

까지 자원연구소측에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모스크바 사무소의 철수에 

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러시아와의 협력거점으로서의 활용에 가장 적절한 기관이 될 

것이므로 따라서， IGEM측과의 새로운 기술협력사업의 발굴과 재원확보， 이를 통한 꾸 

준한 관계 유지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IGEM측과 향후 자원연구소와의 시베리아 자 

원개발 및 지구과학관련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협력 추진에 자원연구소가 더욱 적극적 

으로 노력해야할 것이다. 

2. STEPI의 모스코바사무소 이용 및 주러 한국대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과기부 과학기 

술협력관을 통한 협력으로 자료수집 및 송부요청 

3. 하바로브스크에 위치한 ‘자원공동연구센터’에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모스코바지소 폐 

소에 따른 업무처리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한 ‘한 · 러 자원정보센터’로의 확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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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結 論

98년은 국내의 경제위기로 인한 해외출장 및 해외전문가 초청을 자제하는 정 

책으로 예년에 비교하여 국제적활동이 위축될수 있는 상황으로 외형적인 통계숫자로 

는 활동이 많이 줄었다. 그러나 이 기회에 당소가 그동안 추구해온 국제협력의 방향 

및 효과를 내부적으로 재점검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국제협력의 효율을 높이고 제 2의 

도약및 세계화시대에 맞는 국제협력방안을 강구하는등 내실을 기하였다. 해외유관과의 

기술협력관계에 있어서도 그동안 막연하게 추구해온 상호간의 이해증진 및 우호관계 

를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협력효과가 없는 기관은 협력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이미 기술적 · 인적 교류가 성립된 기관이나 유망한 협력분야 및 기술을 보유한 기관 

을 적극 발굴하여 기술협력을 제안하고 공동연구를 함께 추진하도록 앞장서는등 수동 

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보다 능동적인 협력전략을 추진하여 협력이 유망한 기관을 

발굴하여 협정체결을 제안한 결과 1개의 신규MOU를 이미 체결했고 2건을 현재 추진 

중이다. 

한편， 예측이 불가능한 세계경제위기로 광물 및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수급환경 

이 더욱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여 자원수입국의 다변화를 위하여 개도국을 중심으로한 

자원보유국에의 해외자원탐사 및 개발에 직접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하였다. 국가외환위기를 맞이하여 기관장의 해외유관기관 방문을 연기하였고， 프랑스 

사무소(‘98.6.30)와 모스크바 사무소(’98.3.30)를 폐소함에 따라 대 EU권 협력사업 및 정 

보수집， 향후 광물자원 수급기지로서의 러시아에대한 진출이 지장을 받게 되었으나 이 

러한 여건 속에서도 해외유관기관과 통신을 통하여 지속적인 유대의 강화와 한편， 당 

소의 각 사업단위별 접촉기관과의 정보교환을 유도해 내었으며， 특히 프랑스 지소의 

폐소에 따른 업무공백을 만회하기 위하여 BRGM과 한국에서 국제공동세미나를 개최 

하여 EU권내 선진국가의 지질 · 자원관련 기술 및 정보에 대한 접근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BRGM과의 협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 98년의 국제협력은 과거의 시각 및 방향， 방법에서 탈피，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향으로의 국제협력을 추구함으로써 효율를 높일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한것으로 분석된다. 외화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해외출장은 물론 국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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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청도 크게 감소하였으나 해외 유력인사에 대한 당소 방문을 우리 기관단독 초청 

보다는 국내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인사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상 

당한 실적을 올렸다. 실제로 98년에는 베트남 차관， 주한 호주대사를 비롯， 중국과학아 

카데미 지질조사소 소장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지소 부원장겸 지질조사소 

소장등 해외 유력인사를 당소에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양 국가간 또는 기관 

간의 협력을 추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국내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해외유력인사를 공동활용할 예정이다. 

자원에 대한 세계적 흐름을 보면 광물자원의 독점현상과 아울러 탐사 · 개발의 

중요성은 일부자원보유국을 제외하고는 점차 감소되고 있는 대신 대체자원 개발이나 

환경친화적 에너지자원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선진기술에 대한 정보수 

집과 국제과학기술 동향 파악을 위한 D!B구축이 안정적 자원수급은 물론 장기적으로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길임을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당소가 98년의 구조조정과 정부출연연구소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할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새로운 위상정립과 함께 21세기의 새비천으로 제시한 세계 7대 

지절 · 자원관련 연구소 수준으로 발돋움 하기 위하여는 선진기관을 대상으로한 철저 

한 분석과 함께 기술격차를 줄여나갈수 있는 효과적인 협력전략을 수립해야할 펼요가 

있다. 한편， 당소가 동북아 및 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자 

원확보 및 안정적수급이라는 대명제를 추구하기 위하여 아시아지역의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은 물론 전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보다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전략을 수 

립하여 실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선진국가와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 지 

속적인 정보수집으로 그들의 연구방향과 보유기술을 파악하여 협력관계 강화는 물론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도입을 유도하여 선진기술습득과 함께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세계의 연구흐름에 동참하도록 한다. 

한편， 이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과는 공동연구 및 기술공여를 통하여 국제사회 

가 원하는 기술원조 협조체제에 동참함은 물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참여해온 지역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확대， 강화시 

킴은 물론 단순한 참여가 아닌 기술적인 변에서 국제사회의 전문가그룹에 동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기구뿐 아니라 세계기구에도 지질 • 자원기술전 문가를 파견하고 

이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연구기관으로 발돋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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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원연구소는 해양시추를 위한 국제컨소시움 

인 ODP 및 CCOP등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였고 또한， 대 개도국을 지원하는 사업으 

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자금으로 실시하는 ‘광물자원탐사 및 개발’에 관한 교육 

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관련국들로부터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한. 아세안 기술협력 

사업을 O]T의 형태로 실시하여 자원수급원 및 시장성의 잠재력이 큰 아세안 국가에 

서 크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참가국들로부터 구체적인 기술협력제안을 받음으로써 장 

차 이 지역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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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폴l 

‘98 MOU 체결혀황 (1998년 12월 혈챈L 

국 가 협정명 기 관 기 간 비 고 

I MOU Il. 지 질조사소(USGS) 
미 국 j !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193.12• 98.12 연장체결 

카나다 MOU 
l. 카나다 지 질조사소 (GSC) 

97.9- 2002.9 
Geological Survey of Canada 

l. 지질자원연구소 (BRGM) 
i E ~↓ 一까、 MOU Bureau of Recherches Geologiques ofI98.4- 2003.4 

Minieres 

여。 국 MOU 
l. 지질연구소 (BGS) 

94.5 - 99.5 
British Geological Survey 

러시아 l 
l. 광상연 구소(IGEM) 

MOU 
Institute of Ore Geology, Petrography, 

97.10- 2002.10 
Mineralogy & Geochemistry 

MOU 
2. 결정학연구소(IKAN) 

97.10- 2002.10 
Institute of Crystallography 

3. 일반， 무기화학연구소(ITC) 

MOU Institute of General & Inorganic 94.2- 99.2 

Chemistry 
4. 극동원자재 연구소(DVIMS) 

MOU The Far Eastern Research Institute 에95.4←2000.4 
Raw Materials 

MOU 5. 극동지 질 위 원 회 (DALGEOLCOM) 94.10- 99.10 

MOU 
6. 광물합성연구소 (IEM) 

98.12- 2003.12 
Institute of Experimental Mineralogy 
l. 장춘과기 대 학(CCUST) 

MOU Changchun University of Science and 97.10- 2002.10 

중국 
Technology 
2. 북경 광야연구총원 (BGRIMM) 

MOU Beijing General Research Institute of 95.10- 2000.10 

Mining & Metallurgy 

재
 



국가 협정명 기 관 기 간 고 al ] j 

MOU 
3. 천진지진국 (SBT) 

The Seismological Bureau of Tianjin 
95.10- 2000.10 

14. 장춘응용화학연구소(CICA) 

j MOU JJ CChang따m Institute of Appliedl98 추진중 
hernistry 

!5. 화공야금연구소(ICM) 
195.10- 2000.10 MOU 

Institute of Chernical Metallurgy 
1. 지질광물자원연구소(RIGMR ) 

베 E 남 MOU Research Institute of Geology and 98 추진중 

Mineral Resources 

인도 
1. 광물기술조사발전센타(MTRDC) 

MOU Mineral Technology Research and 98 추진중 
네시아 

Development Center 
1. 호주지 질조사소(AGSO) 

호주 MOU Australian Geological Survey 96.7. - 2001.7 

Organization 
1. 독일 종합기술연구원 (DMT) 

독일 MOU The DMT - Gesellschaft fuer Forschung 96.9. - 2001.9 

und Pruefung mbh 

MOU 
1. 일 본지 질 조사소 (GSJ) 

96.11. -2001.11 
Geological Survey of ]apan. 

