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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 제목 

원자력 이용증진 밤안연구 - 지구환경문제와 원자력 수출통제제도률 

중심으로 

11. 연구의 목적 및 휠요성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에 원자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국제적 핵비확산체제에 근거를 둔 원자력 수출통체제도의 변천과정율 톨아 

보고 앞날을 전망함으로써， 원자력 이용중진에 대한 논~l 성을 확보하고， 원 

자력 이용풍진을 위한 핵심기술의 도임에 걸럽롤이 되고 있는 원자력 수출 

통제제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1I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지구환경문제가 세계의 뜨거운 이슈로 풍장함에 따라，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률 

톱기 위해 간략하게 지구환경문제를 살펴보고. 지구온난화분제에 춧점을 맞 

추어 그 원인과 해결책을 논의한다. 지구온난화문제의 해결율 위한 국제적 

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동향과 협상내용， 및 협상결과가 한 

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지구온난화문제에 대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서 원자력 반대론자틀의 주장파 원자력 찬성론자틀의 주장을 비교 • 검 

토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및 안전조치 캉 

확 내용을 검토 • 분석하고， 핵비확산조약(NPT) 비가입국틀의 핵비확산에 관 

한 동향 및 런던클럽 회의， 이충사용품목의 국제적 ̂ I 칩화에 대하여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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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향후률 천망한다. 미국 원자력법의 탄생과정， 현재 발효중인 핵비확산 

법의 생성 배경과 역할， 및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핵확산 방지원에 대하여 검 

토한다. 이률 바탕으로 한국이 향후 추진하여야 할 대외정책을괄 분야렬로 

도출한다. 

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지구환경문제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해결하지 않으연 지구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지구옹난화문제는 인칸씌 

에너지사용에 그 원·인이 있어. 향후 에너지수요 충축과 지구-환겸보천이란 

두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해결해야만 한다. 지구온난화문제의 해결책으로 

서는 에너지효율 향상， 화석연료의 대체， 빛 이산화탄소 처리기솔띄 개발퉁 

이 거론되고 있다. 원자력 반대론자률은 에너지효올 향상만으로도 향후핵 

에너 -^l수요룰 줄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실성이 없어 보떤까. 늘어나 

는 에너지수.ft의 충촉율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허 

필요하다. 대체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가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경제적， 

기술척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 결국 에너지수요 충폭·과 지구환경 

보전율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원자력 이용의 증rß카 설가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과 북한의 안전조치혈전 체결 

지연에 따라 이러한 국가들을 효과척으로 몽제하기 위하익 유엔 안쉰‘펀‘장이 

사회 결의안의 형태로 통과시켜 사찰을 강제척으로 시행헬 것으-훈 젠망펀 

다. 앞으로는 최초보고서(IR)나 설계정보보고서 (01Q)에 명시되지 않은 시섣 

에도 안전조치를 척용할 것이며， 설계정보도 보다 빠른 사간내에 페찰하도 

록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구진영의 개방화에 따라 이뜯 나라의 원자력 

수출율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며， 이중샤용품목의 팍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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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침화도 조만간 결실을 볼 것으르 명가된다. 미국의 원자력 수출통제정 

책 및 대외정책은 핵확산방지법안의 제출로 카터행정부 시결의 엄격한 통제 

정책과 거의 비숫한 수준으로 캉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세계의 원자력 산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 선진국틀 

이 계속 톡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격 상항숙에서 기술자 

립을 조속히 탈성하고 국제 원자력사회의 선진권으로 진임하기 위하여， 한 

국은 국내외적으로 @ 국가 원자력 개발정책 확정공포，@ 국가 안전조치체 

제 보강，@)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참여，@ 국가 원자력 수출몽체제도 구 

축，@ 대외정책 결정을 위한 기관간 협의체의 결성，@ 원자력 외교역량 

강화 및 원자력 외교인력 양성 둥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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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I I M A R Y 

I. Project Title 

A Study on Enhancing the Utilization of Nuclear Power in Korea -

with Reference to the Role of Nuclear Power in Solving the Global 

Warming Problem and to the Nuclear Export Control System 

II. Purposes and Objectiv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wofold: (p to ensure that nuclear 

power contributes to solving the global warming problem, and @ to 

respond effectively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export 

control system, which has been a roadblock for Korea to get nuclear 

core technologies.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 to configure 

how nuclear power can help the world solve the global warming 

problem, and @ to review the history of the nuclear export control 

system, identify current context of changes i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nd propose how Korea should respond to the 

changes. 

III. Scope and Contents 

As the world recognizes the global warming problem as an 

important issue it has to solve, nuclear power is being considered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 This study reviews ® what the global 

warming problem is, (§) why the problem occurs, and ® how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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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 tle 

A Study on Enhancing the Utilization of Nuclear Power in Korea -

wi th Reference to the Role of Nuclear Power in Solving the Global 

\\'arming Problem and to the Nuclear Export Control System 

1J. Purposes and Objectiv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wofold: CD to ensure that nuclear 

power contributes to sol ving the global warming problem , and @ t。

respond effectively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export 

control system, which has been a roadblock for Korea to get nuclear 

core technologies. The obje간tives of the study are: CD to configure 

how nuclear power can help the world solve the global warming 

problem , and @ to review the history of the nuclear export control 

system , identi fy current context of changes i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 and propose how Korea should respond to the 

changes. 

111. Scope and Contents 

As the world recognizes the global warming problem as an 

important issue it has to solve , nuclear power is being considered as 

a way to sol갱 the problem. This study reviews CD what the global 

warming problem is , @ why the problem occurs , and ~ how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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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solved. This study also review international effort to solve 

the problem in terns of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on climate 

change and its effect on Korea. This study discusses the role of 

nuclear power in solving the problem, contrasting the argument of 

those who objec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with the argument of 

those who agree to the use of nuclear power. 

This study reviews and analyzes recen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society: especially fortification of special 

inspection and safeguards by the IAEA, and attempt to append dual 

pupose items to London Guidelines. This study reviews the history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Act in the USA in terms of its 

backgorund and role. This study discusses the Nuclear Proliferation 

Prevention Act which was proposed recently in the USA. This study 

suggests policies Korea should take to respond to the changes 

effectively. 

IV. Conclusion and Suggestions 

Global warming is due to the greenhouse effect of greenhouse 

gases emitted from fossile fuel burning. The world considers three 

kinds of solution to the global warming problem: ® enhancing energy 

efficieny and energy conservation, ® replacing fossile fuels with 

nuclear or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 controlling greenhouse 

gases. Those who objec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argue the world 

will need not so much energy as it does now if it fully implements 

energy efficieny technologies. But their argument seems to ignore the 

-v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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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ty of undeveloped nations. The world needs new energy sources 

that can replace fossile fuels. Renewable energy sources might have 

potential but they still have economic and technical problems that 

should be solved. Therefore, it seems to be inevitable to use nuclear 

power to fulfill increasing energy needs and to solve the global 

warming problem. 

Iraq's attempt to have nuclear weapons and North Korea's delay of 

safeguards agreement have triggered the IAEA to fortify the safeguards 

system and special inspection. To control such countries effectively, 

special inspection will be implemented in the form of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e IAEA will apply the safeguars to undeclared 

nuclear facilities and ask all countries to provide design information 

within shorter period than now. As eastern Europe countries open their 

door, international effort is being made to control their nulear 

export. The nulcear export control system will append dual purpose 

items to the current guidelines. Nuclear export control policies of 

the USA is becoming stringent as in the Carter government, which might 

deteriorate the world nuclear industries.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recent changes, Korea should: ® declare the national nuclear 

development plan, © develop the national safeguards system, ®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export control system, © set 

up a cooperation unit for nuclear foreign policy decisions between the 

deparments in the government, and © develop manpower for nuclear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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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에 원자력이 어떤 역할을 힐 수 

있는지 살펴보고， 국제적 핵비확산헤제에 근거를 둔 원자력 수출통제제도의 

연천과정윷 톱아보고 앞날을 천망함으로써， 원자력 이용증진의 휠요성에 대 

한 논리를 확보하고， 원자력 이용증진율 위한 핵심기술의 도입에 걸럼률이 

되고 있는 원자력 수출롱제제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한연으로는 원자력 이용증진의 필 

요성율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에 대한 원자력의 역할에 대 

해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다른 한펀으로는 국내 원자력 이용증진의 한 장 

애요소가 되고 있는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면 

이 두 방향은 한 맥락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나， 전반부는 국내 

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후반부는 국제적인 문 

제의 해결에 역점율 두었다고 하겠다. 

지구환경문제는 현재 국제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지구환경 

문제는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 라 전 세계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이며 어느 한 국가의 노력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가 

의 공통된 노력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 원자력은 지구환경문제의 주범 

인 온실가스를 매우 적게 배출하여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한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만일 원자력이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에 일조가 된다연 이는 

원자력 이용율 중진시켜야 한다갚 논리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에 대한 원자력의 역할에 관해서 두가지 상반된 주장이 엇갈리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반된 두 주장을 검토 • 벼교함으로써 원자력의 역 

할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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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수출통제제도는 수출된 불품이나 기술이 핵무기의 제조나 사용 

에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핵보유국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원 

자력 수출통체제도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인류에게 없어 

서는 안될 제도이나， 핵비보유국이 원자력의 평화척 이용을 위한 핵섬기술 

의 확보에는 걸립롤이 되어 왔다. 근래에 이라크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공산권 사회개방에 따른 중앙집권척 수출통제체제의 붕 

괴때문에 핵비확산체제는 강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그중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국제원자력기구(lAEI\) 안전조치 

강화， 공산핀 국가률의 원자력 수출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이중사용 

품목의 수출통제를 위한 국제적 지침화 둥이다. 이와 함체 핵확산 방지에 

선도척 역할을 하여 오던 미국이 핵확산방지법이라는 원자력 수출통제 법안 

을 의회에 상정하는 동 원자력 선진국틀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핵비확 

산 체제 및 수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적 핵비확산체제의 영향율 

받을 수 반에 없는 한국은 궁극적인 핵심기술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변 

화를 빨리 파악하여 대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E믿되고 있는 

이러한 제도 또는 수단의 진행상황을 분석하고 국제 핵비확산 시제를 주도 

해 옹 미국의 과거 원자력 수출통져l 정책 빛 대외정책율 검토 • 분석하여 한 

국이 핵심기술을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외정책 방향을 도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지구환경문제와 관련된 결과는 국내에서 원자력 홍보를 위 

한 자료로 사용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이 절 

실히 필요한 지금 단순히 원자력은 깨끗한 에너지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원자 

력에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의 논리를 비교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한국민의 의식수준에 비추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원자력 수출통제 

제도와 관련된 결과는 한국이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적극척으로 참여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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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논리를 제공하고 국가 원;~t력 수출통제제도의 구축 및 운용을 위한 방 

항 설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 수출통제률 척극척으로 행함 

으로써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한국의 원자력 수출국 진임 

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율 것이다. 

l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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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지구환경문제와 웬자력의 역할 

오존충파괴， 산성비， 및 지구온난화문제와 같은 지구환경문제는 근래 

에 이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척인 공동 노력이 경주되고 국제적인 규제 움직 

임이 일어나면서 한국에서도 큰 이슈로 떠 올랐다. 지구환경문제가 주묵응 

받고 있는 것은 그 주원인이 인간활동에 의한 것으로서 인간의 에너지 사 

용과 벌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1 구환경문제는 두가지 측면에서 

한국에게 중요하다. 

첫째‘ 한국이 지구의 한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지구자원의 환경문제는 

바로 한국씌 환경문제이기 때문이다. 오존충의 파괴， 산성비， 및 지구옹난 

화는 직접적으로 한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툴해， 세계가 지구환경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국제협약을 맺게 됨 

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가스배출 및 에너지사용에 대한 큐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에너지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므 

로， 이러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 한국 경제는 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한국은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듯 대처할 수 있는 상황 

이 아니다.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인 규제에 대웅하기 위한 정부 

와 민간 모두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원 

자력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살펴 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본 장에서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지구온난화문제률 

중심을 살펴본 튀， 이에 대한 해결책과 현재 진행중인 국제적인 노력에 대 

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하여 원자력 이용에 반대하는 

사람의 주장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대비하여 분석해 보도록 한다. 

-
녕
 



1. 지구환경문제 개요 

현재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는 오존충 파꾀문제， 산성비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이다. 이 문제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1 ) 

가. 오존충 (Ozone Layer) 파괴 

지구 대기의 성충핀에 있는 오존(03 )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냉장고， 스프레이 동에 사용하 

고 있는 염화불화탄소(CFCs: chlorofluorocarbons)가 성충권에 올라가면 강 

감 자외션을 받아 염소원자가 방출된다. 이렇게 방출된 염소원자는 오존과 

연쇄반웅을 일으켜 오존을 산소(02)로 만툴면서 계숙적으로 오존을 파괴한 

다. 오폰충파꾀는 1985년 봄에 영국의 팔만(Farman) 이 이끈 남극탑사대가 

남극의 오존충이 1970년대에 비해 약 40%가 소멸된 거대한 오존흘을 발견하 

여 입중되었다. 

오존충이 파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자외선이 지구에 도달하게 된다. 

오존농도가 1" 감소하면 지구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2" 증가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자외선의 중~t}는 인간과 해양 생태계에 섬각한 영향을 미 

친다. 자외선이 증가함에 따라 피부암과 백내장의 발생률이 증가하며， 바다 

에 살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생성량이 줄어들어 해양의 벅이사슬이 파 

괴된다. 

오존충파괴와 관련하여 1985년 3월 오존충보호률 위한 비엔나조약 

(The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Ozone Layer)이 채택되 었으 

며， 유엔환경계획 (UNEP)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4차의 회의를 거쳐 1987 

년 9월 몬트리올에서 최종적으로 오존충을 파꾀하는 불질에 관한 의정서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Ozone Layer)가 채랙되 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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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산성버 (Acid Rain) 

산성비는 화석 연료의 연소로 생성된 이산화황(S02 )과 철소산화볼(NOx) 

이 대기중에서 화학반웅으로 황산 및 질산으로 변환되어 비나 눈에 양，여 내 

리는 현상이다. 산성비는 호수나 지표수를 산성화시켜 생태계를 픽:~\차고， 

토양에 표함펀 금속이온을 용출시켜서 산칩을 파괴한다. 예즐 들연:.스웨덴 

과 노르웨이에 있는 400여개 호수와 핀란드에 있는 40여개 호수의 생태계가 

산성비로 인하여 전멸되었다. 이들 국가에 내린 산성비는 영국"1 나‘ 북·부， 

동부 유럽국가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율 받은 것이었다. 

이러한 산성비에 의한 피해 빛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흘 줄이기 위해 

1979년 11월 제네바에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Uni ted NatiQns Econoø;i c 

Commission for Europe) 주관으로 대기오염불철의 장거 리 국경이동에 대한 

협 약(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1 1ltÎ on)이 제정되 었 

으며， 이에 대한 부숙의정서로서 1985년 헬싱키에서 아황산가스의 배출을 

척어도 30% 줄이자는 의정서가 채택되었고. 1988년 소피아에서 질소산화물 

의 배출을 줄이자는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다. 지구온난화 (Global Warming) 

지구옹난화란 지구의 대기온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1980년 지구의 대기온도는 1880년에 비해 0.5 ......... 0. TC 정도 높아졌다. 또한 

1990년의 연명균기온은 1951 ‘ 1980년대의 평균기온보다 0.39"C 높았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이야기되고 있지만 온실효과에 의한 것이 

라는 것이 지배척이다. 온실효과란 대기풍에 있는 이산화탄소， 메탄(CH4 >. 

