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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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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난 2006년 7월 북한의 미

사일 발사와 10월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따라서

UN 결의안 내용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있다. 

또한 지난 2006년 9월에 개최된

IAEA 제50차 정기총회는 안전 조

치, 안전 및 기술 협력 등에 대한 다

양한결의안들을채택하 다. 

필자는 정기총회 전체위원회에

참석하 다. 본고에서는 전체위원

회에서 채택된 최종 결의안 중 가장

합의가 어려웠던 원자력 발전 증진

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논의 배경,

쟁점 사항 등을 소개하고 향후 시사

점을제안하고자한다. 

IAEA 정기총회에서 원자력 과

학 기술 및 응용 의제는 통상적으로

원자력의 응용 분야인 동위원소를

이용한 수자원 관리, IAEA 암치료

사업인 PACT(Programme of

Action for Cancer Therapy),

SIT(Sterile Insect Technique)를

이용하는 말라리아 전염 모기 퇴치

사업, 아프리카 해충 박멸 사업

(AU-PATTEC) 등과 함께 IAEA

INPRO 사업과 원전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등 여러 세부 결의안

을 포함하는 옴니버스 결의안으로

채택되어왔다. 

2006년 6월 이사회 때에 프랑

스,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비

롯한 원자력 발전에 호의적인 러시

아, 캐나다, 일본, 중국 등이 참석하

여 원자력 우호국(friends of nu-

clear energy) 회의를 비공식적으

로개최하 다. 

원자력 우호국 그룹은 회원국의

원자력발전 강화에 기여하고자

IAEA 내 원자력 발전 활동을 증진

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우호국 회의는 현재 IAEA 업무

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자력

발전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한

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필

요한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작성

하기로하 다. 

또한 원자력 반대국들도 합의할

수 있는 내용부터 우선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2005년 3월 개

최된 파리 장관급 회의 합의 사항을

기초로작성하 다. 

제50차 정기총회 전체위원회에서

원자력 과학 기술 및 응용 의제 결의

안(GC(50)/RES/13)은 원자력 비발

전 응용(Part A), 원자력 발전 응용

(Part B) 그리고 공통 부분인 원자력

지식(Part C)로구분하여채택되었다.

즉, 원자력 비발전 응용 분야는

총괄(Part A.1), IAEA 암치료사업

인 PACT(Part A.2), SIT를 이용

한 말라리아 전염 모기 퇴치 사업

(Part A.3), 아프리카 해충 박멸 사

업(Part A.4)을 포함하고, 원자력

발전 분야는 총괄(Part B.1), IAEA

INPRO 사업(Part B.2), 원전 인프

라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Part

B.3)을포함하 다. 

전체위원회는 위와 같은 세 가지

기획 / 제50차 IAEA 정기총회

논의배경및주요결과

전문가 스케치



원자력발전

2006/10ㆍ원자력산업ㆍ17

구분 후 채택하자는 결의안 구성 체

제와 대부분의 세부 결의안 초안들

을논의후합의하 다. 

이에 반하여 원자력 발전 분야

총괄 결의안에 대하여 전체위원회

는 전체위원회에 상정 후 논의할 경

우 회원국들 간 이견 및 논란으로

다른 의제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

단하고 호주 대표를 의장으로 전체

위원회와 병행하여 논의할 작업단

을구성한후논의하 다. 

이와같은‘작업단구성후논의’

라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

려웠다. 그 결과 통상 전체위원회의

최종일인 목요일 저녁 회의까지 강

행하면서 작업단의 합의를 기대하

으나 실패하고, 익일 총회 마지막

날인 금요일 아침 작업단회의를 재

개한후최종합의하 다. 

제50차 정기총회 전체위원회에

서 원자력 발전 결의안 합의를 위한

작업단을 구성하고 작업단 회의에

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내용은 다음

과같다. 

1. 원자력발전에대한인식차이

원자력 우호국들은 원자력 발전

이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지속 가

능한 전략으로 충족할 수 있고 대기

오염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인 반면에,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덴마크 등 원자력 반대국들은 회원

국들이 원자력의 혜택과 위험에 대

하여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는 문안

을포함하고자하 다. 

원자력 우호국들은 상기 내용이

원자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결의안에 포

함을반대하 다. 

그러나 원자력 반대국들이 상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

의안 초안에 합의할 수 없다고 반대

하고, 일부 국가는 개별 문안에 대

한 별도 투표 가능성까지도 언급하

는강력한반대에직면하게되었다. 

이에 원자력 우호국들과 원자력

반대국들은 양측의 의견이 균형적

으로 반 될 수 있는 문안으로 수정

하여극적으로합의하 다. 

2. 핵비확산의문구포함여부

미국은 그 동안 IAEA 정기총회

시마다 원자력 기술 협력 결의안에

핵비확산(non-proliferation)을 포

함하고자 하 다. 이에 대하여 브라

질은 핵비확산의 문구 포함을 강력

히반대해왔다. 

정기총회 개최 전에 개최된 원자

력 우호국 회의에서 미국은 금번 원

자력 발전 결의안에 핵비확산 문구

를 포함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

으나,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

이 정기총회에서 원자력반대국과

결의안 초안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

는 바, 또다른 논란거리를 추가함으

로써 결의안 초안 자체가 무산될 가

능성을제기하 다. 

이에 미국은 핵비확산 문구 포함

을 포기하 으나, 막상 전체위원회

가 개최되자 핵비확산 문구 포함을

주장하 다. 

이에 브라질은 핵비확산 대신에

안전 조치(safeguards) 문안을 수

정 제안하 으나 미국의 반대로 결

국은 핵비확산 문구의 포함에 합의

하 다. 

3. 핵융합은원자력비발전응용

당초 원자력 발전 초안은 핵융합

과 중국 및 스위스에서 개최될

IAEA 국제핵융합 컨퍼런스에 대한

환 문구를포함하 다. 

그러나 핵융합은 원자력 비발전

분야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그결과 핵융합에 관한

내용은 원자력 비발전 분야 결의안

에포함하 다. 

필자는원자력발전결의안에최종

합의한후초안을사실상주도한프랑

스대표에게축하인사를전하 다. 

그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하여 9월

총회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어려

운점이많았음을토로하 다. 

필자는그의이야기를들으면서향

후우리나라가주도하는결의안을작

성하기위한시사점을생각해보았다. 

우선 현재와 같이 관련 전문가가

IAEA 이사회에 지속적 참여할 수

있도록지원해야할것이다. 

또한 원자력 국제 협력의 포털이

라고 할 수 있는 과기부 원자력협력

과와 원자력국제협력재단(KONI-

COF)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IAEA

활동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요논의사항

결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