인t二 보 '- 2. 일본종합기 술환경 연구소(NIRE) 

MOU National Institute for Resources and 97.1 - 2003.1 

Environment of ]apan 
1. 석유지질연구소(IPRG) 

이스라엘 
Institute for Petroleum Research and 

MOU 95.3- 2000.3 
Geophysics for the Ministry of Energy 

~ Infrastructure 

뉴질랜드 
1. IGNS (Institute of Geology & 

MOU 97.9- 2002.9 
Nuclear Sciences LtdJ 
2. SOPAC 

SOPAC MOU The South Pacific Applied Geoscience 97.6- 2002.6 

IComn115iS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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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국제공동연구현황 

事業名 對象機關 事業期間 事業內容

物理探좁힘合技術에 의 한 地盤 독일DM 
’95- ‘98 

物理探좁配슴技術에 의한 

調흉媒介 變數 옳出맑究 T 地盤調흉 媒介變數 塵出昭究

러 시 아 極東地域의 資源資料 分 러시아 
러시아 極東地域 資源資料

DALGE ’95-‘98 
析 및 基魔 調흉 맑究 OLCOM 分析 및 基魔調좁昭究 

光學用 單結品 育成事業
러시아 

’95-‘98 光學用 單結옮 育成짧究 lKAN 

한·러공동연구개발센터연구사업 러시아 
‘95- ’98 한 · 러공동연구개발센터 

2001연장 연구사업 

슬러리법을 이용한초미립 金屬뺑 중국 
‘97-’2000 

슬러리법을 이용한 초미립 

末 製造技術開發 ICM 金屬紹末 製造技術開發陽究

동해지진 및 해일의 발생과 주기 
동해지진 및 해일의 발생과 

성에 관한 연구과 천진시 임해 주기성에 관한 연구와 천진 

지 구 Binhai지 역 의 지진활동 및 
中國

‘97 ’2000 시 임 해지 구 Binhai지 역 의 SBT 
연약지반에서의 지진피해예측을 지진활동 및 연약지반에서의 

지진피해예측을 위한 연구 
위한 연구 
中西部 太平洋 深海底 鍵物資源 日本

‘97-’2000 
中西部 太平洋 深海底 鍵物

j 의 地質學的 짧究 GS] 資源의 地質學的 昭究

|韓國과 西南日本의 회유금속광 
韓國과 西南日本의 회유 금 

상과관련된 화강암의 地球科學 日本
‘97 ’2000 

속광상과 관련된 화강암의 

的特性과 同位元素 年代의比較 GS] 地球科學的特性과 同位元素

1iff究
年代의 比較핍究 

地球物理資料聚合 및 運用시 日本
‘97 ’2000 

地球物理資料聚合 및 運用

스랩 共同맑究 GS] 시스템 共同昭究

韓國과 日本의 非金屬 鍵物資源 日本
‘97- ’2000 

韓國과 日本의 非金屬鍵物資

에 대한 조사 짧究 GS] 源에 대한 昭究

機械化學을 利用한 天然鍵物 機械化學을 利用한 天然 鍵

原料로부터 촉매담체입자설계 
日本 ’97-‘200 

物原料로부터 촉매담체입자 NIRE 0 
연구 설계연구 

SOPAC지 구과학 Program 지 원 
SOPAC '97-2000 지구과학Program 지원 사업 

사업 
경기육괴와 영남육괴의 지구조적 일본 ‘98년- 변성암류와 화강암류의 

대비 나고야대 2001 CHIME와 K-Ar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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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롬3 

Dr. Liu Tiaai (중국지잘연구소 소장) 세미나 내용 요약 

가. 背景 및 g 的

中國 科學院 산하 地質陽究所 所長인 Dr. Liu Jiaqi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9 

일까지 서울대학교에서 한국과 중국 및 동북아 여러국가들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지구 

환경 변화와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발표， 논의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열린 “제 1회 東北亞 地球環境變化 및 生物多樣性에 관한 國際 韓 · 中 공동 심포지움” 

에 참석차 내한 하였다. 

Dr. Liu는 백두산 화산활동연구에 대한 권위자로 알려져있던 터라， 북한은 물 

론 한반도 전체 지질구조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열쇠인 백두산 화산활동 및 하부지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당소에의 방문을 요청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93년도 중국과학원과 MOU를 체결하였으나， 괄목할 만한 교류가 없었던 地

質鼎究所와의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관계설정을 위한 좋은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나. 세미나 내용 

1) 제목 The cenozoic vo1canism and their geodynamics in China 

본 발표의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먼저 중국의 新生代火山分布와 노두 樣相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신생대 화산활동지역 

은 만주일원(송랴오곡분 연변， 흑룡강성 일원)과 황해 및 동중국해안 지역， 그리고 중 

국의 서부와 서북부의 티뱃일원이다. 중국의 신생대 화산활동은 중국의 중앙부에는 거 

의 없다. Dr. Liu는 문밍 근처의 화산과 관련된 온천 곤륜산맥의 화산활동 등에 대한 

슬라이드자료를 보여주었다. 다음은 火山嚴과 火山活動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중국의 신생대 화산활동은 약 10번의 화산분출기를 보인다. 특히 14 Ma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분출하였다. 화산암의 종류나 구성성분은 중국의 통부는 대체로 현무암이 

고， 서부의 티뱃고원지역은 포타숨의 함량이 매우 높다. 만주의 송랴오독분의 중앙부 

는 24 Ma 전에 화산활동이 있었으나 동측(이통 이란 열곡 탄루의 열곡작용에 관련됨) 

은 24 Ma 이후에 화산활동이 있었다. 즉 화산활동이 서에서 동으로 옮겨가며， 주로 북 

북동단층을 따른 열곡화작용이 있었다. 이 송랴오곡분은 통해의 생성과 맥을 같이 했 

으나 섭입대가 동측으로 이동하면서 진화가 동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송 

랴오 독분하의 소규모의 대류는 현재까지 지속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송랴오 곡분은 

45 Ma에 동해의 확장시작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열림이 시작되고， 21 Ma에는 동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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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완전히 열리게되고， 10 Ma에는 통해의 닫힘이 시작된다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중 

국의 북동부 만주지역의 화산활동은 이러한 일련의 지구조적 사건과 함께 형성된 것 

으로 설명하였다. 중국 서부의 티뱃지역의 곤륜 산맥에서는 화산활동의 시기가 서에서 

동으로 가면서 오래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도판의 유라시아판에 대한 남에서 북으로 

의 충돌이외에 남서부나 서부에서의 또다른 충돌효과에 의해 티뱃이 서측으로 밀림으 

로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고 그 근거로 히말라야 서 

편에서 동서방향이 아닌 남북방향의 오피오라이트가 분포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신생대 화산활동과 관련된 지구화학적 특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2) 제목 The Maar Lakes in China and their Paleoclimate Records 

Maar 1밟e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신생대이후의 잦은 화산활동이 중국을 지리학적으로 이분하였는데 동아시아의 동쪽 

끝에 위치한 동중국 화산대와 Qinghai- Tibet 분지 화산대가 그것이다. 신생대 화산지 

대에는 다수의 화산호수가 존재하는데 대부분이 Maar 1밟e들이다. 이들 Maar 1밟e들 

은 주로 동북중국 화산지대， Qinghai - Tibet 분지 화산대， Leiqiong 화산지대등 세 지역 

에 산재 한다. 동북중국지 역 의 Maar 1와<e들은 Longgang 화산지 대 에 집 중되 어 있으며 ,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않는 북반구에 위치하여 다양한 식물 진화와 고기후 변화양상에 

대한 중요하고 해상도 높은 자료들을 제공한다. 동북중국지역의 Maar 1밟e들의 공통적 

인 특징은 화산테두리는 basaltic lava, basaltic breccia, 응회암으로 구성되고， 바깥쪽 

경사면은 완만하고 안쪽경사변은 가파르다는 것과 호수면과 화산정상의 거리차가 크 

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과거의 지질학자들은 이러한 호수들을 “嘴火湖

(crater lake)"라고 불렀다. 

Qinghai - Tibet 분지 지역의 Maar lake들은 주로 곤륜산맥과 Kekexili 서쪽에 분포해 

있으며， 최근의 위성사진 판독은 아직 보고되지 않은 호수들의 존재가능성을 제시하였 

다. 지난 몇 년동안 동아시아의 paleomonsoon변화에대하여 성공적인 연구결과들이 있 

었지만， 그것은 중국북서지역의 건조지역에 국한되었고 중국 남부의 고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다른 고기후 관련 자료들과 비교하여 

Maar 1와<e에서 얻어진 자료들은 정보의 양이나 연속성， 해상도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시작단계인 Maar lake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할 것이다. 1997년 시추한 

Maar 1뼈e ’Huguangyan’의 sediments로부터 얻은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 화산암에대한 K-Ar연대측정에 의하면 Huguangyan호는 140 ka B.P.에 형성되었 

을 개연성이 높고 140 ka B.P.이후에 한 번의 분화가 더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호수 sediment의 biogenic Silica측정방법을 개발하여 core B에 집중되어 있는 

껴
 
“ 



측정방법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 적용하였고， 이 데 biogenic Silica를 측정 하는 

미미한 오차한계를 보이고 있다. ::t 5%정도의 며 

silica, biogenic 자료는 수소에대한 질소와 carbon, orgamc silica, biogenic @ 

있다 변화를 기록하고 지수가 고기후 · 환경의 organic carbon의 농도에 대 한 지 화학적 

는 것을 보여준다. 