아산화질소(NzO ), 염화불화탄소(CFCs ). 오존(03) 둥 옹설가스가 지구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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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척외선을 홉수하여 저충의 대기중으로 다시 배출합으로써 대기의 옹 

도률 상승시키는 현상율 말한다. 

지구온난화는 그자체로서 인간 맞 자연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옴난화는 해수의 옴도상승에 의한 팽창， 알프스 지방 

멍하와 극지방 멍하의 해빙을 일으키게 되어 현재의 해수위 상승을 가숙시 

킬 것으로 보인다. 해수위 상승은 저지대의 침수， 해안의 침식가숙， 해안가 

의 범람， 지하수와 강어구에서의 염분증가 둥을 가져올 것이다. 

지구옹난화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노력은 7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1988년 기 후변화에 · 대 한 정 부간 때 낼 (lPCC: l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이 설립되었고.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개최훨 유엔 환경개 

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ìronment and Development)에서는 

지구온난화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규제하는 기후협약 

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절틀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룩 한다. 

2. 에너지사용과 지구온난화문제 

지구온난화는 에너지 사용에 의한 옹실가스 배출이 주원인이라고 일반 

척으로 받아틀여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문제와 에너지사용은 불가분의 관계 

에 있다. 본 절에서는 지구온난화문제를 야기하는 온실효과와 온설가스에 

대해 알아보고，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어 온실가스중 옹실효과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현왕 빛 전망에 대해 살펴보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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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실효과와 온설가스 

1 ) 온실효과 (Greenhouse Effect) 

온실효과란 (그럼 2-1)과 같이 대기중에 있는 온설가스가 지구로부터 

방출되는 북사에너지를 흉수하여 지구표면이나 낮은 대기충으로 다시 방출 

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약 340W/m2 의 북사에너지률 받 

는데 이중 45"가 지구표연에 흡수되고， 지구는 다시 북사에너지를 방출하는 

데 이중 약 90%가 온실가스에 흡수되어 다시 지구로 북사된다. 

fVAJ'onATION(~‘l 

(그립 2-1) 지구에서의 북사에너지 균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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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효과는 지구대기의 온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온실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구표면의 온도는 현재보다 33"C 정도 낮 

아져 몽꽁 얼어 붙게 될 것이다 2 ) 온실효과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 

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 온실효과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온실효과에 기인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 이 

론에 대해서는 확실한 과학척인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일반척으로 정셜로서 

받아틀여지고 있고， 조만간 과학척인 중영이 이루어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옹실 가스 (Greenhouse Gas) 

온실가스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률을 총칭하는 말로서， 이산화탄 

소， 메탄， 염화불화탄소， 오존 동을 가리킨다. 각 가스별로 온실효과에 대 

한 기여도는 (그림 2-2)와 같다. 

1880-1980 

영화불화 기태8%) 
탄소(8%) 

/ 

아산화질 
소.(3%) 

메탄(15%) 

1980년대 

기타(13%) 

영화불화탄 
소(14%) 

아산화질 
소(6%) 

메탄(18%) 

(그럽 2-2) 온실가스별 온실효과에 대한 기여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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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온설가스에 대해 간략히 알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산화탄소 (C02: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는 (그립 2-2)에 나타나 있듯이 온설가스중 온실효과에 기 

여하는 비율이 쩌1 일 크다.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의 사용， 삼럽파괴， 지구 

온난화 둥에 의해 대기증으로 배출된다. 매년 인간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이 

산화탄소의 양은 척어도 7Gt이 되며 그중의 약 45"가 대기중에 촉척되고 였 

다. 이산화탄소는 (그럼 2-3)과 같은 탄소사이클에 따라 순환된다. 이산화 

탄소의 대기중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에 280ppmv(parts per mil 1i on by 

volume} 정도이 었으나 요즈음은 매년 1.8ppmv씩 증가하여 1990년 현재 

353ppmv을 기록하고 있다 3 ) 

(그립 2-3) 탄소사이클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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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메탄 (CH4: rnethane) 

메탄은 대기중의 농도는 낮으나， 단위당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2030배에 달해 온실효과에 기여하는 비율은 18"나 된다. 메탄은 주로 생물 

에 의해 발생된다. 가축과 논에서 35---40". 매럽지에서 10". 생물체연소에 

의해 10-15". 터마이트동 자연발생원에셔 15-30". 석탄광산과 펀연가스누 

출을 통해 15-20" 정도 발생된다 1 ) 

기본척인 메탄사이콜은 아칙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메단은 1850년대 

이추 폭훨척으로 증가하고 있다. 1978년부터 시작된 대기권 감사자료에 의 

하면 메한의 농도가 치난 200년 동안 0.65ppmv로부터 1.7ppmv로 연간 약 1" 

씩 증가하고 있다 8 ) 메탄은 이산화탄소와는 탈리 대기권내에서 분해되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같은 옹설가스를 생성한다. 

다) 아산화질소 (N20: nitrous oxide) 

아산화질소는 단위당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약 250배 정도 높고 

약 150년 동안 대기중에 머무른다. 아산화절소는 자연 생활사이클의 일부로 

서 토양과 물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척 과정에 의하여 생성되고 소비된다. 대 

기핀으로 방출되는 총 아산화질소의 45"는 화석연료의 연소， 토양의 경착과 

질소비료의 사용， 생물자원의 연소， 빚 동불과 인간의 폐기불풍과 ‘ 인 

간의 활동으로부터 생성된다. 아산화질소의 대기권 농도는 산엽혁명 ι.J의 

약 288ppbv( parts per bi 11 i on by vo1 ume)에서 증가하여 1990년 현채 약 

310ppbv이며 연간 약 0.25"씩 증가하고 있다 3 ) 

라) 염화불화탄소 (CFCs: chlrof1uorocarbons) 

염화불화탄소는 1930년에 냉장고와 에어콘용의 안전한 냉각제로서 개 

발되었다. 염화불화탄소의 륙징은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불활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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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축. 쉽게 분해되거나 다른 화학 약품들이나 긍숙들과 반응을 일으 

키지 않는다. 염화불화탄소는 분무기용의 고압가스， 플래스틱 기포를 만틀 

기 위한 가압분출제， 및 전자부품 세척용 용제로 사용되고 있다. 염화불화 

탄소는 옹실효과의 원인이 휠 뿐 아니라. 오존충 파꾀의 주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염화불화탄소(CFC-ll. CFC-12. CFC-22. CFC- 1l3. CFC-1l4. CFC-1l5) 

는 다른 은설가스에 비해서 단위당 옹실효과가 크다. 예률 틀면， 염화불화 

탄소-11과 영화불화탄소-12는 대기종의 한 분자가 이산화탄소 10.000 분자 

에 해당하는 온실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5 ) 

마) 오존 (03: 020ne) 

오존은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직접 발생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화석연 

료의 연소에 의해 생성된 가스(주로 메탄이나 일산화탄소)률 포합하는 광화 

학(photo-chemical) 작용에 의하여 생성된디. 성충핀의 오존은 태양으로부 

터 오는 차외선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며， 대류핀의 오존은 옹실효과에 

기여한다. 오존은 단위당 옴실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약 2 ， 000배 크다. 

나.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및 천망 

1) 화석연료멸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화석연료의 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직접 측정할 수 없어 

화석연료의 사용랑으로부터 간접척으로 구한다. 연소에 의한 화석연료별 이 

산화탄소 배출계수(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는 연료에 포함된 탄소의 합 

유량에 의해 결정된다. 탄소함유량은 종류별 산지별로 달라서 명균치률 쓰 

게 되는데 이것이 각 자료마다 배출계수가 다른 이유이다‘ (표 2-1)은 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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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화석연료별 열량당 평균 탄소합유량6) 

여‘- 료 gC/MJ gCOZ/MJ= 

-t「3 연 탄 25.2 92 
유 연 탄 23. 7 87 

19.9 73 
천연가 A 13.5 49 

」

* 연소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전중량임 

연료별 열량당 평균 탄소함유량을 보여춘다. 화석연료충 천연가스가 열량당 

탄소합유량이 제일 착아 이산화탄소를 제일 적게 배출한다. 표의 탄소합유 

량에 에너지사용량을 곱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구할 수 있다. 

2)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1987년 현재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배출되는 이산화탄 

소의 앙은 약 5.65Gt이 다. 1860년부터 1985년까지 각 화석 연료의 연소에 의 

해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은 (그럽 2-4 )와 같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50년 이후 급속하케 증가하고 있다. 화석연료별로 보면 석탄으로부터 발 

생되는 이산화탄소의 비율은 점점 줄어틀고 천연가스로부터 발생하는 비율 

이 점점 눔아지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율 국가그룹별로 살펴보면 (그럼 2-5)와 같다. 주목 

할 사실은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비율이 1950년대 7.1"에서 1987년 

27.7%로 늘어 난 것이 다. 

-14-



N' ucl‘”’ r 

댈“ 
t~‘tl 

( .. 1 ‘1 

0.1 

(JH’ 
V 111/11111 

Cu.ll 

( 171.’ 
륨톨 011 

、

‘-r r 
r. “ lur .t\ Ca ':-o 

( \ 8~， I 

Coal 

o 
1860 1885 19\0 1935 1960 1985 

(그립 2-4)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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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국가그룹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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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은 일반척으로 에녀지수요 전망에 기초률 둔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낼( IPCC)에서 기준(reference l 시나리오로 전망 

한 세계의 에너지수요 빛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표 2-2)와 같다. 

(표 2-2) 세계 에너지수요 및 이산화탄소 배출랑 전망9) 

연 도 연명균증가율(" ) 
구 τ tIi: 

1985 2000 2010 2025 85-00 85-10 85-25 1 

에너지수요(EJ) 

총 계 328.2 462.1 572.1 776.9 2.3 2.2 2.2 
셔c 진 국 234. 7 308.1 357.2 434.6 1. 8 1. 7 1. 6 
개발도상국 93.4 154.0 215.0 342.3 3.4 3.4 3.3 

C02 배출랑(Gt) 

총 계 5.15 7.30 9.08 12.42 2.3 2.3 2.2 
선 진 국 3.83 4.95 5.70 6.94 1. 7 1. 6 1. 5 
개발도상국 1. 33 2.35 3.38 5.48 3.9 3.8 3.6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돼널은 다음과 같은 4개의 정책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A. 현 구조 유지 (BAU: 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 옴실가스의 배출 

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며 에너지 사용과 산럽파괴가 현 

재와 같은 상태로 지속된다. 

B. 저배출(Lower Emissionsl 시나리오: 석유나 석탄이 천연가스로 대치 

되어 가며 산럽파꾀가 줄어틀고 에너지효울이 향상된다. 

C. 통제 정책 (Control P이 ici es l 시나리오: 화석연료가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에너지로 대치되어 가며 염화불화탄소는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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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숙척 통제정책 (Accelerated Policies) 시나려오; 화석연료를 재생 

에너지나 원자력에너지로 빠른 기간내에 전환하고 배출에 대한 통제 

D. 

가 심화된다. 

대 이산화탄소의 그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예측된 각 시나리오별로 

각 시나려오별로 이산화탄소의 태기중 농 (그럽 2-6}과 같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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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온난화문제에 대한 해결책 

지구온난화률 해결하는 길은 대기풍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다. 온 

실가스중의 대표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다음 두가지로 개념율 잡을 

수 있다. 첫째는 이산화탄소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고. 둘째는 발생 

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왜낼( IPCC)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방법율 다음 세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9 ) 

@ 에너지 공급 • 전환 • 사용 부분에서의 효율 향상 

@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연료로 대처l 

@ 발생된 이산화탄소률 제거 • 순환 • 고정시켜 삭감 

가. 에너지효율 향상 

옹설가스의 증가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에너지률 척게 쏟는， 

측 에너지절약이다. 에너지절약으로는 불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를 효지 않 

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절약과. 같은 효과률 내면서도 에너지률 척게 호도록 

하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생각할 수 있다. 

에너지효율 향상은 인간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이 

루어질 수 있다. 미국 부룩헤이븐 국립연구소(BNL: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의 한 연구에 의하면 2050년까지 명균 58%의 에너지률 에너지효 

율 향상을 몽해서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10) 그립 2-7)은 에너지효율 향 

상을 롱해서 삭감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그에 따른 비용을 나타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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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에너지효윷 향상의 잠재척 가능성 11) 

여기서 주의해야 할 문제는 에너지효율 향상에 의한 에너지절약 가능 

성과 실질적인 시장 가능성은 다른 것이라는 것이다 12 ) 에너지효울 향상의 

성패는 기술척인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행동하도 

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시장성에 탈려 있다.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의 

향상은 협의의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실효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야한다. 

-19-



나. 화석연료의 대체 

화석연료는 세계 l차에너지의 80~ 이상을 하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인공적으로 배출되는 거의 모든 이산화탄소가 화석연료의 사용에 기인한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율 줄여야 하므로 이 

산화탄소의 배출이 적고 화석연료률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대쳐l에너지원으로는 원자력에너지 

와 재생 (renewable)에너지인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 

매스에너지， 해앙에너지， 수력에너지 둥이 있다. 

1 ) 원자력에너지 

원자력에너지는 온실가스를 아주 척게 배출하고 큰 출력을 낼 수 있어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로 유망하다. 현재 원자력에너지는 세계 1차에너지의 

약 5%를 답당하고 있으며， 그 비울은 증가 추세에 있다‘ 원자력에너지에 관 

해서는 5절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2) 재생에너지 

가)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는 옹설가스나 폐기물률 배출하지 않아 지구환경보전에 적 

합한 이상척인 에너지이다. 그러나 태양에너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 

작된 것은 1973년부터이다 13 ) 태양에너지 이용기술중 현재 상용화된 것은 

테양열을 직접 이용하는 태양열 온수기. 태양열 난방퉁이 있다. 태양전지는 

오지(典地)에서의 발전 필요성이 증가하고 기술의 개발로 가격이 낮추어 지 

고 있어 1990년대 중반에는 경제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2 ) 태양에너지 

는 낮동안만 생산이 가능하므로 피크타임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고， 캐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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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기술이 윗밭칩될 경우 기저에너지로도 사용휠 수 있율 것이다. 

