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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RRS : Inte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
2) ANSN : Asian Nuclear Safety Network
3) INSAG :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Group
4) IEC : Incident & Emergency Center
5) SRM : Senior Regulators' Meeting

기획 / 제50차 IAEA 정기총회

원자력안전

김도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국제정책실선임연구원

I
AEA 총회에서 사무총장의 기

조 연설은 1년간의 원자력 관련

IAEA의 활동과 전 세계의 동향

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금년 기조

연설 중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는 원

자력안전협약 등 각종 협약 및 행위

준칙 관련 활동, 안전 원칙(Safety

Fundamentals)의 개정, 통합 규제

검토 서비스(IRRS1))의 중요성과

회원국들의 수검 촉구, 아시아원자

력안전네트워크(ANSN2)), 국제원

자력안전그룹(INSAG3))의 활동,

원자력 배상, IAEA의 사고 및 비상

대응센터(IEC4)) 강화 등에 대해서

소개하 다.

총회 기간 중 전체위원회(Com-

mittee of the Whole)에서는 원자

력 안전과 관련하여「원자력, 방사

선 및 방사성 폐기물 안전에 관한

국제 협력 강화」와「수송 안전」의 2

가지 결의안 초안에 대해 논의하

다. 

호주에서 제안한「원자력, 방사

선 및 방사성 폐기물 안전에 관한

국제 협력 강화」의 결의안 초안은

방사선원의 안전 및 보안 행위 준칙

의 주기적인 검토회의의 자발성과

검토회의 형식에 대하여 법적, 재정

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구

에 대한 회원국들의 여러 가지 수정

의견을 반 하여 총회에 상정하기

로결정하 다. 

또한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제

안한「수송안전」관련 결의안 초안

은 특별한 수정 의견 없이 총회에

상정하기결정하 다. 

총회 기간 중 원자력 안전 관련

병행 회의로서 고위규제자회의

(SRM5))가 미국, 프랑스, 캐나다,

국, 호주 등 다수의 회원국 안전

규제 관계자 및 다니구찌 IAEA 원

자력 안전방호부 사무차장 등이 참

석한 가운데, 9월 21일 IAEA 본부

Board room에서개최되었다. 

다니구치 사무차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세계적인, 특히 개도국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 다. 

금년 고위규제자회의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개최되었는데, 세

전체위원회

고위규제자회의

전문가 스케치



원자력안전

2006/10ㆍ원자력산업ㆍ19

6) GNSR : Global Nuclear Safety Regime
7) MDEP : Multinational Design Evaluation Program

션 I 에서는 국 NDA의 Laurence

Williams 국장, 중국 NNSA의

Ganjie Li, 캐나다 CNSC의 위원장

인 Linda Keen, 멕시코의 Juan

Eibenschutz, IAEA OLA (Office

of Legal Affairs)의 Johan

Rautenbach 국장 및 러시아의 K.

B. Pulikovskiy가 규제 효과성과 상

호 학습에 대하여 각각 주제 발표를

하 다. 

세션 II에서는 규제 기관의 사회

적 역할에 대하여 패널 토의의 형식

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미국

NRC의 Klein 위원장, 인도 AERB

의 Sharma 위원장, 일본 NSC의

Suzuki 위원장, 남아공 NNR의

Magugumela 위원장 및 국 HSE

의 Reyes 국장 등이 규제 기관은

대중의 신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

여 규제 기관은 규제 활동에 대한

투명성, 독립성 및 지도력을 가져야

하며 시설 운 자와의 적절한 관계

유지와 원자력 진흥에 대한 책임이

없어야함을강조하 다. 

또한 총회와 병행하여 국제원자

력안전그룹 (INSAG) 포럼이 9월

18일 오스트리아 센터 E홀에서 개

최되어, 미국, 한국, 터키, 인도, 아

르헨티나, 독일 등 다수의 안전 규

제 관계자 및 국제원자력안전그룹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30분 동안 원자력 안전 인프라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

다. 

국제원자력안전그룹의 위원장인

Meserve는 원자력 안전 인프라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

고, 한국의 국제원자력안전그룹 위

원인 강창순 교수는 현재 전 세계적

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

한국가가늘고있으나원자로, 증기

발생기및냉각펌프등과같은부품

제작 능력이 수요에 모자라기 때문

에 원자력 이용 증대 분위기에 가장

큰걸림돌이될것으로예상하 다. 

또한, 터키 TAEK의 Tanker는

원자력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현재 터키의 원자력 규제 기관들의

재구성 작업 및 원자력법 개정에 대

하여 소개하 으며, 미국 NRC의

Lyons는 NRC의 국제적 역할과 도

전에대하여소개하 다. 

그 외에 인도의 Sharma는 시설

운 안전을 위한 인프라의 중요 요

소를 소개하 으며, 아르헨티나의

SAGNE 의장인 Birimello과 독일

의 국제원자력안전그룹 위원인

Birkhofer는 원자력의 안전성을 증

진하기 위하여 인허가 조건, 안전

기준과 품질 경 을 준수하여야 한

다고지적하 다. 

금년 IAEA 총회 및 병행 회의 결

과, 우리나라에 다음에 대한 필요성

이대두되었다. 

- 새로운 안전 원칙의 국내 적용

을위한관련연구및검토

- IAEA가 제공하는 통합 규제

검토 서비스(IRRS)의 국내 수검을

위한검토작업

- 안전 규제 분야 국제 협력 수

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위한

전략수립

- 원전 수출과 접한 향이

있는 GNSR6) 및 MDEP7) 등의 움

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 동향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수출

전략 수립

제50차 IAEA 정기총회의전체위원회에서회원국대표들이모여회의를진행하고있다.

결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