기후·환경지수들을 고기후에 

알수 불안정하였음을 

Huguagyan호의 

기후는 

이후의 

작성하였고， 제4기동안의 

해벙기 마지막 이용하여 

대 한 century- scale 변 화표를 

@ 

있다. 

기록된 decade- scale monsoon기후변화는 7.5 ka B.P.，이 래로 적 

변화들은 일련의 이러한 

기간을 보인다. 

의하면 

dry- cold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간을 걸치며 각 변화기는 약100-200 a.의 

@ 최큰의 해빙기에 대한 각기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자료에 

보듯이 지역적인 특정을 갖는다. 

(Q) biogenic silica에 

11차례의 

500-700년의 

어도 

몬순기후변화는 

적도몬순기후의 변화에서 

태양 

적도지표의 

ENSO- style forcing과 연 

century- scale paleomonsoon 기 후 기 록은 

아마도 기후변화는 

sediments로부터 의 

복사에너지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보여준다. 

상태와 순환과정을 복잡하게 만든 적도 태평양 해양대기의 

단기 7-l-.Q .. 
:A'---

(J) Huguagyan호 

관이 있을지도 모른다. 

적도몬순기후변화의 

과 민감성을 나타낸다. 

마지 막으로 Dr. Liu는 고기 후 monitoring에 

복잡성 순환의 몬순기후 다양하며， 이러한 사실은 요인들은 @ 

사용되 는 lce core의 산소동위 원소 측정 

앞으로 전제하고 보인다고 해상도를 스:c.._~ 
:n: '---연구가 더 퇴적층 방법 보다 Maar L밟e의 

분야의 연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이 

다.意義 

地뤘構造를 규명하는데 

하부구조에 대한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 대한 관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여 .., 중요한 북한지역은 물론 韓半島 전체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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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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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Liu는 

하고있는 

심이 

할을 

백두산 확인하였고， 유대를 협력， 

보조를 같이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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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해외출장자명단 

줄장자 기간 줄장국 목 적 사업명(비고) 」

김원식 ‘98.1.14- 필리핀 “필리핀 Surigao del Norte주변해역 해저광물자 필리핀 Surigao del 

바「 여 。-{「
원조사”사업 수행을 위한 사전조사 I Norte주변해역 해저 

{광물자원조사 

손병국 ‘98.2.4 일본 논문제출 및 최종논문 발표 초청자부담에의한 
2.28 (일본과 한국의 제3기 해성퇴적물의 속성과정에 출장 

의한 점토광물 변화연구) 

최 범 영 ‘98.1.11- 태국 ISCOP DCGM회의참가 및 National Report 발 초청자부담에의한 
1.15 1표출장 

!전명순 1'98}_.18- 오스 E 리 I CTBT WG/B회 의 참석 원주 KSRS 
2.1 。} 지진관측망운영 

~:l'il 즈 \!..느 ‘98.2.16- 태국 CCOP!MMAJ!DMR 공동 세 미 Y- (Application 초청자부담에의한 
2.21 of Satellite Image Analysis in Mineral 출장 

Exploration) 참가，Country Report발표. 

서재영 ‘98.2.16- 태국 CCOP!MMAJφMR 공동 세 미 Y- (Application 초청자부담에의한 
2.21 of Satellite Image Analysis in Mineral 출장 

Exploration) 참가 및 연구결과 발표 

김문영 ‘98.2.17- 일본 ‘한 • 일 비금속자원조사연구’의 연구추진 및 한· 일 비금속자원 
2.20 상호방문에 의한 역할협의 조사연구 

장세원 ‘98.3.24- 일본 일본지질조사소의 중서부 태평양 심해저 고。↓ 한·일 비금속자원 
3.30 물자원자료취득 및 공동연구협의 조사연구 

이효숙 ‘98.2.27- 일본 질화철계 자성유체의 화학적 안정성 연구 초청자부담에의한 
3.17 출장 

김원식 ‘98.3.4- 펼리핀 해저 사광 부존 Target Area선정을 위한 해저 필 리 핀 Surigao del 

바「여 。 -A「 3.31 물리탐사， 해저 • 해안지질조사 및 해안광상조 No따주변해역 해저 l 
사 광물자원조사 1 

τ~ :ct'T ‘98.3.17- 펼리핀 해저 사광 부존 Target Area선정을 위한 해저 펼 리 핀 Surigao del 
3.26 물리탐사， 해저 · 해안지질조사 및 해안광상조 Norte주변해역 해저 

사 광물자원조사 

이사로 ‘98.3.2 - 일본 ITIT Symposium" Applications on Remote 초청자부담에의한 
3.5 Sensing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출장 

to Disaster Reduction"011 관련 논문 발표. 

전정수 ‘98.3.12- 일본 동해에서의 지진발생 특성에 관한 전문가간 초청자부담에의한 
3.18 공동연구 출장 

지헌철 ‘98.3.8- 일본 지진관련 자료획득 및 소표트워l 어 입수， 지진예지 및 가속도 

3.12 향후 자원연구소 관측망 및 방재연구원 관측 연구망 구축 
망의 상호 자료 교환에 대한 협의 

신희순 ‘98.03.01 
- 3.12 

송L 그。lji 。L

송원경 라오스 
라오A 세남노이댐 건설공사 지역에 대한 라오λ 세남노이댐 

신중호 ‘98.03.01 현지 시험조사 건설공사 지반공사 

3.15 
최성웅 

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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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자 

|이호영 

냄 진호 

F규남 형 | ‘98.3.9-
1김영건 1 4.22 

망무희| 

황규덕j 

현태행1 

|이희백 

끽황영신 

판l윈 

1서 정 덕 | ‘98.3.9-
권태현 I 6.19 

념첸절-
절섣용」박근재: 
임효민|‘98.3.9-
낸영진 1 6.8 

김성열| 

1 2영호| 

벼창범| 

1고봉수 

E프 -, Ä-I -, 사업명(비고) 

GECO-PRAKLA사

석유물리탐사 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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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질조사소의 중서부태평양 심해저광 

물자원 자료취득 및 현지방문연구 수행 

중서부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의 지질학적 

연구 
일본 

1 한· 러 자원공동연구 
러시아 | ‘98년도 한 · 러 자원공동연구센터 사업 현지 | 

| 센터 운영사업 
수행을 위한 파견근무 

태국 |제 31차 CCOP운영위원회 참석. 
초청자부담에 의한 

출장 

‘98.04.19-
박경호 1 

5.02 

오스트리 1 ， '1 ’Economic Aspects of Clean Technologies, IT""' ..................................................... ,. ::~ ............. , ........................... '-' ................................ ~ .................. E:t ........ ..." 1 I 초청자부담에 의한 

도 닝 IEnergy and Waste rnanagement in the Steel I 츠차 
「 ; | Indushy”세미나 참석 및 유럽제철소 시찰 1 2 。
」二c -6 '-. 

m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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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
 

수
 

-
서
 

정
 

-
원
 

、
전
 -
‘
기
 
박근필 |‘98.4.16 

I 커 4.26 
오재호 

중국 
한 • 중 공동심포지움에서 황해내의 지진특 |동해지진 및 해일의 
성 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 및 황해내의 지진 |발생과 주기성에 

관련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체계 확립 |관한연구 

인니 1 • 

11 -.1 포 IGECO석유탐사 지원사업 현황 파악 및 현지 
。 /la |유관기관 방문 자료수집 

| 베트口 1 

GECO-PRAKLAλ} 
석유물리탐사 지원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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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자 기 간 출장국 E금 X-1{ 사업명(비고) --, 

박관순 ! 
김성필 

‘98.4.16- 인니 GECO-P뻐KLA사 석 
김경오 6.00 말레이지아 

제2항차 GEX끄사 석유물리탐사 지원 
유물리탐사 지원사업 

최종규 

서갑석 1 

i 1:口Ert1」j-;ζ「 ‘~~.Z3- i 캄보디아 I환태평양 동 및 귀금속 광화대 탐 가사능 예비 파조악사 | 환。;태1 평양 동 및 귀금속 
{)~ 드 l.!..즈 5.12 캄보디아 -‘99년도 본 조사지역 선정여부 성 대탐사 