나)풍력에너지 

풍력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중 가장 오랜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물을 

퍼올리거나 곡식울 분쇄하거나 하는 여러가지 일틀에 기계척인 에너지률 제 

공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풍력발천기술은 중 • 소형 발천소(500kW까지)의 경 

우 상당혀 진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2) 풍썩말선은 해연지역이나 바랍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망이 좋은 대체에너지원이다. 풍력에너지는 무공해 청정 

에너지로 명가되고 있으나 값싼 저장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양질의 풍력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 

어 있으므로 개발의 한계가 있다. 세계적으로 캘리포니아와 댄마크에서 활 

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댄마크의 경우는 장차 풍력￡로 천체 전력 

의 10%를 충당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14 ) 

다)지열에너지 

7.J 열에너지는 지반안에 포함되어 있는 열에너지이며， 이를중 극소량만 

이 인간이 이용힐 수 있는 갚이에서 발견되고 있다. 지열에너지의 개발 잠 

재력은 아주 큰 것으로 명가되고 있으나 기술개발에 큰 투자가 필요해 현재 

는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마그마(magma) 에 대한 연구개발은 지하의 

고온에 견틸 수 있는 장비와 물질의 개발 수준에 머툴러 있다 2 ) 지열에너 

지는 이산화탄소를 천혀 배출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화석연료로 가동되는 

발전소보다는 적다. 그러나， 황화수소나 수은과 같은 톱성 대기오염물을 방 

출하거나， 고농도의 염수를 배출하여 초목이나 관개에 해를 주기도 하며， 

지반칩하， 지진의 유발， 소음동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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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이오매스에너지 

바이오매스란 광합성에 의해 생성된 유기물， 예률 률연， 나무， 농작 

물. 자연생태계. 동불의 배설물 퉁융 말한다. 바이오매스률 태우거나 변환 

시켜 얻는 바이오매스에너지는 인류의 가장오래된 에너지원으로 저개발국률 

에게는 아직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남아 있다. 바이오매스에너지는 재생에너 

지로서 에너지 사용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바이오매스가 성장하는 

동안 이산화탄소를 홉·수하므로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절감에 기여하게 된 

다. 이론적으로 광합성에 의해 1년동안 얻을 수 없는 에너지의 양은 현재 

화석연료의 매장량과· 같으며. 지구 전체의 연간 에너지소비량의 10배나 된 

다 14 ) 이률 근거로 연료로 쓰기 위하여 바이오매스를 기르는 .. 에너지 농업 

(energy farming)"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15 ) 

마)해양에너지 

해양에너지는 초력， 파랑， 해양온도차 동을 이용하여 주로 전력을 생 

산하는데 이용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현재 이들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 

한 연구 개발은 크게 진전된 상태는 아니며， 우선적으로 가능성에 대한 연 

구와 개념설계 그리고 작은규모의 파일롯트 계획틀이 추진되고 있다. 아직 

도 많은 기술척인 장애와 가능한 환경영향 문제점이 남아있다. 해양온도차 

발전의 경우 이툴 자원의 크기는 잠재척으로 아주 크며， 미래에 이 기술의 

개발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바)수력에너지 

수력은 오늘날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채생에너지중 바이오매스 에너 

지의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1985년 세계 1 차에너지의 6. 7%를 점하고 있 

다. 수력발전은 직접척으로 온난화 가스의 배출이나 대기오염은 가져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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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나. 넓은 지역을 물에 잠기케 하고 강의 자연적인 흐름을 바꾸어 자연 

환경에 삼각한 영향을 미치게 한다. 댐의 축조결과 산립이 물에 잡기게 되 

어 간접척인 온설가스 방출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사회 경제척으로도 큰 영 

향을 끼치게 된다. 

3) 이산화탄소 배출이 척은 확석연료로의 전환 

현재 사용증인 화석연료률 석단에서 석유로， 석유에서 전연가스로 전 

환할 경우， 륙 단위 연료당 탄소 함유량이 많은 쭉에서 적은 쭉으로 바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줄어툴게 된다. 실제로 사용상의 편의성에 

의해서도 고혜연료인 석탄에서 액체연료인 석유로， 다시 기체연료인 천연가 

스로 연료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륙히 천연가스로의 전환은 이산화황 

(S02 )의 배출도 감소시키므로 산성비에도 효과척인 대책이 되고 있다. 지구 

옴난확 방지대책기술로서 석단이나 석유로부터 천연가스로 전환하게 되면 

미국의 경우 단기척으로는 1-5"의 이산화탄소 배출강소 효과를 얻을 수 있 

으며， 장기척으로는 10%정도의 배출감소 효과률 얻율 수 있다고 보여진 

다 14 ) 그러나 이는 천연가스의 생산이 계숙적으로 증대되어 안정척인 공급 

이 이루어철 수 있을 때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와같은 화석연료로의 전환방 

법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며， 단 

기척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와 대기오염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과도기척인 

방법으로 그 의의가 있다. 

각 대체에너지원별로 전력을 생산하는데 있어 얻 r채취부터 생산하기 

까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총량은 (표 2-3)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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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1 

s-a 
1.0 

-

-

3.7 

1.0 

10.0 

1.0 

7.4 

5.4 

3.6 

3.1 

2.9 

* * 

962.0 

726.2 

484.0 

300.3 

55.5 

n/a 

5.3 

n/a 

n/a 

n/a 

n/a 

1346.3 

tf*l 

964.0 

726.2 

484.0 

304.0 

56.8 

10.0 

7.8 

7.4 

5.4 

3.6 

3.1 

-159.9 

C}. °1-§^»)M olAVSfB>>tsl S l ^ f e ojn] tf-g-S^ 7 | ^ s . 7>-^t> ^ E l M 

«H. o | ^ ^ ^ ^ - ^ ^ Si 3fl7l7l<gr<H] & £ £ ^ 7 } ^ * g £ l 3 . SH4. 

1) O ] A > S } E > ^ «.ei gj S ] ^ 

o l ^ l h t s j £al - i l ^ ̂ i H l t e # * 1 * ^ ^ . a-MS^S 9i * * £ B ) 

SM Sa-fecf. fc*H ol§Sj c f l J ? - ^ ^ - g - S ^ ^ElMc}. ^ H ^ * j £ 7}<i 

* M *IHg 7H?tt - § ^ * H S|*M o l t f i l e } ^ - . - g ^ S ^ ^*I<>ICK *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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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2-3) 대체 에너지원별 발전까지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16) 

(단위: 론/G\lli) 

기술 연료채취 건설 운용 합계 

석 탄화력 ( Coa 1 - fi red ) 1. 0 1. 0 962.0 964.0 

석유화력 (Oil-fired) - 726.2 726.2 

가스화력 (Gas-fired) - 484.0 484.0 

해 앙온도차(Ocean Thermal) n/a 3. 7 300.3 304.0 

지 열 (Geothermal) 0.3 1. 0 55.5 56.8 

소형 수력 (SmaI I Hydr이 n/a 10.0 n/a 10.0 

원자력 (BoiIing Water Nu.) 1. 5 1. 0 5.3 7.8 

풍력 (Wind) n/a 7.4 n/a 7.4 

태 양전지 (Photovoltaic) n/a 5.4 n/a 5.4 

태양열(Solar Thermal) n/a 3.6 n/a 3.6 

대 형 수력 (Large Hydr이 n/a 3.1 n/a 3.1 

나 무(Wood) -1509.1 2.9 1346.3 -159.문」 
」

다. 이산화탄소 처리기술의 개발 

이산화탄소 처리기술은 대개 이산화탄소 분리 • 회수， 이산화탄소의 고 

정화 및 혜기기술로 구분되며， 현재 선진국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이툴중에서 이산화탄소의 회수는 이미 상용화된 기술로 가능한 상태이 

며， 이산화탄소의 고정화 및 폐기기술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1) 이산화탄소의 분리 및 회수 

이산화탄소의 분리 · 회수 방법에는 습식홉수법， 건식흡착법 및 막분리 

법이 있는데， 현재 이률의 대부분은 상용화된 상태이다. 습식홉수법은 가열 

하여 재생가능한 흡수액에 의하여 이산화 탄소를 홉수하는 방식이다. 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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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산화 탄소의 흡착선택성이 양호한 흡착저l률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식 

이다. 막분리법은 가스의 막 루과륙성의 차이를 이용한 방법이다. 화력발천 

소의 경우 홈수법에 의한 이산화탄소분리회수 공정을 추가 하였을 때 발전 

단가의 상승률은 30-80"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이산화 탄소의 고정화 및 폐기 

위에서와 같이 분리핀 이산확탄소는 고정확 곰정율 롱한 제품의 생산 

또는 혜기공정에 의하여 쳐리되어 지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고정화기솔로는 

화학적방법. 접촉수소화법， 및 광합성이용법이 있으며 폐기기술로는 해양폐 

기법이 있다. 

화학척 방법은 높은 자유에너지를 합유하고 있는 화합물이 보다 안정 

된 화합물로 변환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률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것이다. 또다른 화학척 방법으로는 전기에너지률 이산화 탄소에 공급시켜 

환원하는 전기화학척 방법이 있다. 이와같은 화학척인 환원 고정법은 기초 

척인 단계로 실용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접촉수소화법은 이산화탄소와 수소률 혹매로 이용하여 접촉시켜 메탄 

(Methane)과 메타놀(Methanol)퉁으로 환원하는 기술이 다- 이 방법은 고정화 

볍 보다는 기술척으로 쉽게 상용화에 접근이 될 수 있는 방법이나， 이 공정 

의 최대 난제는 염가로 다량의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원의 확보이다. 

광합성이용법은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식물의 광합성 기능을 이용한 

방법으로 일본의 화학기술연구소가 연구 중이다. 이의 내용응 온천에서 채 

취된 시네코코카스라는 조류률 이용하는데 섭써 55도에서 이 식물 Ig이 이 

산화탄소 1. 8g을 홉수하는것으로 실혐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해양혜기법은 고정된 이산화탄소를 해저의 바닷불에 용해시키거나 칩 

강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타당성은 해양은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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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수 있는 곳이고. 심충해수로부터 표충수연을 롱하여 대기로 이산확탄 

소가 이동되는데는 약 1000년 정도의 시 간이 걸린다는데 있다. 

이산화탄소률 분리， 회수하여 재이용 또는 폐기하는 것은 기술척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따르는 비용이 아직 매우 높다 17) 따라서， 지 

구온난화문제의 궁극척인 해결책으로 채택되기에는 아직 미홉하다. 

4. 지구온난화문제에 대한 국제적 노력 

지구온난화는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에 힘써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1980년대 지구온난화문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 

면서 온실가스의 배출절감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 

성을 절감하게 되어 국제척인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본 철에서는 이 국제 

척인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온실가스의 배출에 대해 어떤 형태의 국제적인 

규제가 취해질지 예상해보고， 그 규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 

도록 한다. 

가. 동향 

1979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 1차 세계기후회의 (World Climate 

Conference)에서 온실효과에 대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큰 관 

심을 끌지 못했다. 1980년대에 들어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이 관측 

되면서 지구옴난화는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률 방지하기 위한 국제척 조약 빛 의정서의 채택을 혹구하는 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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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1985년 이후에 이에 관해 열렌 국제회의는 

(표 2-4)에 정리되어 있다. 이중 중요한 분기점이 된 회의틀에 대해 알아보 

도록 한다. 

1 ) 카나다 토론토 회의 

1988년 6훨 카나다 토론토에서 카나다 정부 주관으로 유엔환경계획 

(UNEP) 및 세계기상기구(WMO)의 협찬을 받아 “변화하는 기후: 지구보호에 

주는 의미 (Changing Climate: Implications for Global Security)" 라는 쩨 

목으로 세계회의가 열렀다. 이 회의에는 46개국에서 300명 이상의 과학자， 

법조인， 기술전문가， 정부대표， 경제학자. 설업인， 정책분석가 퉁이 참석하 

였는데， 모두 기후변화의 숙도를 줄이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 

였다 2 ) 이 회의에서는 “대기에 관한 법 (law of the atmosphere)"이 라는 

개념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겼으며， 최초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율 1988년 

수준의 약 20% 수준으로 2005년까지 삭감시켜야 한다”는 행동강령을 회의 

요약문에서 채택하였다. 이때부터 지구온난화문제는 국제정치수준의 문제로 

둥장하기 시착하였다. 

2)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돼널 (lPCC) 

1988년 11월에 유엔환경계획 (UNEP)과 국제기상기구(WM이는 공동으로 

“기후변화협약의 제정을 위한 연구”률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 

(IPCC: l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을 설립하였다. 이 꽤 

널은 3개의 작엄단(Working Group)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작업단은 톡자척 

으로 보고서률 착성하였다. 제 1 작업단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척 명가 

(Scientific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제 2 작업단은 기후변화가 미 

칠 잠재적 영 향(PotentiaI Impacts of Climate Change). 제 3 작업단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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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시기 

1985.11 

1987_9 

19R7 ‘ 11 

1988.6 

1988.11 

1989.2 

1989.3 

1989.4 

1989.5 

1989.6 

1989.9 

1989.10 

1989.11 

1990.5 

1990.8 

1990_ 11 

1990.12 

1991. 2 

199L 6 

1991. 9 

(표 2-4)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회의 및 선언 1 ) 

장소 

오스트리아. 펠라하 

오스트리아， 필라하 

이탈리아. 벨라지오 

카나다. 토론토 

묶일， 함부르크 

카나다. 오타와 

네덜란드， 헤이그 

프랑스， 파리 

프랑스， 파리 

우간다， 캄펠라 

얼본， 풍경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 

네렬란드 

노르웨이. 버겐 

스웨덴， 산즈발 

스위스， 제네바 

미국， 뉴욕 

미국. 워싱턴 

스위스. 제네바 

케냐， 나이로비 

회의명 또는주요내용 

온실가스의 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척 명가 및 영향명가 

상동 

변화하는 대기에 대한 세계회의 

기후와 개발 국제회의 

대기보호를 위한 법. 정책 전문가회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협력 및 법척 
제도적 장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헤이그 
선언 발표 

옴실가스 배출율 줄이기 위한 에너지기술 
전문가 세미나 

OECD 각료선언 

아프리카에서의 지속적인 개발에 대한 
환경장관 선언 

지구환경보전 동경회의 

영연방국 정상회의 (랑카위 선언) 

대기공해와 기후변화에 대한 각료선언 

유럽경제위원회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에 
대한 각료선언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낼( IPCC) 
중간보고서 발표 

제2차 세계기후회의 국제협약 및 
기후변화협약 제정을 촉구하는 각료선언 

제45회 유엔총회，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 기후변화에 대해 협상하도록 결의 

제 l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 

제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 

제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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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전략 설정 (Formulation of Response Strategies)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이와는 별도로 돼낼의 활동에 개빌도상국의 참여률 촉진사키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의 참여에 관한 륙별위원회 (Specìal Committee on the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가 설립되어 활동하였다. 

정부간 패널은 1990년 8월에 중간보고서를 스웨댄 산즈발에서 열린 꽤 

낼 전체회의에서 발표하였고， 같은 해 11훨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련 페 2차 

세계기후회의에서 다시 발표하였다. 이 중간보고서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막 

으려면 천세계척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즉각척으로 60% 감축해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3) 정부간 협상위원회 (lNC) 

1990년 11월 제 2차 세계기후회의에서는 기후연화에 대한 정부간 돼낼 

의 중간보고서를 검토하고 옴설가스의 배출을 안정시키거나 감축하자는 합 

의를 도출하려 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산유국률이 온설가스의 배출삭감에 

대한 목표나 시간계획율 정하는데 반대함에 따라 이 회의에서 채택펀 각료 

선언은 즉각적인 온실가스의 배출 동결， 또는 삭감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윤채 정부간 패낼의 연구결과에 유의할 것을 강조하고 국제적인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을 추천하는데 그쳤다. 