이철경 ‘98.5.10 미국 동제련부산물의 재활용 및 청정기술에 관한 정보수집. 
Te금속 회수를 위한 공 

최성웅 5.17 정연구 

허대기 
‘98.5.6- 중국 α::OP REP-ll Workshop참가 초청자부담에의한 

5.14 츠E:X 。‘

김영인 ‘98.5.7 카나다 
APEC GEl\표ED DB운영위원회 및 제3차 APEC회원국의 광물에 

5.14 회의 참석. 너지자원정보 

김복윤 ‘98.5.7 카나다 APECGEM만ID DB운영위원회 및 제3차 회의참석. 재해예방연구 5.14 

신성천 ‘98.5.14- 일본 
일본측 1차년 연구대상지역의 야외조사와 시료채취. 연 

한국과서남일본의 희유 5.17 구책임자간 세부업무토의 

‘98.5.13- 지 방사질성학동적의원 H석소에와 희토류원소 자료의 
금속광상과관련된 황강 

이승구 5.17 일본 해 관한세부토의 암의원 지소구연화대학의적 특성과 
동위 비교연 

정강섭 
‘98.5.13- 일본 ICP-MS이교용환 미분량석원)소 분석자료 표준화(양국 단일분석안 구 
5.17 합의， 시료 

7u1-까r여 。
‘98.5.14- 인도네시아광 술화라대왜 정시밀 Wuasa 지역 중석 및 해외자원 개발협력및기 } 님-1L주 。극 L꾀」 인도네시아 

홍세선 
6.8 다중금속 조사 초조사연구 

이성록 

장세원 

최헌수 ‘98.5.20- 미국 ‘료%획 심득해 및저 광물자원 탐사사업 관련 심해 광물자원 탐사 시 ‘98심해저 광물자원탐사 
공기수 6.25 물리탐사 사업 

김학주 

김정기 

성익환 
‘98.5.11 태국 

APEC수지원 전문가 회의 참석 
초청자부담에 의한출장 5.16 

김건한 ‘98.5.20-
인'"보'--

‘% 노후대체 장비로 도입된 XRF(X-선 형광분석기)의 기 
초청자부담에 의한출장 

양명권 5.26 술훈련 

전명순 
‘98.5.24- 오스트리아 CIBT WG-B회의 참석 및 IMS Training Program참석 지진원 및 지진파 전달 
6.13 및 일본 특성연구 

김문영 
‘98.6.18-

일본 
국제공동과제인 ‘한 · 일 비금속자원조사연구’ 관련 학술발 한·일 비금속자원조사 

6.27 표 및 현지조사 연구 
이호영 

‘ffi.6.10- 말레이지 GE∞사와의 탐해2호엽의에. 탑재된 탐사장비와 부품에 구남형 GECO 지원λ}업 

1 김영건 
6.14 아 대한 인수 및 업무협 

조진동 ‘ffi.6.15 일본 국내 지각변위 GPS 감시망설계 및 운영에따른 일본 지감각변위 GPS 
성낙훈 6.19 의 기존 GPS 감시망운영에 대한협의 시망구축 

양정일 ‘ffi.6.9- 인도네시 ‘인도네시아조 석사탄성 및형 시기술개발조λ}’ 사업관련 현장 
::fζ:.{:→4 드 "-즈 6.28 아 개발 타당성 1료와 실험기구 준비. 

최연호 ‘ffi.6.25- 인도네시 ‘인도네형시，아 석 소실탄성험형 및기술 제개발조사’사업관련 pilot급 인도네시아 석탄성형 
김상배 7.19 아 석탄성 연 시 품 생산. 기술개발조사 

양정일 ‘ffi.7.16- 인도네시 ‘시인범도마네을시아 석탄성형기술개발조사’사 가업관련 시제품 
조건준 8.5 보급 및 실험결과종합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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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자 줄장기간 출장국 도프 A -I 사업명(비고) --, --, 

이사로 
‘98.6.7-

태국 
The First Workshop of DCGM Phase III 

초청자부담에 의 
6.12 

Project에서의 관련 논문 발표 및 지질관련 
자료의 수치화 방법에 대한 논의 . 

한출장 

유상식 !‘98.6.10 말레이시아 
GECO-PRAKLA사 석유물리탐λ} 지원λ}엽 

GECO-PRAKLA 

6.19 수행 
사 석유물리탐사 

i지원사업 

장영남 
‘98.6.17-

러시아 
희토류BGO단결정 성장기술 개발을 위한 

j 1 광연학구용단결정육성 
6.24 

기술습득 및 국제공동연구의 최종보고서 
작성협의 

‘98.6.27-
{ 러시아 극동지역 

김유동 7.12 
러시아 표리모리주 함 게 E마니웅 탄의 분포특성조사 | 의 자원자료공동 

-빠ι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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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
 

저113회 환태평양 신소재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i논문밤표 I유효신 

| 전호석 ‘98.6.23-
중국 

초전도체자력선별기를 이용한 신기술 개발 및 초청자부담에 의 
7.4 티타늄 광석의 정제에 관한 기술협력 한 출장 

지헌철 
‘98.6.27-

8.1 

전정수 
‘98.6.27-

원주 KSRS 7.27 
미국 

‘Seisrnic Monitoring System'운영 교육 
지진관측망운영 

이희일 
‘98.6.27-

8.1 
김동균 ‘98.7.4-

7.27 
딘[그r t 1l] 7 ;x-

이한영 인니 중부 칼리만탄 지질탐사 

김인준 
‘98.6.28-

인도네시아 
-인니 정부와 한국정부간의 기술협 력사업 인니 중부 칼리만 

이진수 
8.7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광물자원 발굴 및 탄 지질탐사사업 

개발권 확보 및 2차년도 사업지역 설정 
이병주 

최순학 
‘98.7.13-

중국 
FGR ’98 (Future Groundwater Resources At 정밀 지하수 조사 

7.19 Risk) 국제회의 참가 및 논문발표 연구 

조등룡 
‘98.7.2-

카나다 
ESR dating법 을 이 용한 양산단증대 단층 

지진화학적연구 
7.28 연대 측정.양산단층대 연대측정 자료 발표. 

‘98.7.24- 18th ESRI International User conference 
지질재해관측 및 

이사로 미국 참석， 논문 발표 및 교육을 통한 GIS최신 8.2 기술정보 습득 
방지기술개발 

기계화학을 이용한 

신희영 
‘98.7.13-

일본 
기계화학을 이용한 천연광물원료로부터 촉매 천연광물 원료로부 

7.31 담체입자 설계연구에 관한 협의 및 현지 실험 터 촉매담체입자 
설계연구 

‘98.7.13- 망간단괴 및 퇴적 
심상권 7.18 

중국 망간단괴 표준시료제조 및 분석기법 기술습득 물국제표준시료 
개발연구 

신희순 
‘98.7.12- 석 회 석 광산의 최 적 Pillar규모， 공동규 격 , Span 석회석광산의 《「}

7.18 호주 설계， 채광순서결정등 설계안에 관한 평가 및 정갱도 규격 및 
기술지도 지보대책수립연구 

82-

미국 



줄장자 줄장기간 출장국 E-E1X -1{ 사업명(비고) 

최위찬 

최성자 ‘98.8.2 
중국 

제5회 동북아 지각진화에 관한 한 • 중 심포지 초청자부담에 의한 
이승렬 8.9 움에서의 관련 논문 발표 및 야외지질답사 출장 

진명식 

‘98.7.26- 피지， 
사모아제도 Savaii섬 연안의 지질 및 지형야외조 SOPAC 지구과학 

김성필 사， SOPAC Inforrnation Technology Center 의 
8.15 사모아 

탐사자료 D!B화 
표로그램 지원사업 

‘98.8.8 - - 4th Intemational Symposiwn on 
광산폐기물 

처여。 τ。，. 8.16 미국 Environrnental Geotechnology and Global 관리기술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참가 논문발표. 

김부근 
‘98.8.9- 호주， ODP Leg 181 시추선탑승 및 선상연구 심해저 굴착지구 | 

10.11 뉴질랜드 지각구조 규명 

권광수 
‘98.8.30-

~~ 
-선진기술 벤치마킹 표로그램 수행 채굴지역의 지반안 

9.6 -심해저 광물자원 양광시스템 현장조사 정성 평가연구 

장정해‘98.8.12-
9.2 

중국 |해저시추선박 임차 및 승선 시추 
냥해 제4기 지층 시 1 

l! 추구 효로그램 개발연 

이명종 1989E l | ‘98년 도 SEG CSociety of Exploration 전기，전자탐사법에 9.20 
미국 Geophysicists)학회 의 Inversion Techniques 의한 지하영상화 

세션에서의 논문 발표 기술연구 

양산단층대 시 료 14C AMS분석 시 료처 리 
- 단층 기 반암의 CHIME연대측정 법 기술습득 

조등룡 
‘98.8.16-

일본 
- 양산단층애 4기 퇴적층의 OSL연대측정 

지질화학적연구 
8.31 시료처리 

- 연대측정을 이용한 고준위 핵폐기물처분장 
안정성평가기술 습득 

‘98.9.13- “금속 산화물 미 분체 제조 및 활용연구”과제 
금속 산화물 미분체 

장희동 9.19 영국 관련 ‘5th Intemational Aerosol Conference' 
제조 및 활용연구 

참가， 논문발표 

민건홍 
‘98.8.23 

태국 
CCOP, The Final Workshop of DCGM Phase II 초청자부담에 의한 

8.28 안oject 참가 출장 

전명순 
‘98.8.23- 오스E 리 

CTBTO WG!B회 의 참석 원주 KSRS 
9.6 아 지진관측망운영 

.u.랑〈， 

염병우 
‘98.8.26- 즈-ε~~ ， 보양온천지정기준을 설정하기위한 자료조사 및 보양온천 지정기준 

9.5 오스E 리 법제 자료 획득 연구 
아 

이승구 
‘98.8.31-

일본 
보양온천지정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자료 조사 보양온천 지정기준 

9.9 및 온천의학전문가와의 자문，협의 연구 

바여。 -A「 
- 국제공동연구 1차년도 연구결과 및 2차년도 

지구물리자료 취합 ‘98.9.7-
일본 

계획협의 
및 운용시 A 템 공 

임무택 
9.13 - 중력자료 균질화를 위한 자료 획득 및 자료 

동연구 
처리 과정의 비교，검토 

‘98.9.27- 수탁과제인 ‘영산강， 섬진강 권역 광역지하수 
영산강， 섬진강 권 조민조 표랑A 조사’의 과업지시서에 의한 지하수 관련 기술 10.5 

정보수집 역 광역지하수 조사 

한대석 
‘98.9.20 

캐나다 
’8th Congress of the lntemational Association 지질재해관측 및 

9.27 of Engineering Geology ’ 참가， 논문발표. 방지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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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적 사업명(비고) 

1코발트분말제조에 관한 공동실험실시 및 1차년도 j초미립 금속분말제 중국 Ir"rl ~~~ -c.~'~-;- 11 L!.";" U U C. '0 e 7Ç .L " j L:.~ I 
| 연구결과 교환조기술연구 

1 %9% j j 제3차 APEC-G빠태회의 합의에 따른 광산환 | 툴그 술 복윤 10.6 칠레 경협력위원및 환경협력워크삽 가 및 노무발표 용연구한 재해예방 기 

1뾰C회원국의 광 김 영 인 98.9.26- 칠 레 제3차 APEC G 。EhIEED회 의 합의 에 따 l 른 DB운 에 너 지 자원정 보구 

I Human factor를 이 1 

10.6 영위원회 환경τ영위원회 및 ECOW'98참석 죽 」

김치권 ‘98.10.12- 미국 한국다이요잉크제조(주)의 수탁과제일환으로 ‘은 은분말 제조 및 입 

10.21 분말 제조 및 엽형 제어실헝’관련 출장 S프 형C로P 제A그어C램섣 X힘 지 구원과사학영1 ι1 
이성록 ‘98325 | 피지 SOPAC 강차 연차총회의 참석. 회원국의 자원정 

10.6 보 및 후원국의 SOPAC지 원 동향분석 램 

7口l~ 0.3 i 
----, 

차드 마요케비지역 | 이동진 ‘98.9.30-
차드 차드 마요케비지역 광물탐사 

홍세선 11.13 광물탐사사엽 } 

이재호 

최영섭 

오수정 
。rj1-n「-/「‘

‘98.10.9- KEDO 원전 골재원 진입도로 및 공업용수 
권무창 북한 좌동 
7디1λ 。，.그l 

1l.7 취수 시설 지역 지질조사 사업 

7디1 τ Ar‘ 7 己1

처。하 。여 U 

‘98.1 l.2- Intemational Conference on Hyclrometallurgy 희토류정광으로형 
{l τ ;zr-A「 중국 광체용산화물분말 

1l.8 ICHM’ 98"논문발표 및 위탁업체 기술자문. 
제조 

전희영 ‘98.10.17-
필리핀 

CCOP 4th WGGC Working Group Meeting 초청자부담에 의한 
김유봉 10.20 참석. 출장 

~-B: 걱 ;::c ‘98.10.18-
필리핀 

CCOP 제35차 연차총회 및 제32차 운영위원회 석유물리탐사 자료 
박근필 10.28 참석 해석연구 

이대하 
‘98.11 .4-

미국 
균열암반지하수의 적정채수량 선정을 위한 교육 GIS를 이용한 지하 

11.13 및 전문가 자문 수 채수량 연구 

‘98.10.22- CCOP ‘The Technical Meeting on Remote S 
초청자부담에 의한 

7ET7 ir 려 E 
10.25 필리핀 ensing for Disaster Mitigation and 

출장 Geohazard Mapping' 참가. 

송경선 
‘98.1 l.8 

미국 
Graphite-Fumace AAS(원자흡광분광기 )의 기 초청자부담에 의한 

11.15 술훈련 및 새로운 응용기술 습득. 출장 

박경호 
‘98.11.30-

중국 
심해저 선진기술(제련/플랜E 분야) 벤치마킹을 초청자부담에 의한 

12.6 위한 방문조사. 출장 

김주용 
‘98.1 l.23-

중국 
중국 가란파 교수 탄신 90주년 기념 학술회의 초청자부담에 의한 

1l.27 “수양개 와 그 이 웃들”참석 , 논문발표 출장 

송윤호 ‘98.12.9-
일본 

The 4th SEG] Intemational Symposium 초청자부담에 의한 
김정호 12.13 Fracture Imaging - 참가， 논문발표 출장 

바「여 。 -A「
‘98.1l.30-

필리핀 
수탁사업의 1차년도 사업보고서 작성 및 2차년도 필 리 핀 Surigao del 

12.5 사엽계획 협의 Norte주변해역조사 

문건주 
‘98.1l.21- 인도네 

인도네시아 금광개발권 확보 
외부지원에 의한 

1l.24 시아 출장 

황덕환 
‘98.12.4- 조。2..고 EZ 몽골 Ulaanbaatar W orkshop참가， 논문발표 금속광물자원탐사 
12.11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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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롬5 

‘98 장기해외교육훈련 내역 

-까i、- '" λ」」1-- 성명 기간 τ 님r 야 ( 일 정 ) 파견국 경비 

지구환경 97.1 레이저에 의한 삭마현상 및 표면개선 

연구부 
김태삼 

98.1 연구 (96년 후반기 해외 Post-Doc. 연수) 
미국 과학재단 

자원 97.1 
시추공 물리탐사자료를 이용한 탄성 

연구부 
7口11。Tλ ~ 

98.1 
매개변수 산출법 연구 즈~ ~ 과학재단 

(96년도 후반기 해외 Post-Doc.연수) 

지구환경 
홍완 

97.4- 일본 문부성 초청 연구장학생 

연구부 (박사과정) 
일본 일본문부성 | 

98.3 

활용소재 배광현 97.7 물리적방법에의한신소재물질개발연구 

연구부 (97년도 전반기 Post-Doc.연수) 일 본 과학재단 i 98.7 

지연구환경 
구부 

꾀9 토양오염불정거동및이동메카니즘연구 IUl ~ I 
박성 gg§ | (97년 해외연구지원사업미 국 당소부담 

자원 97.8-
환경 및 지질공학적응용을 위한 지질 

l 연구부 
~ 교 〔과〕 조 L-L 

98.8 
탐사자료의 정량적공간처리 기볍연구 카나다 과학재단 

(97 전반기 Post-Doc . 연수) 

지구환경 강익범 98.1 UN CTBT 산하 IDC(국제자료센터) 
미 

연구부 I 99.1 훈련참가 
국 UN 

AtoII1Íc force mlcroscope 
활용소재 

τ 。r r L、1 2f-ζ
98.1 ellipsometry를 이용한 액 액 계면의 

연구부 99.1 안정성에 관한 연구 
호 주 과학재단 

(97년도 후반기 해외 Post-Doc. 연수) 

자원 98.1 -
점토광물 물 및 점토광물-유기중합체간 

연구부 
고상모 

99.1 
의 상호 반응연구 미 국 과학재단 
(97년도 후반기 해외 Post-Doc .연수) 

활용소재 98.2 
심 해저 망간단괴로부터 유가금속 추출을 

연구부 
1 zFr‘ Aδ3T‘ 

99.2 
위한 새로운 침출공정 연구 미 국 과학재단 
(97년도 후반기 해외 Post-Doc.연수) 

석유해저 
황인걸 

98.5 해수면 상숭기중의 대륙붕침식 모델링 

연구부 99.5 (98년도 전반기 해외 Post-Doc.연수) 미 국 과학재단 

활용소재 98.8-
‘Microemulsion에 의 한 nano-sized자 

추천연구원 
이효숙 성자료 제조연구’를 위한 해외훈련 캐나다 

연구부 99.6 창의지원 

계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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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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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HOO-09H40: Re횡stration 

09H40-10HOO: Opening Address 

Spe와cer: Mr.Philippe Autie , First Counsellor (French Embassy) 

Dr. Kyung Won Lee , President(KIGAM) 

10HOO-IOH30: Geology and Land Use Development, The French 

Approach 

Spe와ζer Mr. P. Nov;와이BRGM) 