1990년 12월 유엔 총회에서는 제 2차 세계기후회의 각료선언의 추천에 

의거하여 정부간 협상위원회 (lNC: l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를 구성하였다. 정부간 협상위원회의 역혈은 기후변화에 대하여 

정부간 협상을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네번의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각 

각 미국 워성턴( 91 년 2월) , 스위스 제네바(91 년 6월， 91 년 12월)， 및 케냐 

나이로비 (91 년 9월)에서 열렸으며， 한국도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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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상 내용및 한국의 입장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상은 정부간 협상위원회률 증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1991년 세번의 회의를 가쳤는데 아직 구체척인 타결을 보지는 

못했다. 본 절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내용과 세계 각국의 입장과 주장 

을 살펴보고， 한국의 입장을 정리해 보도룩 한다. 

1) 협상내용 및 각국의 입장 

협상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온설카스의 배출 삭감에 대 

한 의무조항 설정여부이다. 배출 삭감에 대한 의무조항에 대해서는 두 주장 

이 대립되고 있는 상태이다. 유럽공동체 (EC). 유럽자유무역회 (EFTA) 국가， 

빛 도서(島觸)국가률은 각국의 구혜척인 의무조항을 포함하는 조약을 체결 

하려 하고. 개발도상국들과 미국. 석탄 • 석유 수출국 둥은 구체척인 의무조 

항에 반대하고 있다. 

유럽국가률은 수차에 걸쳐 국제 정상회의， 환경 각료회의 등을 개최하 

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여 왔다. 이툴 국가들은 국내 정치용으 

로도 환경보호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기후변화협약의 중요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주상하며 기후변화협약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섬나라 국 

가들은 해수면 상승이 현실로 나타나면 국가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우므로 

도서국연맹 (All iance of Small Island States)을 구성하여 기후변화협약율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중국， 인도 뭉 개발도상국률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발을 해야 

한다는 개발권을 주장하면서 의무조항은 선진국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 

장하고， 지구환경 차원에서 선진국이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미국은 협약에서는 연구조사에 충점을 두어 온실가스를 앞으 

로 어떤 방식으로 규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장기적 안목에서의 기본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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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포함하자고 주장하며 유럽국가들과 대립하고 있다. 

앞으로 의정서 협상은 3-5년이 결럴 것으로 보이고 의정서 발효에는 

2-5년이 더 걸럴 것으로 보인다 1 ) 

2) 한국의 입장 

지구의 환컴을 보호한다는 명분에는 어느나라도 반대할 수 없으며 한 

국도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척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 

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옹설가스의 배출 삭감에 대한 의무조항이 생기는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에 큰 마이너스 효과률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ξ 산 

업구초의 원활한 개편이 가능한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기술이천을 좋은 초건 

으로 밭을 수 있는 제도척 장치를 협약 숙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지구 옴실효과는 선진국의 산업화가 주된 원인임율 지척하고 탄소세 

동 국제기금을 조성할 때 산엄혁명후부터 배출된 탄소량을 누진척으로 계산 

해야 한다는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1 ) 또한 온실효과 방지 

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선진국들이 주도척으로 해결해야 하고 개발도상 

국들의 참여률 위해 션진국틀의 물척， 기술척 지원이 획기척으로 이루어격 

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다. 예상되는 국내 파급효과 

어떠한 형태로든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국제죄인 규제가 실시될 경 

우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파급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배출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여기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한 

연구18 )를 바탕으로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이산 

화탄소 배출규제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를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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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및 전망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현재 6 ， 472만론(탄소환산)으로 추 

정된다. 앞으로 현재의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Business As Usua1 시나 

리오) ,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에는 11 ， 029만톤， 2010년에는 14 ， 190만 

톤， 2030년에는 19 ， 312만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천망자료는 

(표 2-5)에 나타나 있다. 향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추세를 보면. 1990년대 

에는 연명균증가율이 5.5%로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천망되며，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2.6%로 둔화되고， 2010년 이후에 2.0%이하로 비교 

척 안정될 것으로 전망펀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음 1990년에 1. 51 톤， 

2000년에 2.87폰， 2030년엔 3.85론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다른 

국가를과 비교해 보면 2000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에 미탈되나， 2000년 이후 

에는 현재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에너지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 

출량은 천연가스의 수요 증대에 힘입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률 보일 

것으로 천망된다. 

(표 2-5)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18 ) 

연펑균증가율(%) 

1988 1990 2000 2010 2030 91-00 01-10 11-30 

배출량 (만론) 5, 756 6, 472 11. 029 14 , 190 19 , 312 5.5 2.6 1. 6 

1 인당 배출량 1. 37 1. 51 2.36 2.87 3.85 4.6 2.0 1. 5 
(톤) 

GNP당 배출량 0.51 0.50 0.44 0.33 0.21 -1. 3 -2.8 -2.2 
(론/'85백만원) 

에너지당배출량 0.81 O. 77 0.766 O. 751 O. 729 -0.1 -0.2 -0.1 
(론/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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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빛 천망은 (그럽 2-8)에 나타나 있 

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은 1988년까지 석 

탄이었으나 무연탄의 소비 감소와 석유수요의 증대로 1990년 이후 석유로 

바뀌었으며， 향후에도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 내외가 석유로부터 발생 

될 것으로 천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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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8) 한국의 에너지원멸 이산화탄소 배출량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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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녀지 소비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및 천망은 (그럼 2-9)와 같 

다.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부문은 산업부문이다. 륙기할 사항은 

가정 상엉분야의 배출 구성비율이 1990년 27"에서 2010년 14%로 줄어틀고 

발전부문의 구성비율이 1990년 15%에서 2010년 26"로 커진다는 것이다. 가 

정부문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운 무연탄 수요가 석유나 도시가스 퉁으로 대 

치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송부문도 향후 소비의 긍층이 예상됨에 따 

라 구성비울이 1990년 18%에서 2010년 21"로 증가할 껏으로 천망된다. 

탄소환산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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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9) 한국의 산업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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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파급효과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는 결국 화석연료 사용을 규제하는 형태로 자리 

잡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규제가 실행될 경우， 아직까지는 

개발도상에 있는 한국은 에너지 부문은 물론 산업전반에 걸쳐 상당히 부정 

척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문제가 국가간 교역운제로 확대 

되어 무역마찰의 소지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에서 깔펴본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에 따르면， 카나다 토론토회의에 

서 제기된 이산화탄소를 1988년의 수준에서 20% 삭감하는 안은 한국으로서 

는 성장을 포기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이다.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큐제의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은 현재 일인당 

배출량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향후 10-20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역시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울 것이다. 만일 국민총생 

산(GNP)탕 배출량율 규제의 기준으로 삼는다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 

이 높은 산업구조를 지난 한국 경제는 더욱 불리하게 될 것이다. 한연， 션 

진국률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절약 강화률 내세워 에너지이용기기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콘， 자동차 동)의 이용효율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경 

우 한국의 전자 및 기계업종의 경쟁력이 기술척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크게 

둔화될 것이다 18 )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웅하기 위해 한국은 화석연료의 대체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구조적， 제도척， 빚 기술적 정책 노력을 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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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력의 역할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원자력의 역할이 제기되는 것은 원자력의 경우， 

3철에서 상펴본 것과 같이. 지구온난화문제의 주법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율 극히 척게 방출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원자력의 이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운 원자력보다는 에너 

지 절약 및 에너지효윷 향상율 꾀하는 것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데 

더 효과척·이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이틀의 주장에 대해 원자력의 이용 

에 찬성하는 사람틀은 에너지 절약 빛 에너지효율의 향상은 늘어나는 에너 

지수요에 도저히 부웅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본 절에서는 상반되는 두 주 

장을 대비해 살펴보고， 과연 원자력이 어떻게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에 도옴 

을 줄 수 있는지 한국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한다. 

가. 원자력과 이산화탄소 배출 

원자력은 화석연료에 비해 극히 미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 한스 블릭스(Hans B1 ix) 국 

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산확탄소의 배출을 줄어는 것율 톱기 위 

해서 원자력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 ) 그에 의하면. 세계 l차에 

너지의 5%를 탑당하는 원자력을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대치한다면. 1988년에 

만 해도 16억론의 이산화탄소가 더 배출되었을 것이고， 아는 토론토회의에 

서 2005년까지 절감 북표로 세웠던 50억톤에 비하면 상당한 양이라는 것이 

다. 

원자력으로 lkWh 발전하기까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총량은. 일본의 

에너지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탄화력으로 

lkWh 발전하기까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총량의 4"에 지나지 않는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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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일본의 발천용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20) 

단위 : 탄소환산무게 (g)/kWh 

석유화력 펀연가스화력 석탄화력 원자력 

산 2.5 26.9 7.9 0.51* 

「/L- 걷 iιr 2.0 3.8 4.5 

정 제 4.5 - 9.14 

발 천 180.3 130.9 229.5 

합 계 189.3 161. 6 241. 9 9.65 
(78.2)U (66.8) (1 00.0) (4.0) 

* 원자력의 ·생산’은 우라늄의 채광 • 정련을， ‘정제.은 변환공정 이후 
재처리까지를 포함한다. 

** 괄호안의 숫자는 석탄화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100으로 
보았을 때의 지수 값이다. 

자력 발천의 경우 발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발전단계에서는 하나도 배출되지 않는다. 

나. 원자력 반대론자블의 주장 

원자력의 이용에 반대하는 사랍들은 원자력이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 

지 않는다는 사실율 인정하면서도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데는 원자력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21 ) 사실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이들 

의 딜레마이다. 이러한 틸레마률 해결하기 위하여 원자력과 에녀지효율 향 

상을 옴실가스 배출 절감의 대비되는 대안으로 놓고 학문척인 분석이 이루 

어졌다. 여기서는 원자력 반대론자틀이 가장 많이 참초하고 있는 세편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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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및 연구논문을 살며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분석해 보도룩 한 

다. 

1 ) “지숙가능한 세계률 위한 에너지 (Energy fOï a Sustainable World)"22) 

이것은 1987년 골템버그외 3인이 저술한 책으로서 원자력 반대론자툴 

이나 에너지효율 향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참조도서이다. 이 책 

의 요짐은 세계가 헌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수준만으로도 에너지효율 향 

상기술에 충분히 루자한다면 제3세계도 현재 선진국 수준의 생활수준을 유 

지할 수 있으며 원자력은 필요없다는 것이다. 이 책의 묵표는 미래를 예측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저성장 경로(soft energy path)7} 세계의 장래 

에 있어 가능하다는 것율 증명하는 것아라고 보아야 한다. 이 책운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효율 향상 시나러오를 롱하여 세계 에너지 수요가 1980년 

10.3TW에서 2020년 11. 2TW로 미미하게 증가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브룬트란트 보고서 우리의 관동 미 래 (Our Common Future)"Z3J 

이 보고서는 세계환경개멜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Ðevelopment) 가 1987년 유벤총회에서 공식척으로 발표하였다. 세계환경 

개발위원회는 “2000년과 그 이후까지 지속가능한(sustainable) 개발을 성취 

하기 위한 장기척인 환경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1983년 유엔에 의하여 설 

핍되었다. 이 보고서는 노르웨이의 수상이며 위원회 회장인 브룬트란트가 

발표하여 “브룬트란트 보고서”라 불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세계의 인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단지 에너지자원의 효윷척인 활용에 의해서만 충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는 위에 언급된 “지속가능한 세계 

를 위한 에너지”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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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핀과 캐츠의 연구논문온실 온난확 (Greenhouse Warming)"Z4J 

1988년에 발표된 이 연구논문은 원자력 반대론자률이 자주 내세우는 

논문이다. 이 논문의 저자인 키핀(Keepin)과 캐츠(Kats)는 이산화탄소률 줄 

이는 대안으로서 원자력과 에너지효율 향상의 잠재척 역힐에 대해서 분석하 

였다. 이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D 석탄율 모두 원자력으로 대치한다 하더라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없다. 

@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은 에너지효율의 향상만으로도 이룰 수 있다. 

@ 에너지효율 향상이 원자력보다 이산화탄소 절감에 있어 훨씬 효과척 

이고 효율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가능한 미래의 에너지수요에 대해 (표 2-7)과 같이 이 

미 다른 기관에서 개발된 세개의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키핀과 캐츠는 고 

성장 시나리오와 중성장 시나리오의 경우에 석탄을 모두 원자력으로 대치했 

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율 계산하였다. 고성장 시나리오의 

경우 8.29Gt이， 충성장 시나리오의 경우 5. 27G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훨 것 

으로 전망되었다. 키핀과 캐츠의 주장은 이 양들은 현재 배출되고 있는 이 

산화탄소 앙(1980년 현재 5.17Gt)보다 고성장의 경우 60%가 중성장의 경우 

(표 2-7) 키핀과 캐츠가 사용한 시나려오 

시나리오 예측년도 에너지수요 석탄사용량 C02배출량 

고성장 2025 35. 7TW 11. 6TW 16. 97Gt 

중성장 2025 21. 3TW 9.4TW 10.3 Gt 

저성장 2020 11. 2TW 1. 95TW 4. 85Gt 

-39-



1%가 많으므로 원자력으로 지구옹난화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러나. 키핀과 캐츠는 원자력으로 석탄을 대치하지 않았을 경우와는 비교률 

하지 않았다. 석탄을 원자력으로 대치하지 않았을때와 했을 때를 비교하면， 

했을 때가 하지 않았을때보다 고성장의 경우 51%가 중성장의 경우 49%가 이 

산화탄소 배출량이 척다. 이 사실은 논문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한연. 저성장 시나리오는 앞서 설명된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에너 

지”에 근거률 두고 있다. 이 시나리오의 요점은 2020년까지 세계의 에너지 

수요가 에너지 철약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롱하여 오늘날의 수준에서 단지 

10% 증가하는데 그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석유나 석탄이 천연가스둥 

으로 일부 전환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현재의 수준보다 낮은 연간 

4. 85Gt 수준으로 작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키핀과 캐츠는 이 시나리오률 통 

해서 에너지효율 향상만으로도 지구온난화문제률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키핀과 캐츠는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원자력의 시설용량이 6배로 증가 

했을 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율 계산하였다. 그 결과 원자력의 시설용량이 

6배 증가했을 때가 증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고성장 

사나리오의 경우 11. 5%. 중성장 시나리오의 경우 18.9%. 저성장 시나리오의 

경우 38.6% 감소된다. 키핀과 캐츠는 고성장과 증성장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원자력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며 (margi nal ). 저성 

장의 경우도 38%가 줄어든 것은 이미 에너지효올의 향상에 의해 이산화탄소 

배출의 많은 부분이 줄어틀어 줄여야 하는 파이가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주 

장한다. 