10 H30-11 H 00: Possible fracture patterns related to geologica1 hazards 

a10ng Gyengbu High Way 없ld Imwha Lake 

llHOO-llH30: .Risk management and preventive planning in large cities: 

a scientific approach for action 

Spe와cer : Dr.S.Chevrel(BRGM) 

llH30-12HOO: Geophysica1 applications to site investigation and field 

ex없nples 

Speaker : Dr. J.Y.Kim(KIGAM) 

12HOO-13HOO: LUNCH 

13HOO-13H30: Remote sensing and geographic informa디on systems in 

environmenta1 impact of mining activities 

Spe와cer : Dr.S.Chevrel(BRGM) 

13H30-14HOO: Overview of environmenta1 impacts by the abandoned 

mines and countermeasures in Korea 

Spe와cer : Dr.Y.W. Cheong(KIGAM) 

14HOO-14H30: Eva1uation of subsidence related to underground 

exploitation 없ld abandoned mines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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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와ζer : Dr.S.Chevrel(BRGM) 

14H30-15HOO: Consideration on restoring plan in subsidence prone 

areas by the stability assessment techniques 

Spe와cer : Dr.S.O.Choi(KIGAM) 

15HOO-15H30: Coffee Break 

15H30-16HOO: Landslide characteristics in Korea 

Spe와cer : Dr.W.Y. Kim(KIGAM) 

16HOO-16H30: Seismic characteristics in and around Korea 

Speaker : Dr. J.S.Jeon(KIGAM) 

16H30-17HOO: Presentation and demonstration of softwares for GIS, 

geological mapping 없ld earthquake engineering 

Spe하cer : Dr. F. Robida(BRGM) 

Tuesday, November 10th 

9H30-10HOO: Water management 

. Groundwater level monitoring 

. Groundwater quality monitoring 

. Groundwater data banks 밍ld information systems 

Speaker : Dr.S.Chevrel(BRGM) 

10H10-10H40: Protection 라ld prediction for the groundwater resource 

in Seoul, Korea 

Speaker : Dr.I.H.Sung(KIGAM) 

10H40-11HOO: Irrigation management 

Spe와ξer : Dr.S.Chevrel(BRGM) 

11HOO-11H30: Aquifer vulnurability 

Spe와‘er : Dr.S.Chevrel(BRGM) 

llH40 : Clos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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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광물자원탐사 몇 개발 훈련 참가자 명단 

Nationality Name Title, Organization , Address 
Mr.Muhammad Project Manager, Pakistan Mineral Development 
Tariq MEHSOOD Cooperation, 13-W9 Islamabad Pakistan 

Pakistan Deputy Director, Ministry of Petroleum & Natural 
Mr.Khurram BHA TTI Resources , 21 - E Huma Plaza Blue Area Islamabad 

Pakistan 
Mr.Mohammed Geologist, Natural Resource Authority, 

Jordan 
Eid QUARARAA PO Box 7- 1118 Amman Jordan 

Geophysicist, Natural Resources Authority, Mr. Tahsin T ALA T PO Box 5533 Amman Jordan 
Mr.Ibrahim Mohamme Liquid Natural Gas Office Manager, 
d Yemen Gas Company, Smlaa city Yemen P o Box l3 | 

Yemen 
AL- THARY 965 

Mr.Mohammed Vice Manager of LNG office, Yemen Gas Compan I 
Quaid AL- SHAHED y, 

HI Sanaa 디ty Yemen P.O Box 13965 

Sri Lanka Mr. C.H.E.R Geo1oGg외islt‘， Geological Survey & Mines Bureau, 
SIRIW ARDANA N04 Galle Road Dehiwala. Colombo.Sri Lanka 

Chief of Monitoring Mining Department, 
Mr.Norman Department of Promotion and Mining Development 

I Nicaragua Henriquez BLANDO of Ministry Economy and development, Managua 
N Nicaragua, del Sandy ’s Carretera a Masaya 1 C. a 

1 Este. 

Mr.]ohnson Ayo Assistant Director, National Steel Raw Material 

BADEJO Exploration Agency, P.M.B 2140 KADUNA- Niger 
Nigeria la 

Mr.Jonathan Isiyaku Chief Geologist, Nigerian Mining Corporation, 
YAROSON P.M.B2154 - JOS- Nigeria 

Director Economic Minerals, Ministry of Energy a 

Jamaica Mr.Baxter CARL TON nd 
Mines, P.O box 181,189 Hope Gardens,Kingston 6, J 
a. W.I 

Guatemal Mr.Mario Rene Head of Mining Research Dept., Ministry of 
De Leon GARCIA EGnueartgeryn and hIines, Diagonal 17 29- 78 Eonall 

a atemala, c.A. 01011 

Mali Mr.Fatiaga KONE Director, Direction Nationale Geologie et Mines, 
PDRM BP223 Bam와m 

Philippine 
Science Research Specialist II, Dept.of Energy, 

Mr.Gerald C. 11th Floor Metrobank B/D, osmena BLVD, Cebu c 
S CABIZARES lty, 

Philippines 6000 

Senegal Mr.Masse DIOUF Senior Geologist, Ministry of Energy and Mine, 
104, Rue Camot - Dakar P.O. Box 1238 

TOTAL 15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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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98 광물자원탐사 및 개발 훈련 내용 

j 구 분 j 한국자원연구소 

1 - 한국의 지질 및 광물자원 소개 

i . 광상성인 및 광상조사 
• 지구물리탐사 및 지구화학탐사 

로 1 - 지리정보시스템 (GIS) 및 원격탐사CRemote Sensing) 

비 고 

이 
와
 

펙
 
ι
 

7 
이
 근 

당
 

-
후
 

과
 

이
 

E 

·광산개발과 환경 관련된 실험실탐방 | 
·암반공학 및 지하공간 개발 등으로 효율성제고. 

·광물탐사 및 활용 

·수문학 및 지하수개발 

·사면안정성 

• 광물처리를 위한 Pilot Plant현장견학(자원 · 활용소재연구부) 

·방사화학분석과 환경지화학도 작성기법에 관한 실험실 

탐방(분석연구부) 

λE즈1 /님‘ -GIS의 적용기법 실습(정보전산실) 

-KIGAM지하수 관리체계 견학(환경지질연구부) 

·각종 물리탐사 장비의 이용법과 적용현황 실습 

(자원탐사연구부) 

산업시찰 ·포항제철 · 현대중공업 산업시찰 

일일관광 -EXPO과학공원， 계룡산 및 용인민속촌 

토론등 
- Country Report발표 Country Report를 

기타 
·각 연구부서를 방문하여 연구진들과의 관련분야에 제본하여 훈련생들 

대한 심도있는 논의 에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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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롤_9 

‘98 광물자원 탐사 및 개 발 Country report요약 

9.1 과테말라 

가.鍵業法制 

1) 擺括

광업법 시행령 48-97조가 1997년 7월 제정됨 

- 조례와 정부협 약 8-98조가 1998년 1월 29일부터 효력을 발함 

- 국가소유의 기업의 民營化， 기반시설확충， 정부시책의 효율성제고 추구 

2) 핵심 

- Maximum royalties 1% 

- 행정규제의 완화 

- 광물소유권 보호 

- 합리적인 환경보호정책 

국제화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 

투기와 독점의 최소화 

투자보호 및 기간보장 

광물지형도 작성 

3) 과테말라에의 投資課引(長點)

과테말라로의 송금과 본국으로의 송금이 완전히 구분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투자자의 동등대우 

- 국내의 금융지원 

낮은 국내참여율로 전략적 제휴를위한 좋은 기회 

( 경쟁력있는 금융시스랩과 증시 

내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에대한 공정한 규제 

나. 광업 관련 Licences 

1) 조사권 (Reconnaissance License) 

지 역 : 500- 3,000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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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6개월 (6개월연장가능) 

탐사권(Exploration License)를 얻을 수 있는 권리 

세 금 : Q120/km2 (US$20) 

2) 탐사권 (Exploration License) 

- 지 역 100km2까지 

- 기간별 세금 : 3년 (US$50/km2 ) ， 2년 (US$100/km2 ) ， 1년 (US$150/km2) 

- 개발권(Exploitation License)을 얻을 수 있는 권리 

3) 개 발권 (Exploitation License) 

- 지 역 : 20km2까지 

- 기 간 : 25년간 (25년연장가능) 

- 세 금 : US$200/km2 

다. 거시경제지표 

1) 꾸준한 경제성장 : 지난 10년간 매년 3-5%의 성장. 

2) 경제의 안정성 : 년평균 10.9%의 물가상승률 

3) 환률의 안정 성 : 1990년 Q5.00 per US$l , 1998년 Q6.22 per US$l 

4) 중남미 국중 최 저 의 외 채 : US$2billion in 1996 

9.2 자머101 카 

가. 보오크사이 트 (Bauxite) 

1) 1950년대초에 채광이 시작된 자메이카의 가장중요한 자원이며， 현재 18억톤 매장량 

으로 자메이카에서 두 번째로 큰 산업임. 

2) Terra rossa형 태 이 며 , 적 절한 경 도로 부드럽 고， 구멍 이 많음. 

3) 짙은 적색， 적갈색 또는 노란색을 띄고 있음. 