키핀과 캐츠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한단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 에너지효율 향상의 경우와 원자력의 경우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원자 

력으로 1kWh 발전하는데 드는 비용은 13.54 (t이고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40-



1kWh 절약하는데 드는 비용은 2.04 e 이어서 에너지효율 향상이 원자력보다 

약 7배 더 비용효율이 놀다고 한다. 그러나， 이률이 산정한 원자력 발천단 

가는 원차력에너지기구(NE:\: Nuclear Energy Agency)에서 미국 서부지역의 

원자력 발전단가로 발표한 3.84 e IkWh와는 상당한 착이률 보이고 있다 25) 

다. 원자력 찬성론자틀의 주장 

원자력 반대론자틀의 주장에 대해 원자력의 이용에 찬성하는 사람률운 

@ 에너지수요 저성장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었으며.ø 에너지효율 향상반 

으로는 온실효과 문제률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박율 하고 있다. 원자력 찬성 

론자툴은 우선 “치축가능한 세계률 위한 에너지”의 에너지수요 져성장 시나 

리오에 대해 의운을 제기하고 있디. 에너지 저소비 시나리오는 저개발국이 

현재의 선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률이 과거에 그랬듯이 에너 

지수요가 급성장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율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다 26)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저개발국은 그냥 저개발국으로 남아야만 한다 

는 것이다. 시나리오에 따르연 2020년 선진국의 일인당 에너지소벼랑은 비 

선진국 얼인당 에너지소비량의 4배 정도이다. 현재 충국이나 인도퉁 고성장 

을 유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틀이 이러한 에너지수요 저성장 경로률 따를 

것이라고 믿키는 힘툴다. 

초바노비치 (Jovanovich)는 에너지수요 저성장 시나리오의 자료에서 천 

력부문수요를 l차에너지수요로 전환시키고 (발전소의 명균 열효율 0.375로 

나눔)， 생산과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설분을 고려하여 0.15를 곱함) 

2020년의 에너지수요를 다시 계산하였다 26) 그 결과 전력부문은 1985년 수 

준의 3.1배， 총에너지수요로는 1985년 수준의 2.1배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 

다. 만일 모든 나라가 선진국 일인당 에너지소비량 수준으로 에너지를 사용 

한다면 총에너지수요는 1985년 수준의 6.5배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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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요점은 모든 가능한 에너지효율 향상이 이루어켰다 하더라도 에너지 

수요를 충혹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대혜에너지를 고려하지 않고는 1985년 수 

준 이상의 화석연료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륙， 에너지 이용효율 

항상만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북표로 하는 수준까지 줄일 수 없다는 것 

이다. 

원자력 잔성론자틀은 늘어나는 에너지수요를 충촉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의 이용을 늘리는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될 경우 원자력 이용수준은 현재의 160배나 170배가 되어야 한 

다 26) 이는 너무 급격한 증가이기는 하나 다른 대안이란 화석연료를 계축 

사용하는 것이거나 세계가 영원히 부국과 반국으로 나뒤는 것 뿐이라는 것 

이다. 결론은 그래도 가장 렬 나쁜(l east bad) 것， 측 원자력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 결언 

이제까지 지구옹난화문제의 해결을 위한 원자력 이용의 중대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견해를 살펴보았다. 상반된 두 주장의 핵심은 장래에 세계가 

어느 청도의 에너지를 사용힐 것인가에 있다. “지속적 세계률 위한 에너지” 

의 에너지수요 저성장 시나리오는 원자력 찬성론자틀의 주장대로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이 시나리오는 의지의 표현이며 다만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고 보여진다. 그러나， 원자력 이용수준을 현재의 100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원자력 찬성론자틀의 주장 또한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두 주장 모두 과장 

된 면이 없지 않으나 이틀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갈은 결론을 내럴 수 있 

다. 

@ 원자력이 지구온난화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 원자력만으로는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42-



@ 에너지효율 향상만으로는 늘어나는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수요률 충 

촉사킬 수 없으며 지구온난화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 원자력과 에너지효율 향상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며 지구환경문제 

의 해결을 위해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결론의 요점은 원자력이나 에너지효율 향상 어느 하나만으로는 지구옹난 

화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 물은 원자력 반대론자툴이 주장하듯이 상반 

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현재 세계 

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 향상이 전제된 원자력을 포 

함한 비화석연료 에너지의 이용중진이다.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로 재생에 

너지를 고려할 수는 있으나 3절에서 살펴본 듯이 아칙 경제척으로나 기술적 

으로 해견하여야 할 문제가 많다. 결론적으로 에너지수요를 충혹시키며 지 

구환경문제의 해결에 도옴이 될 수 있는 대안은 당분간 원자력뿐이 없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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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국의 원자력수출통제제도와 한국의 대응방향 

원자력 선진국틀은 1950년대 이후 원자력을 군사적 묵척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원자력 수출통제제도를 만틀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수출된 불품 

이나 기술이 전용되는 껏을 망지하기 위한 검중앙법으로 안전조치를 탑당하 

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l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를 설치하였 

다. 이후 핵비확산을 위한 노력은 여러 국제회의 및 국제조약 또는 협력협 

정 둥에 명문화되어 왔으며 그 이행을 위한 수단도 발달되어 왔다 27) 대표 

척언 수단으로 갱커위원회 (Zangger Committee)의 수출통제지칩과 련먼클럽 

의 수출통제지침이 있다. 이러한 수출통제지칩은 국제 핵비확산율 위하여 

중요한 역힐을 담당해 왔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체체 (Safeguards) 

와 더불어 계속 강화되어 왔으며 현재도 강화되고 있다 28) 최근 공산권의 

개방화와 민주정핀의 동장으프 소련이 주도하여 이를어온 통구 진영의 핵비 

확산체제가 붕괴되고 있고， 또한 소련의 중앙집권체제하에 있던 국가률이 

원자력수출을 톡자적으로 수행할 때 수출통제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이러 

한 나라에서 수출된 원자력관련 물질이나 장비 또는 이중사용 품목이 수입 

국에서 핵확산에 천용될 위험성이 커지게 되므로 세계 핵비확산체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려옴에 직면해 있는 설정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북하기 위한 각 분야에서의 국제적 노력 

과 현재까지 세계 비확산체제를 이를어 온 미국의 수출통체 변천과정율 분 

석하고 향후를 전망한 휘， 한국의 원자력 기술자럽에 기여힐 수 있는 대웅 

전략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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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국제 핵비확산 몽향 

가. 원자력 수출통제 

원자력 이용이 시작된 이래 원자력 수출정책은 항상 일관성 있게 추진 

되어 오지는 않았으나 핵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 

다 27) 미국의 수출정책 변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1940년대 말에는 원자력 

관련 정보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다가 그후 원자력 평화이용선언 이후 정보 

및 기술의 공개정책율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는 일부 륙정국가에 대한 민감 

수출의 금지률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의 수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와 연계시켜 수출을 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런던 핵공급국 그룹 (런던클럽 ) 

국제척인 수출통제 활동은 크게 쟁거위원회의 지칩 (Guidel ines)과 런 

던 핵공급국그룹의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수출통제 지침이란 원자 

력을 수출할 때 원자력 공급국률이 동일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행하기 위한 

공롱의 통제품목 빛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다. 쟁거위원회의 통제품북과 

런던클럽의 롱제품북은 1970년대 말에 처음 선정되었을 때 거의 동일했다. 

런던클럽의 롱제품목은 한번도 수정되지 않은 반연， 쟁거위원회의 통제품목 

은 계속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것은 개스원심분리 빛 개스확산 농축시설， 중 

수생산시설， 재처리공장시설동을 위한 륙별한 장비와 부품틀을 규정하고 있 

다 30.31 ) 

1978년 런던클럽이 결성된 후 13년만에， 첫번째 런먼클럽회의가 26개 

국(표 3-1)이 참석한 가운데 네렬란드 정부의 후원으로 1991 년 3월 5-7일 3 

일간 헤이그에서 열렸다. 주요 의제는 동유럽 국가률의 수출통제 문제， 이 

중사용품묵의 국제적 지침화， 빛 신흥 공급국틀의 지침준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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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이중사용품목 수출롱체회의 참가국 

호주， 벨기에， 불가리가， 카나다， 혜코슬로바키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폭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룩셈부르크， 

네럴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포르루칼，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소련， 영국， 미국 

가) 동유럽의 수출통제협력 

동유럽 국가틀은 지금까지 산업생산 및 수출이 국가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팡법위한 똥체가 필요없었으나， 경제체제가 중앙계획경제에서 자유 

시장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생산 빛 수출에 대한 롱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륙히 이툴 국가들이 경화(硬貨) 확보를 위한 수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수출통제제도의 구축 및 운영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유럽 

지역의 수출롱제 강화의 일환으로 핵공급그룹 회원국 회의가 동유럽 지역에 

숙해있는 회원국에서 1992년에 열럴 예정인데 회의개최률 위한 공식적인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 31 ) 

나) 이중사용품목의 지침화 

지금까지는 이중사용품목에 대하여 런먼클럽에서 통제되지 않았다. 그 

러나. 지난 2-3년간 핵무기 개발계획에서 이중사용기술의 전용이 드러남에 

따라 이중사용기술에 대한 통제 강화에 춧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핵공급국과 수령묵과의 협력이 핵확산에 직 • 간접척으로 기여하지 않는 

다는 보장문제에 대하여 핵공급국이 책임을 져야 할 것과 안전조치 보장 및 

핵비확산 보장을 상엽적인 경쟁의 목적을 위하여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회의 분위기에서 지배척 이었다.이러한 경향은 국제적인 비확산 지 

칩을 따르는 나라틀이 공통씌 통제수준에서 이탈하여 원자력을 교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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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들 보다 느슨한 롱제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핵폭발 장치의 개발과，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원자력 프로그램 

에 이용되는 원자력 관련 이중사용 물질， 장비， 기술의 잠정척 사용에 의하 

여 나타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핵폭발장치의 개발이나 안전조치를 

받지앙는 원자력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원자력 관련 이중사용풍목을 통제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협정틀을 검토하기 위한 착엄단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원자력 교역을 위하여 1977년 런먼에서 

합의한 지칩을 규정하고 있는 문서인 INFCIRC-254가 원자력 장비의 이전윤 

수령국에게 이천얻은·륙정장비에 대하여 IAEA 안전조치를 척용할 것율 조건 

으로 하고 있으나， 원자력상품의 공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수령국의 모 

든 원자력시설에 전면안천초치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기 때운이다. 이에 대 

하여 미국과 톡얼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공급조건으로 천면안전조치의 

척용윤 주장하였으나 프랑스， 소련，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는 천연안천초 

치에 반대하였으며 영국은 다른 모든 나라률이 천면안전초치률 적용하면 

영국도 전면안걷초치를 적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통제를 필요로 

하는 이충사용품목 목록을 공개하었는데 이 목록은 미 상무부의 이중사용품 

목 통제목록(Nuclear Referral Lìst)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어떠한 상품이 

추가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품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미 

국은 목록을 여러범주로 분류하여 어펀 특정품목이 농축공장에 사용되며， 

또다른 륙정품목이 중수공장 동에 유용한 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미국 

응 통제북록에 있는 여러품목에 대한 수출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될 수 있 

는 지침의 초안을 준비하였으며 IAEA 문서 INFCIRC-254에 최종 목록과 지 

칩을 새로운 부록으로 첨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31 ) 

다) 신흥 공급국틀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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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과 관련하여 기존 수출국틀의 수출롱제 강화가 중요하지만. 선 

홍 수출국 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 률의 공급국 그릅으로의 홉수도 중요한 

사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국제 수출몽폐 지침율 따르지 않는 나라틀 

끼리의 상호 협력이 핵확산의 중요한 경로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최근 아르헨티나， 브라철， 중국과 같이 우라늄 자원과 기기제작율 위한 

하부구조틀은 보유하고 있는 벚벚 나라는 이미 신흥 공급국틀로 분류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신흥 공급 국가틀도 공급국 (인도. 파키스탄， 대만， 남아 

공화국， 한국) 으로 분류하는 문제를 런던클럽회의에서 검토중에 있다. 

나. 핵비확산초약 관련 국제동향 

1991년은 핵비확산 초약의 체제가 그 어느때 보다 더 강화된 해였다. 

그동안 핵무기 개발율 하여온 남아공화국이 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하였으며 6 

월에는 핵무기 보유국인 프랑스가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중국도 가입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32) 

1 ) 남미지역의 비확산 노력 

원자력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그간의 핵 

무기 개발 경쟁에서 탈피하여 핵에너지의 명화척 이용을 위한 새로운 조약 

에 셔명하여 남미지역에서의 핵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는 

둥 지역척 비핵화를 위한 국제척인 옵직임이 활빌히 진행되어 왔다. 

2) 냥아시아지역의 비확산 전망 

남아시아에서의 핵비확산 전망은 그러 밝지는 않은 편이다. 1991년 6 

월 파키스탄은 남미지역의 툴라텔롤코(Tlatelolco)조약과 비슷하게 설정될 

지역척 비핵지대 조약을 남아시아의 주요국가틀(중국. 인도. 따키스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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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협상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파키스탄의 제안이 있은후 

증국은 그러한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인도는 아직 공 

정척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간 (또는 인도와 중 

국)에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불신만이 나타나고 있다. 1991년 6월말경 파리 

에서 있은 원자로판매 협상동안 파키스탄측은 인도가 IAEA의 안전조치률 수 

락하변 파키스탄도 원자력시설에 안전초치플 수학힐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몇년동안 파키스탄은 핵비확산조약가임이나 안전조치 수락에 대하여 인도가 

하지 않기 때문에 파키스탄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오랜 기 

간동안 핵비확산조약에 반대하여 왔던 프랑스가 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하려하 

고 있고 남아공화국이 가입하므로써 각국가의 잠정적인 주핀상실율 이유로 

핵비확산초약에 반대하여 온 주장은 그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33) 평화척 북 

척이라고 주장하는 핵장치률 1974년 폭발시킨 인도는 핵비확산조약이 핵무 

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국가에 대하여 핵무기의 제조 및 축척을 가능하게 

한다는 차별척 이유를 틀어 핵비확산조약에 서명하기를 거절하여 왔다. 핵 

비확산조약서명에 대한 인도 정책의 확고합은 파키스탄의 핵비확산조약가입 

을 방해해 왔었는데 파키스탄은 인도가 서명하면 핵비확산조약에 가임하겠 

다는 입장을 표명하여왔고 또한 가입 하라는 압력을 국제사회로부터 계숙 

받아왔다. 파키스탄은 최근 남아시아지역에서의 핵무기 확산율 중지시키기 

위하여 5개국가가 참여하여 비핵지대를 설치하자는 파키스탄 수상의 제안에 

대하여 인도가 그 전통적 입장을 변경하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파키스탄의 비핵지대 설치안에 대하여 인도는 기폰 인도의 핵비확산 

정잭기조 위에서 검토할 것으로 천망된다 34) 인도는 이러한 파키스탄의 제 

안이 중국을 비핵지대 내로 끌어 들이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결론율 내렸 

다. 그러한 비핵지대 설치는 지역척 기반위에서 추진될 것이 아니라 전세계 

척 기반위에서 성립되어격야 한다는 것이 인도의 입장이다. 파키스탄 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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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하원에서 프레슬러 (Pressler) 개정안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인도가 

비핵지대 설치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프레슐러 개정안은 

인도와 파키스탄에 척용하기 위한 것으로 핵무기 개발계획율 추진하는 나라 

에 대하여 미국의 원초중단을 요구하는것이 주요내용이다. 

다. IAEA안전조치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핵무기 개발의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률의 원 

자력활동을 탐지하기 위하여 핵비확산조약 가입국들에 대한 사찰을 강화하 

기 위한 초치틀을 취하고 있다. 