4) 45→50%의 alumina와 20%정 도의 철 산화물에 의 한 철성 분을 포함. 

5) 약2%의 티탄과 3%에 못미치는 실리카를 포함하며， 10%이상의 실리카를 포함하는 

댐
 

。T 겨
。
 
6) 각 광상은 아주 작은 것부터 125 헥타르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함. 

7) 광상의 두께도 30미터까지 이르는 것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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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광물 

보오크사이트를 제외한 다른 광물의 채광역사는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잘 정 

비된 보오크사이트 광산과는 달리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섬 전체적으 

로 gold, copper, lead/zinc, non-metallic minerals , gypsum. anhydrite, aggregate, 

limestone등 다수의 광물이 보고되 고 있다. 

9.3 요르단 

가. Natural Resources Authority(NRA)개 괄 

1) Jordan Electricity Authority와 함께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산하에 

。1 투L 
)λp. 

2) 요르단 내의 지질조사，광물자원 및 hydrocarbon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기 

위한 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3) 암만에 위치하며， 지질 · 지구물리탐사 · 광물탐사로부터 얻어진 광범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나. 요르단 광업현황 

표 9- 3-1 요르단의 Phosphate매 장량 (단위 : 백만톤) 

지역 proved(확정매장량) indicated(추정 ) inferred( 예 상) total 

El Hassa 49 9 7 65 

AI-Abiad 41 5 68 114 

El Shidiaya 825 330 350 1505 

Total 915 344 425 1684 

표 9- 3- 2 Oilshale현황 

Deposit areaOun2) thickness(m) reserve(million ton) oil content(%) 
EI-Lajjan 20 29.6 1165 10.5 

Jarfed Darawish 150 68.3 2485 5.7 

Sultani 75 3l.6 942 7.5 

Um Ghudran 226 53.3 1070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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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3- 3 광종별 현황 

N ame of material No. of rnine/Quarry 연중 채광량 

Phosphate 4 5.89rnillion ton 
Gypsum 6 193,527.6 ton 
Clay 17 901.2 ton 
Glass sand 17 45,630.12 ton 
Building material 169 459.53 m.:l 

1. Aggregate 164 3.195 m j 

2. N atural sand 26 417.4 m j 

3. Cement raw material 2 843,986 ton 
4. Tuff 4 285,249.3 ton 
5. Granite 6 1,406.7 m.:l 

Woolrock 2 2,815.2 ton 
Purel limestone 7 320.93 ton 
Oil shale 2 

9.4 말리 

가. 개요 

1)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하며 총면적은 1.241.000km2 이고 북쪽으로 1/3의 

영토가 사하라 사막지역이지만， 남부는 열대습윤기후를 보임. 

2) 천만명의 주민이 주로 남부와 중부에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음. 

3) Bambara!Mali따<es ， Sonhrais, Fulanis, Moors , Tuaregs , Senoufos, Soninke 등 여 러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어가 공식 통용어임 . 

4) 농업이 주산업이며， 변화， 쌀， 기장과 땅콩등이 주산물임. 

5) 광업 은 금광과 limestone quarry , Tessalit의 gypsum quarry, Bourem의 phosphate 

quarry , Selenkegny의 marbles quarry등이 있다. 

나. 금광 타당성조사 

1) KodieranCYanfolila district), Segala 와 Loulo/Y aleaCKenieba district)의 개 발가능 

금매장량은 각각 43.44t, 38.94t과 120t이며 Niamboulama는 48t임. 

2) 1990년 민영화된 Kalana는 개발단계에 있으며， 매장량은 44t정도로 예상됨 

3) 그밖에 Kayes , Koulikoro, Sikasso와 Kidal지 역 에 서 금광이 발견되 고 있음. 

4) 2002년에는 금이 면화를 제치고 제 1의 수출품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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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자원 

표 9- 4- 1 기타 자원매장량 

광종 매장량 고。l표 。드 매장량 

Bauxite 1.200Mt Lithium 4. 283Mt 

Manganese 18Mt Uranium 5,OOOt 

Phosphates 11.800Mt Diatomites 65Mt 

Mables 3.500Mt ! 

9.5 니카라과 

7~. Mining Production 

1) 광업분야에서 US$29，760 ，000를 생산 

(이중 83%가 금 77，003옹스와 은 30，040온스임) 

2) 비금속광물은 US$4，760，000를 생산하였음. 

나. 金屬鎭개 발( 1996-1997) 

광종 매장량 

lron ‘ 5,000Mt 

Lignites 1.3Mt 

Limestones 22Mt 

1) 1996년에서 1997년사이 55개의 광업회사들이 101개의 광산개발지역에서 탐사활동을 

하였으며， US$18，400 ，000이상이 광산개발과 지원을 위한 투자에 쓰여졌음. 

2) 금매장량이 El Limon, La Libertad, El Topacio와 Bonanza광산에서 증가하였음. 

3) 산업 기 반이 약한 La Reina, Kuikuinita, Columbus, Santa Rosa, El Dorado, 

Quilali - Murra, Ocotal, La lndia와 태평양연안등 8개 광업지역에서 광상평가가 있었음. 

4) 21 ，21Okm2에 이르는 지역에 대한 지질학적， 지화학적 금-구리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4,000km2 에대한 지질정보를 Update하였음. 

다. 非金屬鎭

기 타 비 금속광으로는 Limestone, Marble, Clay /Bentonite, Bentonite Clay, Gypsum, 

Crush Stone, Pomice등 이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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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나01 지리아 

가. 광물자원개요 

1) 나이 지 리 아는 Tin, Columbite, Lead, Zinc, Gold와 lron등 광물자원 이 풍부하며 , 

백년이 넘게 수출되어온 Tin은 나이지리아 북부 ]os Plateau의 충적층에서 얻어짐. 

2) 기타광물로는 Coal, Kaolin, Felspar, Mica, Magnesite, Bauxite등과 비금속이 있음. 

나. 자원탐사 기관 

1) National Steel Raw Materials Exploration Agency(NSRMEA) 

2) Nigerian Mining Corporation(NMC) 

3) Nigerian Coal Corporation(NCC) 

4) Geological Survey of Nigeria(GSN) 

5) Iron- Ore Mining Company등 

9.7 파키스탄 

가. 개요 

파키스탄은 막대한 양의 주요광물 매장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업분야는 

미개발 상태이며， 현재까지도 무시되고 있는 실정임 . 

(국내자본의 위험성， 최신기술의 부족， 부적절한 지질정보， 사회기반시설의 미비， 외진 

광물매장지역， 광물관련 정책의 부재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함) . 

나. 광물자원현황 

1) baηte， dolomite, gypsum, granite, limestone, marble, magnesite, onyx, rock salt, 

silica sand, soap stone과 비금속등 개발가능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2) 상당량 매장된 

것으로 알려 진 copper, gold. silver, antimony, chromite, platinum group elements, 

iron, lead, zinc, coal, bauxite, f1uorite, tungsten, lithium 등의 광상에 대 한 경 제 성 을 

평가해야는 것이 선결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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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필리핀 

1) 석탄: 1973년 석유파동으로 필리핀은 석유를 대체할 국내 에너지자원을 개발，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1977년의 Ministry of Energy와 1980년 National Coal Authority가 국내 석탄산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창립되었다. 석탄의 매장량은 그리많지않아 확정 매장량은 

370.45MMT정도이며 85%가 노천광이다. 

2) 기 타광물 Gold， Copper, Silver, Lead, Zinc, Chrornite, Nickel/Iron 등 

3) 비 철 광물 Coal, Dolornite, Quartz, Feldspar, Phosphate, Marble, Limestone등 

9.9 세네갈 

가. 개요 

1) 세네갈은 북쪽의 Mauritania에서 남쪽의 Guinea까지 펼쳐진 BSM으로 알려진 

basin Senegalo-mauritanien분지 의 서 쪽 에 위 치 하며 

2) secondary tertiary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세네갈 분지는 많은 화산관입의 

특성을 갖는다. 

3) 또한， phosphate, peat, lignite, titanium, limestone과 sandstone의 매 장가능성 을 

보인다. 

4) 광상성인학적 관점에서보면 세네갈의 초기원생대형성은 gold, iron, uranium, 

copper, diamonds, lead, tin, zinc, nickel , wolfram, chrornium, marble등의 광상이 

존재하는 서아프리카 여타 나라들의 지괴상의 견줄만함. 

5) 철은 800만톤， 금은 20톤， phosphate는 120만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9.10 스리랑카 

가. 광산개요 

1) 현재 스리랑카에는 지하광산으로는 Bogala와 K하latag값la에있는 두 개의 

흑연광산만이 채굴되고 있으며， 이 두 광산은 150년 넘게 채굴되어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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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pen cast rnining으로는 Aruskalu지 역 의 rniocene limestones, Eppawala지 역 의 

apatite, Owella Estate 지 역 의 feldspar가 채 굴 되 고 있 다. 