1) 이라크의 협정위반 

IAEA이사획는 1991년 7월 18일 륙별회의에서 이 라크가 IAEA와 맺은 안 

천조치 협정율 우1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발표하였으며， 핵비확산조약하 

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조약의 책임을 위반한 국가를 처음으로 비난하였 

다. 한스 블릭스(Hans Blix) lAEA 사무총장은 기구의 안전조치 체제의 강화 

를 위한 지원율 이사회에 요구하였다. 전례없는 호영루표(Roll-Call Vote) 

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회원국이며 5개 핵무기 보유국인 중국， 프랑스， 영 

국， 소련， 미국이 상정한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이라크의 안전조치 우l 반사항을 모든 IAEA회원국 및 유엔 

회원국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라크에게 혹시 위반을 원상태대로 회 

북시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687율 수행하기 위하여 이라크에 있 

는 IAEA 사찰관의 억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687은 IAEA에게 이라크의 사찰진전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 

어서 이라크가 바르게 행동을 취하지 않으연 적절한 초치가 취해 철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라크 정부 관료인 Rahim Alkital은 IAEA가 륙별회의률 소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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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하여 ”절대 필요한 회의가 아니며 정치척 동기에 의한 것이다”라고 주 

장하였다. 그러나， 이라크가 요청한 호명루표에서 2개국이 불참한 가운데 3 

개 나라가 기판하고 이라크만이 반대하였으며 29개 나라가 찬성하였다. 이 

유엔 결의안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고려할 수 있는 역사척 단계였으며， 이 결 

의안은 안전조치계도의 강화를 승인하는데 지렛대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5) 

IAEA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lAEA 사찰관들이 처음은 

변압기 생산시설로 인식하였먼 시설이 전자장 동위원소(EMl: 

Electromagnetic lsotope) 분리방법을 사용한 농축공장시설로 판명되었다고 

말하였다. 이 거대한 시설은 90개의 EMI 분리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된 

공장으로 실체로 1990년 9월에 8개의 분리기가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었으며 

4"의 농축우라늄 0.5kg을 생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축물질율 이미 생산하 

였고， 그러한 륙별한 목적으로 설치띈 거대한 시설은 오래전 부터 IAEA의 

안전조치하에 놓여 있어야 했으며 또한 설계 정보가 기구에 제공되었어야 

했었다고 IAEA 사무총장이 주장하였다. IAEA 사무총장은 3개의 주요조건 

(아래설명)이 이행된다면 IAEA사찰관들이 은밀한 핵활동을 발견할 수 있다 

는 사실율 이라크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개의 주요조건 

은 인공위성 감시와 같은 기술척으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회원국틀로부 

터 정보를 제공받고. 의섬가는 미량의 정보에도 IAEA가 사찰할수 있는 명확 

한 핀한을 부여하며. 그리고 그러한 사찰을 위하여 필요할지도 모르는 유엔 

안보리의 지원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틀이 행하여질 경우 IAEA의 

안전조치는 지금까지보다 다욱 강력하게 그 권한율 행사할 수 있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사찰강화 옴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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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구의 핀한강화를 위한 초치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조치협정을 체 

결한 국가들의 원자력시설에서 부속약정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하여 

도 안전조치를 척용하는껏과 안전조치 사찰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기구로의 

제공， 핵보유국의 안전조치 적용문제， 천세계 핵물질 수출의 보고 및 핵폭 

발에 사용될수 있는 핵물질의 유의량(sìgnificant quantity) 재조정 문제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찰강화의 내용을 보연 다음과 

같다 36.3 7) 

가) 선언되지 않은 시설， 물질에의 안전조치 척용 

현재 각국가들이 체결하고 있는 전연안전초치하에서는 해당국가에서 

행해지는 모든 평화적인 원자력 활풍에서의 모든 선원물질 빚 륙수분열성 

물질은 안전조치률 받아야하며 기구는 그러한 물질에 안전조치률 적용할 핀 

러와 의무률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면안전조치하에서의 기구의 권리와 의 

무는 해당국가의 핵물질과 시설에 관한 공개여부에 제한되지 않는 것이다. 

기존의 안전조치 실시는 전연안전조치 협정하의 부속약정에 명시된 시설， 

장비， 물질 풍에만 기구의 안전조치가 실시되어 왔으며 이러한 이유는 기구 

가 안전조치룰 수행할 충분한 정보가 확보되지 못한 데에서도 기인하지만 

각국가의 주핀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후에는 부숙약정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동에 대하여도 안전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전면안전조치 하에서도 핵무기를 제조하려고 노력하는 국가 

률이 동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조치의 실시에는 3가지 형태 죽. 일반사 

찰， 수시사찰， 특별사찰이 있다. 특별사찰은 기구가 해당국가로부터의 설명 

과 정규 사찰로 부터 획득한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국가가 제공한 정보가 기 

구의 잭임을 충쭉시키지 뭇한다고 간주할 경우 륙별사찰을 실시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사찰은 얼반. 수사사찰의 범주내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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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것으로 명가되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특별사찰 강화내용은 회원국 

들의 의무이행율 보다 촉구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라크의 경우와 같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같은 법척 구속력을 갖는 경우에만 강제적으로 사찰을 실시 

할 수 있는것이다. 

나) 특별사촬의 철차 

안전조치 실시상에서 기구와 해당 국가간에 운제점이 발생할 경우 논 

쟁해결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도륙 되어 있는데 이러한 논쟁해결 절차는 일 

반. 수사， 륙별사찰에 관계없이 동일하며 이를 나타내면 (그럼 3-1 )과 같 

다. 

이러한 안전조치의 실행은 사무총장이 설행의 필요성과 설행지시를 결 

정할 권한율 가지고 있다. 특별사찰의 필요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사무총 

장은 당사국에게 설명을 요구하며， 만일 그 당사국의 설명이 상횡율 명확히 

하는데 불충분하고 또한 특별사찰의 설시가 필요하다면 기구와 당사국사이 

에 협의가 있어야 한다. 사무국과 당사국사이의 수시 및 일반사찰에 규정된 

것 이외에 정보나 시설의 접근 필요성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에 대하여는 사 

무총장이 이사회에 보고하며 당사국도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에 따라 이사 

회에 고려해줄 것을 요청혈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반일 해당국가가 특별사찰 

수행을 위한 기구의 접근을 거부한다면 이사회는 이를 유엔안보리에 보고할 

수 있다. 특별사찰은 이사회의 실시 결정이 내려지는 동시에 사무국의 요청 

에 의하고 당사국이 수락합에 따라 산숙히 수행된다. 이때 기구 빛 사찰관 

의 면책특권은 일반사찰의 경우와 같은 핀한을 갖는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 

고 있는 륙별사찰 실시의 절차상에 있어서는 일반사찰의 경우와 동일하며 

기구가 강제적 사찰핀한을 보유하지 않는한 륙별사찰의 실효성에 의문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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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별사찰의적용 

• 욕멸보고서에포함된 내용의 검증 

• 당사국정부에 의해 야용가능한정보 및 일반사항을 용하여 획득한 
정보가협정에따른책임수뺑에충분치뭇하다고기구가간주할경우 

이사회애검토획부 
(당시국참여) 

오든희뀐국에보고 

유엔안보리에보고 

유앤총회에보고 

현장 12호C항 I I -<:.‘ J'T AeA/dl~、

문제해결을커 .. - .... -- Il 국체중재재판소재소 

다수결 

요청거부 당사국및 IAEA구속 

이사회조치사항 

1) 기구또는회원국이 제공한웬조의 직접적인 삭강 

또는중지와당사국애 제공된물질또는장벼의 
반환요구 

2) 회원국으로서의 륙권과권리행사 정지 

(그렴 3-1 ) 륙별사찰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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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남게된다. 

다) 정보의 이용 

전면안전조치 협정이 발효하게 되면 기구는 협정당사국으로부터 협정 

대상이 되는 모든 핵물질의 재고량을 기룩한 초기보고서률 접수하며 또한 

핵시설과 그에 관한 설계정보. 핵물질율 이용하는 핵시설 외의 장소에 대한 

정보룰 수록한 리스트를 제공받는다. 기구는 탕사국으로부터 접수한 이러한 

정보틀을 검증하게 되는데 이플위한 기록의 유지， 보고， 그리고 일반사찰에 

필요한 요건과 같은 구체척인 내용을 당게 되는 부숙약정 (subsidiary 

arrangernent)율 체결한다. 사찰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셜에 핵물질이 투입되기 180일전에 기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제 

척으로는 롱상 30-180일 사이에 이루어지고 잊는데 이러한 180일 기준은 

1977년 4월이후 척용되고 있는 기준 시일이다 38) 따라서 기구는 안전조치 

의 효율적 수행융 위하여 설계정보의 조숙한 공유흘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 

유는 시설의 설계에 안전조치 이챙을 용이하게 하는 륙성이 포함 되도륙하 

며， 기구가 필요한 안전조치 연구개발율 계획하고， 예산율 반영하며 시설의 

건설기간중 안전조치 장비를 설치하거나 케이블의 설치률 위하여 국가와 

기구간에 공동으로 취해야할 활동에 대한 일정율 정하며. 시설의 설계에 

대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이전에는 핵물질 반입 180일 

전에 보고를 요구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입되는 시설 및 새로운 시설의 계 

획， 건설 그러고 기존시설의 개조사 사업의 정의， 예비설계， 건셜， 승인단 

계에서 안전조치와 관련된 설계 륙성에 대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기구에 보 

고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률 위하여 기구는 천연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한 

모든 국가와 사무국이 실시약정융 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힐 것으로 전망된다. 기구는 핵보유 국가들 및 전면안전조치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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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플로부터 핵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기 

구는 이러한 불질의 수입과 관련된 보고와 수출국의 수출통보를 비교하여 

국제이천시 핵불질이 상실 또는 전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 

러나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데 그이유는 모든 핵물질이 보고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수출국틀이 모든 사항율 보고하도륙 되어 있지도 않 

기 때문이다. 안전조치협정셰결유뮤. 핵무기보유 유무 동에 따른 수출입 보 

고의무는 다음과 같다 36.371 

@ 안전조치협정하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부터의 수출: 

자발척 안전조치협정하에서 기구가 사찰대상으로 선정한 핵보유국의 

시셜은 비핵북척의 선원물질을 제외한 명화묵척율 위한 lkg이상의 

핵물질의 수출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 자발척 조치하의 핵무기보유국으로 부터의 수출: 

사찰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발걱 안컨조치하에서 보고하지 않는 핵무 

기보유국 (중국제외)의 모든 시설은 병화목적의 핵볼철 lkg이상옳 

비핵무기국으로 수출하는데 대하여 정보률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 

나， 다른 핵무기보유국으로의 수출은 기구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 

@ INFCIRC 153형태의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한 비핵무기보유국으로부 

터의 수출: 

이러한 협정을 체결한 비핵무기보유국은 핵무기보유국으로의 수출을 

제외하고는 명화적 북척의 모든 핵물질 및 농축이나 연료제조에 적 

합한 조성비나 순도를 갖지 않는 우라늄이나 토률을 포함하는 비핵 

북척의 모든 핵물질의 수출융 보고해야한다. 

@ lNFCIRC 66형태의 협정을 체격한 비핵무기국에서의 수·출: 

그러한 협정을 체결한 비핵무기국은 관련협정하에서 안전조치룰 조 

건으로 하는 핵물질의 수출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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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안천조치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비핵무기국으로부터의 수출: 

이러한 국가들은 기구에 어떠한 정보의 제공의무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핵물질의 수출에 대한 보고의 의무이행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천세 

계의 핵물질의 생산량과 보고량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구는 모든 

핵물질의 보고를 일원화 하기 위한 보고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것이 세계적 보고(Universal Reporting) 이다. 세계적 보고는 기구의 안천조 

치 확장을 위한 첫단계로 명가할 수 있으며. 명화목척의 핵물질의 모든 수 

출 빛 비핵목적의 수출에 대하여도 모든 국가가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이러한 보고체제가 달성되면 상기의 5개항목의 각각에 대하여 모든 정 

보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3) 남띠지역의 안전조치 

휴제 핵비확산 체제의 일환으로 멕시코의 Guadalajara에서 1991 년 7 

월 18 , 19 양일간 라틴아메리카 지도자 회의가 열렸다. 이회의에서 아르헨티 

나와 브라질 대롱령은 핵에너지의 명화척 이용을 위한 새로운 조약에 서명 

하였는데 이는 두 국가의 원자력 산업에 IAEA의 천면안전조치를 적용하는것 

을 취급하게 될 핵물질의 계량 및 통제를 위한 아르헨터나-브라질간 기관 

(ABACC Argentine-Brazilian Agency for Accounting and Control)을 설 립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잇다 351 ABACC가 지명한 사찰관틀은 협정의 

이행에서 요구되는 사찰업무를 수행할 예정인데 ABACC위원회는 두 국가 

로부터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새로운 기관은 핵에너 

지의 명화적 이용을 위한 새로운 조약의 융통성을 이용하여 당사국률의 초 

속한 동의아래 국제협정 체결을 위한 핀한을 갖게 될 것이다. ABACC위원회 

는 조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핵물질의 계량 및 통제 시스랩( SCCC Common 

System of Accounting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s)을 실행할 것이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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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cc의 중요한 절차들은 조약의 부록에 나타나 있다. 이 부록은 핵물질의 

재고파악， 기록시스템， 핵물질 재고 측정 시스템 동의 방법을 서출하고 있 

다. 따라서 Tlatelolc。조약의 유명무실에도 불구하고 남미지역에서의 핵확 

산 문제는 일단 누그러진 것으로 명가할 수 있으며 이 안전조치 체제가 기 

반을 구축하연 유럽지역의 유라몸과 함께 남미지역의 묵자척인 체제를 유지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나 IAEA에서의 승인 여부 및 국제사회가 이를 어느 

정도의 신뢰률 갖고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2. 미국의 핵수출 통제제도 

미국의 원자력 대외정책은 1945년 7월 원폭개발에 성공하고， 8월에 일 

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폭을 루하한 최초의 핵보유국으로서 소련과 

영국동의 원폭개발을 저지 • 지연시키면서 원폭톡점체제률 유지하려고 노력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핵독점 전략은 1949년 소련， 1952년 영국의 원폭실 

험과 1953년 8월 소련의 수폭설험 성공， 그리고 1946년에 원자로률. 완성하 

여 원폭의 개발을 서두로고 있는 프랑스 퉁의 출현으로 톡점전략이 와해되 

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 아이젠하워 정부는 원자력 개방정 

책을 택하면서 유엔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제창하였고 미국의 원조를 

받는 수입국이 핵폭발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핵교역을 할 수 있는 원자력법 

의 개정율 추진하었다. 이러한 원자력 협력은 현재에도 미국의 직접사찰핀 

의 보유와 사전동의핀의 보유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의 lAEA 안천조 

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직접 사찰핀은 아직도 미국과의 협정을 체 

결하고 있는 국가에게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2 1)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세계의 리더로서 역할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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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 미국의 원자력수출 몽페제도 변천 

1) 1~46년 원자력법의 성립 

미국의 핵 tl] 확산 정책은 모든 경우 법플에 기초률 두고 있는데 지금까 

지 정책의 많은 변화가 일어난것쳐럽 보여도(예 : 카터정핀에서 레이건 정 

권) 그것은 법률의 운용에 있어서 비중을 두는 방향에 따라 변한다고 보아 

야 힐 것이다. 퍼국의 정책이 불투명할 때는 그 정핀이 관련법률율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야 한다. 원자력 관리에 관한 기본척인 법은 

1946년 원자력법이다. 그후 개정 빛 추가(주요한 것으로 1956년 원자력법과 

1978년 핵비확산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엽이 미국 원자력정책의 근본이 되 

어 왔다. 1946년의 원자력볍 기초에서 B.Mcmahon위원회는 원자력의 국제관 

리에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 미국의 핵톡점은 일시척인 것이며 한나라의 공업화 정도는 얼마만큼 

빨려 대량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가에 탈혀있다. 

@ 원자력 정보의 비밀화가 필요하고 원자력의 대외우위를 유지하기 우l 

하여는 원자력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 국제협정에 의하여 핵관리가 어느정도는 가능하나 효과적인 사찰쩨 

도를 확립 하는 것은 어렵다. 

@ 원자력을 발전에 이용함에 있어 경제적.국제적축연의 연구.개발이 

휠요하며 발천시 플루토늄이 생산되는것에 유의하여야한다. 

이와같은 기본방침하에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CD 원자력에 관한 국제 협정의 추진 

@ 국제적으로 효과적인 안전조치 제도가 확립될 때 까지 세계 각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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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원자력 정보의 통제 

@ 과학기술의 개발로 미국의 우위 유지 

이 법은 1946년 하원에서 국가 안전보장 조항에 대하여 수정을 거친후 8월 

1 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Cù 핵물질의 관리 -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와 같은 핵분열성 물질은 

엄격한 롱제하에 :\EC( 원자력 위원회)의 꽉검소유로 하며 생산설비와 

수출롱제도 AEC의 폭점관리 하에 둔다. 그러나 우라늄 238, 토륨 

232 동의 핵원료 불질은 ACE의 통제하에 허가에 의하여 소유， 이전 

이 가능하다. 

@ 정보 - 사용 목적이 군사목적이건 민간북척인건 불구하고 AEC의 통 

제하에 둔다. 

@ 원자력 기술 - 개발， 소유， 수출시 AEC의 허가률 필요로 하며 의회 

도 이에 관여할 수 있다. 

1946년 원자력업은 처음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보측면에 

서 중요한 의미률 갖고 있었다. 트루만 정부 (1949-53)와 초기의 --(AEC)는 

군비경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그 후 아이젠하워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자력정책에 있어서 방향율 바푸어 명화이용 혹변의 강화로 변화하였다. 

이후 원자력 위원회가 원자력 발천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연서 1946 

년 원자력 법의 개정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소련， 영국， 프랑스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거의 보유단게에 이르자 미국의 원자력 대외기술수출 

을 제한하고 있던 1946년법은 그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였다. 

2) 1954년 원자력 법 

핵비확산 정잭상 1946년법의 최대의 문제점은 미국이 원자력 정보와 

기술의 확산율 허가하는 반면 국제협력의 폭을 좁게 전개한 것이다. 이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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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국과 카나다는 미국법의 엄격한 보안방호 조항에 반발하여 톡자의 노 

선을 채택하였다. 1947년 최초의 원자로를 임계에 도탈시 킨 영국은 1956년 

에 완성을 목표로 동력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로서 미국의 원자력 

정책은 근본척으로 개정될 소지가 생겨서 1953년 2월8일 국제연합연설에서 

원자력의 명화이용정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 정책의 수행에서 우선 필요 

한 것이 1946년법의 블합러한 부분윤 수정하는 것인데 이는 여러 외국과 국 

내 기업에 대한 정보교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1946년법이 

일부 수정되어 미국내에서의 원자력발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제시장에 

대한 수출도 가능하도록 되었다 27) 

1954년법의 서론은 원자력의 개발， 이용. 규제는 세계 평화률 촉진하 

고 북지를 중대하며 민간 기업이 자유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정부에 의한 원자력 연구개발의 촉진， 

정보공개의 확대， 정부규제하에서 원자력의 이용 및 발천， 원자력 개발에 

대한 민간의 참가， 원자력 군사이용에 있어 국제협력 강화 둥으로 되어 있 

다. 또한 1946년 법에서 제거된 부분으로서는 무기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정부의 톡점과 비밀의 해제가 있었으며， 핵분열성 물질의 정부 

소유와 관련하여 원광과 생산시설에 대하여는 인허가와 감톡부분을 제외하 

고는 민간소유를 허가하고 있으며 자유경쟁을 가능하게 하였다. 정보의 공 

개， 비공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공개를 허랴하고 있으며 비 군사척 이용의 발명에 대하여는 륙허출원을 허 

가하는 반면. 경우에 따라서 국가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척절한 로 

얄티를 지불하고 국가가 소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54년의 원자력법은 1978년 핵비확산법안이 생기기까지 오랜· 기간동 

안 미국 원자력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유럽시장의 활성화로 

인하여 핵물질의 이동이 잦아지자 1964년 8월 륙수핵물질 민간소유법이 성 

-62-



립됨에 따라 특수핵물질이 정부 소유에서 민간 소유로 이천되께 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핵물질의 소유， 점유， 앙도， 수출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AEC 

는 판매， 임대， 공여를 롱하여 배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상엄시설 또 

는 연구개발 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활동에 관하여 사용하는 핵물질은 

1973년부터 임대는 하지 않고 판매만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민간소유화는 

원자력 알전 퉁 원자력의 명화이용에 있어서 록수 핵물질에 대하여도 국가 

의 통제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자유경쟁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용하도록 힐 

목적이었다. 그러나 민간의 특수핵물질의 소유， 점유， 양도， 수출업에 대하 

여는 :\EC가 핀한을 갖는 한편 그 거의 모두를 :\EC가 소유 배포하고 있어서 

AEC의 핀한은 실질적으로 막강하였다. 

3) 포드， 카터의 원자력정책과 핵비확산법 

1974년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고 파키스탄과 브라질 같은 나라툴이 

서톡 풍에서의 민감사설과 기술을 도입하려는 노력율 하자 미국은 국제 핵 

비확산을 위하여 1978년에 핵비확산법을 발효시켰다. 이 법은 미국에서 핵 

물질이나 장비， 시설 둥이 수출될 때 수입국에게 전면안전조치률 요구하도 

룩 되어 있으며 이러한 협력사 필히 원자력 썽무협정율 맺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핵비확산법은 또한 그 당시에 미국이 혜결하고 있던 원자력 쌍무협정 

에 보다 더 엄격한 큐제조항을 포함하도록 협정의 개정을 실시하는 내용도 

탑고 있었다. 이외에도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사용품북의 수출에 대 

하여도 인허가를 요구하는 포괄적인 수출롱저l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 핵비확산법은 카터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면서부터 그 기본콜격율 

드러내기 시착하였는데 1976년에 카터후보는 원자력에 대한 정책강령을 발 

표하였다. 그 내용은 대통령 취임후의 정책에 비하여 그러 엄격하지는 않았 

으나 핵비확산법의 골격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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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 재처리기술의 수출입에 대하여 자발적인 일시척 중단을 모든 

나라에 호소한다. 

￠ 핵폭발이용， 재처리의 의도률 포기하지 않으며. IAEA의 안천조치률 

수락하지 않는 나라에는 원자력의 신규수출을 긍지한다. 

(좋 미국내의 상업 재처리를 일시 금지한다. 

@ 고숙증식로의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다국간 기초위에 행한다. 

@ 미국의 농축능력을 확대하여 여러나라에 농축우라늄의 공급을 보장 

한다‘ 

@ 농축공장과 사용후핵연료의 국제관리를 행한다. 

@ 핵확산문제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 IAEA의 안전조치 및 사찰권한을 강화한다. 

@ 미국이 체결하고 있는 원자력 협력협정을 재검토한다. 

@ 핵실혐의 전면금지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핵비확산 정책이 대통령 선거의 쟁점으로 되기 시착하여 포드 

대통령도 선거전의 최종단계에서 정책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 

과같다. 

@ 핵확산 방지는 경체적 이익에 우선해야한다. 

@ 재처리와 플루토늄 재순환은 국제척인 목표와 합치하도록 되었을 때 

행하며 재처리를 불가피한 단계로 간주해서는 않된다. 

@ 미국과 함께 모든나라가 적어도 3년간 재처리와 농축기술 및 시설의 

이전을 행하지 않도록 호소한다. 

@) 2-3개국이 참가하는 다국척 핵연료주기센타를 설립하는 문제에 대하 

여 검토를 계속 한다. 

@ 본 정책에 동조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핵연료공급 동의 륙면에서 우 

대조치률 해준다. 미국은 원자로 및 핵연료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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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서의 역힐을 유지한다. 

@ 핵비확산율 위한 전면척인 국제협력에 모든 나라의 참여를 호소한 

다. 

이 포드성명은 종래의 정책에서 획기척인것은 아니나 이미 당시 미국사회에 

서 대세로 되어 있던 비확산에 대한 요구가 포드정권의 입장을 카터의 정잭 

강령까지 접근사켰다고 한 수 있다. 선거후'. 1977년 4 월 카터정권은 산 원자 

력정책 7개항을 발표하여 당시까지 행해지먼 원자력 자유화 정책의 자취를 

거의 제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엄용채처리와 플루토늄재순환을 무기한 연기하며 재처리공장에 대 

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한다. 

@ 고속로 연구개발계획의 연경과 상업화의 시기률 연기한다. 

@ 핵무기 천용가능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대체핵연료주기의 연구를 촉 

진한다. 

@ 농축우라늄의 생산능력을 확대하여， 푹 공급을 보장하여 핵연료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재처리의 시도를 하지 않케 한다. 

@ 핵비확산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입법조치를 취한다. 

@ 농축 및 재처리기술의 수출을 계숙 금지한다. 

φ 핵확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국제척 접근에 대하여 공급국 

및 수임국이 협의한다. 측， 국제회의를 소침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청잭의 북표는 원자력이용 자체의 대규모켜인 재연 

이며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이용의 종래 노선에서 재처리의 무기 연기， 

대체 핵연료주기로의 전환， 연환 및 농축우라늄의 공급보장으로 세계 각국 

의 재처리 포기 압력으로 인한 불만의 해소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각국의 동조를 구할 의도는 공급국과 수령국과의 

-65-



협의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가시화 되어 나타난것이 국쩨핵연료주기평 

가회의 (INFCE)이다. 농축우라늄의 공급보장은 1950년대 이후 과거에 행하던 

상루척인 정책이며 이것을 기초로 카터정책을 추진하려는 발상은 변하지 않 

았다. 카터정부는 이 원자력정잭에 이어서 낸 에너지교서에서 에녀지 절약 

과 석탄사용을 앞세우고 원자력발전에 대하여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는 내용율 포합시키고 있다. 이는 원자력 발전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은 아 

니나 재처리의 연기가 경수로발전에 타격을 주는 것율 어느 정도 예혹한 것 

이며 포드정핀이 1975년 발표한 에너지 교서에서 1985년까지 20071 의 원전 

을 운천한다는 계획 ~1990년말 현재 11271 운전)율 근본적으로 휘바꿔 놓은 

것이다. 이 새로운 정책은 이례적으로 구체화되어 공급국과 수령국간에 큰 

위기감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륙히 당시에 재처리 공장을 건설하여 거의 

완성단계에 있던 일본에서 큰 반발을 불러 일으컸는데 일본은 이를 외교적 

인 노력과 자체의 대웅전략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원자력 핵심기술의 자립 

율 이룩한 대표척인 나라이다. 

핵비확산법 (NNPA)은 행하여야 할 정잭 항북율 내걸고 처u장의 각절에 

그 내용을 전개하는 것으로 구성 되어 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핵연료 공급보장의 구조와， 핵물질퉁의 이전에 대한 더욱 효과척인 

국제척 규제 (국제척 제재조치를 포함) 

@ 척시의 수출허가절차에 따라 공급보장에 대한 미국의 신뢰성 확립 

@ 핵비확산조약 비준국에 대하여 조속히 비준하도록 종용 

핵연료 공급보장에 대하여는 미국의 농축능력 확장이 먼저 강조되고 있으며 

국제 핵연료공사(INFA: lnternational Nuclear Fuel Authori ty)의 설립39) 

과 국제적 감시하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공급국과의 협 

의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척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사천 포석으로 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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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혜안전조치의 강화부분은 IAEA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중 

섬이 되지만 그 폭척은 전용가능성의 척시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고 

이 법은 미국의 수출절차의 정비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규정은 행하여야 할 

정책중 척시의 수출허가절차에 의한 미국의 산뢰성의 확립보다는 엄격한 규 

정이다. 핵연료의 공급보장은 핵비확산 정책을 준수하는 나라로 한정하는 

것이며， 원자역큐제위원휘 (NRC: ~uclear Reulatory Commission)는 적용되는 

법척요건이 모두 충폭되었을 때에 수출을 허가할 수 있는 볍척 요건을 열거 

한 엄격한 것이다. 수출 허가절차 정비의 주요 내용은 수출 허가시 에너지 

부 장관이 국무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 군비관리 군축국장. NRC 위원장， 국 

방부장관과 협의 해야하며 이충사용품목의 경우에는 상무부장관의 관여도 

규정되고 있다. 또한 수출금지에 상웅하는 협정 대상국의 행위를 구체척으 

로 설명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는 협력협정의 재교섭을 추진하여 신협정율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산협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정의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안전조치가 효력을 발생한다. (그 대상 

은 협정에 의하여 이전된 핵물질 및 생성물질) 

@ 모든 원자력 활동에 대하여 IAEA 안전조치 적용( 전연안전조치 ) 

~) 여하한 핵폭발장치 또는 그 연구개발. 기타의 군사목적에도 전용하 

지 않는다는 협정대상국의 보장 

@ 핵폭발을 행하였을 경우. IAEA와 안전초치를 따기 (또는 정지 )한 경 

우의 이전핵물절 및 생성물 동의 반환청구권 

@ 제 3국으로의 재이전에 대한 사전동의핀 

@ 척절한 핵불질 방호조치의 보장 

@ 재처리， 농축，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에 대한 사전동의핀 

@ 생성된 플루토한 동의 저장시설에 대한 사전동의권 

@ 이전된 민감한 원자력기술의 사용에 의하여 생산 또는 건설된 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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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 생산 시설， 이용시설이 전솔한 모든 조건의 대상이 되도록 

보장 

실제로 1983년 미국과 인도네시아간에 맺은 신협정은 이 규정에 따른 것이 

다. 미국의 협정개정문제 및 선 원^}력법상에 명기된 것중 이루어진 것은 

수임국에게 큐제만 강화하였지 핵연료 공급보장에 대한 것은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국제핵연료공사의 설립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립도 실현되지 

않앓다. 수출허가 철치의 정비도 적시의 허가가 확보되었다기보다는 관계부 

쳐의 확대에 의하여 오히려 수숙절차와 책임관계의 북장성이 증가하여 관계 

부처간의 의견과 권한의 초정에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4) 레이건 정권의 정책 

1981년 7월， 레이건은 핵비확산 및 평화 이용협력에 관한 성명에서 대 

외원자력정책율 발표하였다. 이는 카터정책에 대한 국제척 비판을 수용하 

여， 퀘도수정의 방향을 명확하게 내세운 것으로 명가할 수 있다. 성명은 핵 

비확산 정책의 춧점을 핵폭발불을 취륙하려고 하는 동기를 감소시킬 것과 

미국이 다시 신뢰받는 공급국의 지위률 회북하는 것에 두어 카터정책의 거 

부. 규제적 성격을 딴 기술의 확산방지 생각은 뒤로 빌려났다. 또한 원자력 

개발에 관심을 갖는 우호국. 동맹국틀로부터의 산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전제하에 충분한 안전조치가 실시되는 명화척 이용에 대하여 미국이 

다시 예축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국이 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미 

국이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른 나라틀이 각각 묵자의 노선을 겉게 되 

어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며 핵비확산 문제에 대한 여러나라의 지원 

도 감소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성명은 그와 같은 기본인식하에서 고속증식로와 상업 재처리에 대하여 

진보된 원자력계획을 가지며 핵확산 위험이 없는 나라에 대하여 금지와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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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하지 않는다는 노선으로 전환하였다. 측. 이 정책은 선진공업국이며 

우호국의 범위내에서 그러한 나략들에 대하여 강압척인 정책을 강요하는 것 

은 이익이 었다고 판단하여 플루토늄 이용의 재자유화(再自由化)를 내세운 

것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하여는 계숙 억제의 정책을 전개하였다. 카터정책에 

서는 긍기시하였던 플루토늄의 경수로 이용에 대하여도 다른 나라가 경체적 

이라고 판단하거나 비경제척이라도 행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면 미국은 그 

방침을 인정하는 껏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미국 자체는 경수로에 플루토늄 

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입장융 

취하고 있다. 