3) Dolornite광상의 많은 수가 Kandy, Matale과 Balangoda지 역 에 서 착암과 발파로써 

발견되며， 적은양으로 스리랑카 곳곳에서 발견되는 Vein quartz 또한 같은 방법으로 

반껴되 
~_ c • ~. 

4) Clay deposits(kaolin, ball clay, brick and tile clays)는 남서 부 지 역 에 서 

광범위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몇 미터정도의 얄은 노천굴의 형태로 큰 하천의 

하류에서 채굴되고 있음. 

5) Mica의 경우 고비용과 기술부족으로 원시적인 방법에 의존하여 채굴되고 있으며， 

다수의 얄은 갱들이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풍화암이나 표토속에 존재하는 mlca 

광맥을 따라 잠재되어있음. 

6) Beach rnineral sandsCilmenite, rutile, zircon, monazite와 garnet)는 북서 지 방의 

해변 사광에서 채취되고 있음. 

7) Pulmoddai deposit의 경우 79% 중광물의 품위로써 세계적으로 알려져있음. 

8) 현대의 채광과 처리과정은 자본집약적인 경향으로 바뀌어 감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호의존적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9.11 예멘 

예멘은 농업에 기반을 둔 국가이지만， Oil/Gas , 광업， 어업， 관광 산업등이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석유는 18세기에 처음 발견되었으나 1985년에서야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4개의 광구에서 400，OOObpd가 생산되어 60，OOObpd는 

내수용으로 소비되고 나머지는 수출된다. 현재 많은 외국기업에게 석유， 가스탐사권이 

부여되었으며， 약5MM ton의 LNG가 YLNG project에 의하여 향후 25년간 수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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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롬10 
1훨 

‘98 국 제 협 력 Calendar 
2월 6훨 

- 1차 국제 공동 세미나 

신청 (LO일)* 
1 -한 · 중 공동 

- 1차 한·독 공동 세미나 | 
|세미나 신청 (28일)* 

선청(10일)* 

-한 • 독 대학원앵 
l 차 퍼제 공동연구 

~!캠(:30일)@ 
하계연수 선청 (30입)* 

I-Moscow지소 철수 
-KSRS-Wonju 대 장 Maj 

Rozzo 및 일행 방소 상호 

협력 논의(15일) 

‘p 00 

8훨 7월 
중견 파학자 미국 

- 2차 한 · 목 공 동 세 머 니 방푼연구(1 -15일)* 
신챙 00일)* -- jSPS 외 국인 Post-doc. 
-2차 국제 공통세미나 

연수자 선챙(10일)* 
신청(10일)* 

-14 -23(융립픽공원) 
-미국 국제 공동연구 

APEC 청소년 촉제 참여 
신청(15일)* 

협조 
-2차 5f제 꽁통연구 

-용품 팡엽 연구소 
싱 쩡 (:10일’ )<흉 

(MI)MOU 만료 
-AFTAC 방문 (KSRS 

-KOICA 훈련 세미냐 
MOU사후조치) 

(광물자원탕사 및 개발) : -한· 아세안 교육실시 
(8/9-8/29) 

3월 4월 
-외국 방문 연구 신청 (31 일)* 1-국제 공동연구 신챙 <30일)# 

-한 • 독 방문연구 신청 (31 얼)* 1- 러시아 과학자 인력 활용 

-한 • 중 과학기슐자 교환연구 |신청 (30일 r 

신청(31 일)* 1-중국 과학기술자 인력활용 

-2차 8rain-Pool 외 국인 | 신 청 (30일 )‘ 

과학자 유치활용 신청 (31 일)* 1-2차 해외 Post-doc. 연수 지원 

-:]SPS 외 국인 Post-doc. 

연수자 신청 (31일)* 

-한 • 일 연구자， 기슐자 

교류지원 신챙 (31 일)* 

-MRC 이사회 개최 

-제31차 CCOP 훈영 위 

신청 (30일)* 

-베토납 RIGMR과 MOU 

협갱추진 

-ASEAN 협 력 사업 추친 

-8RGM과의 MOU 기간 만효 

연장 쩨겹요 

-양산단총 국제 세미나 

10월 

5월 

-KSRS 이판융 위한 

한 • 미갱후감 MOU 체절 및 

SOFA에 외한 MOU 체결 

-외국인 Post-doc. 유치활용 

신청 (30일)* 

-충-안강 팡산 연구소 AOC I 
l준비 

만료 | 
-장훈과기대 대표단(5입방한) I~AFTAC!KIGMJ쐐 

1 hnplementing Arrangements 
-한 • 아세안 Fact Finding 

’of KSRS의 협 갱 죠인 준비 

11훨 

-1차 해외 Post-doc. 

연수지훤 신청 (10일)* 

-베트남 IMSAT와 MOU 

만료 연장 협정요 

-중지 질과학원(CAGS)과의 

MOU 만료 

12월 

-한 • 일 공동연구 

신청 (31일)* 

-한 • 일 공동 세미나 

신청 (31일)* 

-USGS와의 MOU 기간 

만료/연장 체결요 

-충지질광산부와 MOU 만료 

(8angkok) 

9월 

-국제 공동연구 신챙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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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기급신청 및 점부감 회외 Calendar(1998년) 

1월 2월 3월 
-외국 방문 연구 신청 (31 일). 

-한 • 충 공동 
-한 • 톱 방문연구 신청(31 일). 

-1 차 국제 공동 세미나| 
IAil미나 신청 

신청(10일). 
1(28일). 

-한 · 충 과학기술자 교환연구 

신청(31 일). 

-1 차 한· 톡 공동 

세미나 신청 (1。밀). 

-한· 묵 대학월생 

하계연수 심청(~일). 

7월 
~ï-2차 한· 쭉 공룡 
I I 서|미나 신청(10일). 

-2차 국제 곰풍세미나 

신청(10일). 

-미국 국제 공동연구 

신청(15일). 

-2차 국채 공동연구 

신청(30일)@ 

-저14~~ 

한·일환경협력공동위 

(7.6-7)::::: 

-1 차 국제 공동연 | 

구 신청 

(30일)@ 

-2차 Brain-Pool 외 국인 과학자 

유치활용 신청 (31 입). 

-JSPS 외국인 Post-doc;. 연수자 

신청(~l 일). 

-한 • 얼 염구자， 기슐자 교류지원 

신청 (31 일). 

8월 9월 
1-국제 공톨연구 신청 (30일). 

-충검 과학자 미국 1-외국 방톰 연구 신청떠O잃). 

방몽연구 1-힘 • 톡 공동연구 신청(30잃). 

(1':"'15일). 1-한 • 혹 방문연구 신청(30일). 

-JSPS 외 국 인 1-1 차 Brain-Pool 외 국 인 과학자 

Post-doc. 연수자|유치활용신청 (30일)‘ 

신청 (10일). 1-‘00 APEC Post쉰∞ 유치 

-제 10차한 • 일과기 |활용신청(~일). 

협력위 (8.5-6)::::: 1-제 18차한 • 인니자원협력위 (9.9-1O)~ 

-저120차 한 · 독경채공동위 (9. 17)~ 

-한 · 오스트리 아 장관회 담(9.2 1)::::: 

4훨 

-국제 공동연구 신청 

(30일)# 

5월 6월 

-러시아 과학자 1-외국인 Post-doc. 유치활용 1-한 • 중과기차관회의 

인력활용 신청(~일l^ 1신청 (30일). 1(6.2 1-26)~ 

-중국 과학기숨자 1-한 • 미에너지실무회의~ 1-한 • 미 

인력활용 신청(~일l^ 1 과학기술고위급회담: 

-2차 해 외 post-d∞ 

연수지원 신청(~일 l' 

10훨 11월 12월 
1-한· 일 공동연구 

-1 차 해외 Post-doc. 연수지월 | 
-‘99 월본 1 .... I +J 1~l'\ n 1\.신청(15일). 

l신청 (20일). 

논몹박사학위 지월사업 1-'00한줌신징파학자교환연수(파1-한 • 잃 곰동 세미나 
(1 0일). 1..,.,\ tl n.l .\.1 +J/ .. Aðl\. 신청 (15일). ’겹)사업신청(14일). ’ 

-한· 중남미 -쩨4차 한 • 중 
-한· 헝가리，체코 

4개국경채공동위(11.29-산업협력위(1O. 12)~ 
공동세미나신청(2)일) 

12.10)~ -CCOP 연차 총회 
-쩨2차 한 • 폴란드과기공동위 

-제 16차 한 • 호주 (1O .. 20-28)~ 
(11.2-7l~ 

자원협력위 (12.1-2)::::: -SOPAC 37:차 
-카나다 

-한아세안 및 베트남 연차총회(9 .26-10.3) ~ 
산업기술협력위(1 1 .23)~ 

과기협력위(12. 15-16)~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STEPI ~ Braln-Pool문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와 한국과학재단이 공동관리 

:정부(과기부，산자부，오|통부)주관의 국제협력관련 회의 

~기타 자세한 사항온 네트워크환경-국제협력과-이효정 자료싫 열람요， 혹온 국제협력파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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