원자력협정에 따른 사전동의에 있어서도 정부의 개입율 최소한으로 한 

다는 레이건 정핀의 정책원칙에 입각하여 포펄척 사전동의제를 도입할 경향 

이 표명되었다. 한연 미국 국내정책에서도 원자력발전을 향후 10년간에 있 

어서 가장 유력한 발천원으로서 간주하여 카터시절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 

먼 데서 그 입장을 바푸었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고숙증식중 

계획의 추진.@ 상엉 채처리의 무기연기 해제.@ 인허가 절차의 추진.@ 

고준위 혜기물 처분대책의 확립 둥을 표망하여 카터의 플루토늄 이용억제 

방첨을 부정하고 다른 원자력 공급국과 비슷한 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하였 

다. 이와같이 레이건의 핵비확산 정책은 카터의 정책을 대폭 수정하였으나 

핵비확산법의 존재와 미국 원자력산업이 침체에 빠져틀어 레이건 정책의 실 

현운 용이하지 않었다. 

5) 부시 행정부의 생화학 및 핵무기 비확산 정책 

부시 행정부의 원자력 정책도 원자력 산업에 있어서는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륙징이라면 핵확산 방지와 함께 

대량 살상무기안 화학 및 생화학 무기， 그러고 이러한 무기를 나르는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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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기술의 확산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륙히 최근의 정책으로는 핵비확 

산을 위한 국제척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나라틀이 동장 

함에 따라 이중사용 품묵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려는 정책으로 규정지율 수 

있다. 부시 행정부의 핵비확산 정책은 다음과 같다 40) 

(þ 미국은 화학무기의 원료로 사용되는 50개 물질의 수출풍처| 청책을 

채택하고 화학 무기를 생산하는 모든 나라틀이 같은 초치률 취하도 

록요구함 

@ 화학무기와 잠재적으로 관련된 산업. 설계. 기술의 수출윤 수출허가 

를필요로합 

@ 생화학 및 핵무기의 생산활동에 관련있는 프로젝트， 회사， 관계기관 

에 수출되려는 어떠한 수출도 허가를 필요로 함 

@ 제안된 수출이 생화학 및 핵확산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사용휠지 모 

른다고 미국 정부가 정보를 주거나 수출획사가 알고 있율 경우 수출 

허가를 필요로 합 

@ 생화학무기 빛 미사일과 관련된 이충사용장비(륙히 고성농컴퓨터) 

및 기술의 통제 리스트와 이러한 러스트에 포함된 품목이 수출될 때 

통제대상이 되는 국가틀의 리스트를 현재의 수출규정에 보강함 

이러한 미국의 수출몽제 정책은 과거의 정권이 주로 핵비확산에만 훗점율 

맞추고 있는 반면 핵확산 못지 않게 생화학 무기의 확산도 핵확산과 갇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륙정이며 이중사용품목 통제의 극제화를 훼한 

노력도 부시행정부의 륙징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자력 수출풍제의 근거는 원자력법 및 

시행령에 해당하는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이다. 이러한 규정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바뀌어 왔으며 이는 NRC의 수출입 언 · 허가 

에 대한 규정을 변하게 하였다. NRC의 수출입 인 • 허가 규정은 1977년 6월 

-70-



핵시설과 핵물질의 수출엽에 관한 규정 Part 110을 발표하였는데 이 규정은 

인 • 허가의 규정과 절차. 관계 규정틀을 명시 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의 핵 

수출롱제는 NRC. 에너지부， 상무부 풍의 기관에서 통제하고 있다. NRC의 핵 

수출에 대한 인 • 허가의 주요기준율 보면 다음과 같다. 

m 수출품폭이 원자력의 펑화척이용율 외한 컷이어야 하며 현력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 

@ 공중보건과 얀전에 유해한 수출은 금지함 

@ NRC의 수출품북이 미국의 방위와 안전에 유해하지 않다고 판명되어 

야합 

위의 @항은 카터행정부의 선에너지 정책과 관련되어 보강되었는데， 보강된 

새로운 6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수출된 핵물질 및 핵시설， 그러고 그것율 이용합으로써 생긴 물질에 

대해 IAEA 안전초치가 척용되어야 한다. 

@ 핵폭발 장치용이나 이에 관한 연구개발용으로 수출품이 이용될 수 

없다. 

@ 수출된 물질 및 시설에 대한 척절한 툴리척 방호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 미국이 수출한 물품의 재이전에 대한 미국의 사전승인을 요구한다. 

@ 미국이 공급한 핵불철의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사전승인을 요구한 

다. 

@ 상기 @에서 @의 조건이 미국이 공급한 불품에 척용되지 않으면 어 

떠한 민감기술(재처리， 농축 또는 충수제조기술)도 수출되지 않는 

다. 

@ 수입국가의 모든 원자력 활동에 대한 IAEA 안천조치를 실시한다. 

항북 @은 2년 휘에 보강된 것이며 항북 @의 경우 재처리와 제3국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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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수입국과의 협상에서 수임국이 볍척인 변에 동의한 경우 2년간 항북 

@의 기준율 면제해 주기로 하고 있다. 

나. 미국의 원자력 수출통제 전망 

미국의 강력한 수출롱제정책 및 대외정책의 변화후에 륙별히 진전된 

사항은 핵무기 이외에 생화학 및 미사일기술의 확산방지롤 위하여， 그러고 

최근 들어 동구권 국가의 개방화에 따른 동구권 국가틀의 핵수출 통혜에서 

의 허점보완 및 코콤( COCOM) 붕꾀에 따른 핵확산우려의 중가에 대처하기 위 

하여 기존의 핵공급국그룹의 수출통제품묵을 강화하여 새로운 국제 수출통 

제체제률 구축하려는 노력을 시착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 핵수출몽체체 

제의 구촉에는 기존의 핵수출국뜰은 물론 신홍 수출국툴(브라질， 아르헨티 

나 동)의 참여률 유도하고 있으며 새로운 통제지침에는 미국의 상무부에서 

통제하고 있는 이충사용품목(Dual Use Purpose ltem)을 추가시키 려는 작업 

율 미국이 주도하여 실시하고 있다(그립 3-2) , 

1) 이충사용품북의 수출통제강화 

미국이 이렇게 국제척인 통제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은 지금까지의 미 

• 소중심의 수출통제체제로서는 효과적인 핵확산 방지률 이룩하기가 어렵고 

또한 기존의 핵비확산체제 아래에서 이라크와 같은 나라률의 핵무기 보유설 

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 핵확산방지법안 미의회에 제출 

이와 함께 1978년 핵비확산법보다 더욱 포괄적이며 엄격한 법안이 현 

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1991 년 6월 25일 원자력 이충사용품목， 

원자력 기술，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수출 통제법안이 미하원에 상정되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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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for Transfers of Equipment, Mater퍼I.and 

Tcchnology with Nuclear Applications 

• 폭적:원자력수출룡재강화 

• 배경 :-COCOM완화 및 핵확산우려 증대 

• 국채 윈짜력시장에셔의 미국주도권 회복 

-수출가능국가수증가 

• 1990년 P1.일.EC공동추진 

• 1991.2.7 미국 대표단 방한하여 협상 

(그령 3-2) 윈자력 수출룡제 캉화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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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핵수출통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 법안(HR 2755)은 핵확산 방지 

법 (The Nuclear Proliferation Prevention Act)이라는 제목으로 Reps. 

Edward Markey , Gerald Solomon , Howard Wolpe , Pete Stark7t 하원에 제출 

하였으며， Ti monthy Wirth 상원의원이 상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갚다 41 ) 

• 미상무부에서 수출허가되는 원자력 이충사용품북， 에너지부에서 허가 

하는 기술， 그러고 NRC가 허가하는 원자력 부품들의 수출은 수입하 

는 국가의 모든 원자력 시설에 전면안전조치가 척용되고， 미국과 원 

자력 협력협정율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한정 

• 고농축 우라늄의 수출금지， 단 저농축 우라늄 사용 원자로로 천환하 

지 못하는 원자로에 대해서는 1995년 말까지만 고농측 우라늄의 수 

출을허가 

• 전면안전조치률 밭지않는 국가틀에게 원자력 관련 수출을 제한하는 

다국적 핵비확산 몽체제도 구촉을 위하여 미국 대롱명이 핵공급국률 

과 협의 강화 

• 이 법안에 의하여 설정되는 국제 핵비확산 제도률 위반하는 회사나 

개인 그러고 전면안전조치를 밭지 않는 핵무기 비보유국에게 원자력 

관련 수출을 승인하는 공급국에 대하여는 무역페재부과. (만일 이법 

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소련이 전면안전초치를 받지않고 있는 파키스 

탄과 인도에 원자로률 판매한다면 미국은 소련으로부터 우라늄 수입 

을 금지할 수 있음) 

• 미국은 IAEA의 안전조치 강화를 위하여 세계 모든 나라와 협의합. 이 

러한 협의에는 IAEA 사찰활동의 공개， 륙별사찰을 위한 IAEA의 핀한 

행사 강화， 천연우라늄과 삼중수소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척용， 

IAEA에 자금지원， 기술원조 확대 및 정치척 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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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미국의 신국제질서의 개편과 함께 편승하여 구 

혜화될 경향이 많은데 이것이 구체화되면 국제 원자력 교역에 큰 영향율 미 

칠 전망이며 원자력 산업의 회생에 큰 걸럽툴이 될 것으로 명가된다. 이러 

한 이유는 레이건 행정부가 원자력정책의 자유화를 어느 정도 표방하여 옹 

것을 부시 행정부가 카터의 정책처럼 역행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 

시 행정부의 핵확산 방지법은 최근의 국제 핵비확산 동항율 반영한 것으로 

명가할 수 았으며 륙히 소련연방의 붕꾀로 세계 핵비확산 체제의 유지는 미 

국과 EC중심 체제로 천환휠 가능성이 크며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 주도의 

핵비확산 체쳐1가 유지 • 강화 될 전망이다. 

3, 한국외 대응방향 

국제 비확산 동향. 특히 그중에서도 미국의 원자력 수출정책에 의하여 

한국의 원자력 개발정책이 많은 영향을 밭아왔고 현재에도 받고 있다. 이는 

한국의 원자력산업이 미국의 원초로부터 출발하였고， 그후의 산업도 주로 

미국으로부터 도임된 핵물질， 장비， 시설 풍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기 때문 

이다‘ 륙히 원자력 쌍무협정하에서 이루어 겼기 때문에 미국의 원자력 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통제 정책에 순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횡이다. 

한국은 이러한 여건변화속에서도 꾸준히 원자력 기술자립을 추진하여 

2000년대에는 몇몇 핵심기술을 제외하고는 기술자립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 

나 기술자럽에서 제외되는 부분 축， 핵심기술은 국체척인 환경이 밝지 않은 

상태이며 한국의 원자력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원자력 대외정책이 

핵심기술 개발율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기술개발이 어려울 것 

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원자력 기술자럽 정책은 국제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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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에 순웅하면서 톡자적인 원자력정책을 수립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태에서 한국의 최종 묵표가 원자력치술의 완전한 자립이라면 

지금부터 이에 대한 분야별 전략， 측 핵심기술 자립 전략율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전략은 그러한 기술의 활용 시기 빛 기술개발의 선행기간.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퉁율 고려해야 한다. 정지착엽에는 

크게 대내적 및 대외척으로 실천해야 할 부분이 있다. 

가. 대내척 추진내용 

1) 국가원자력개발정책의 확정 

대내적으로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 국가 원자력개발정책의 확정 공포 

이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의 대상， 북표， 시기， 추진전략 및 방법동을 수립 

하여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국내안전조치체제의 강화 

국가정책의 확정공포후 이에 보초척으로 행하여야 할 것이 국내 안천 

조치 체제의 보강을 률 수 있다. 이 안전조치체제는 핵물질이 루입되는 모 

든 시설에 척용되며， 또한 그 륙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적사에 효과적인 

안전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의 체제보다는 연구개발 측면이나 행정척 

측면에서 인력이나 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다. 

3)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가입 

국제 핵비확산을 위한 조치는 크게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 설체인 련먼 

클럽이나 갱거 위원회의 가입을 툴 수 있는데 국제적인 신뢰성제고와 미래 

수출에 대비한 측면에서도 이러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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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원자력수출통제제도 구축 

현재 국제 원자력 사회가 한국를 신흥 공급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한 

국 역시 향후 수출을 대비한 법척 요건의 확충이 필요하므로 국체 수출롱혜 

제도에의 가입과 내부 수출통제 제도의 구측은 국제 핵비확산을 위하고 한 

국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제도의 확립 

에 따른 산업에의 파급효과 및 수출통제 대상둥을 결정할 때에도 국내 산업 

에 영향을 칙게 미치며. 국제적 지칩을 어느정도 수용하는 선에서 수출몽제 

를 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반된다. 

나. 대외척 추진내용 

1) 기관간 협의체 구축 

대외척 추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원자력 대외정책의 설정율 위 

한 기관간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원자력 대외정책이 주변국 및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에 설정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국가 원자력 개발정책의 대외공표 

한국 원자력정책의 대외발표는 향후 원자력핵심기술 자럽의 근간율 

이루며 기술자립을 위한 외교협력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3) 외쿄협력의 적극화 

국제기구 빛 회의동에 대한 척극적인 대웅이다. 현재 원자력선진국틀 

을 비롯한 여러나라틀이 IAEA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현지의 

회의분위기 및 국제정세의 흐름을 척사에 파악하여 대외정책의 기초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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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 결언 

결론척으로 원자력 산업은 과학기술의 개발과 함께 중요한 역점율 두 

고 추진해야 할 것이 원칙력 국칙l정쳐척 측면에셔의 정책개발 빚 실천이며 

이에 대한 효과척인 결론없이는 원자력산업의 선진화는 그 앞날이 밝지 않 

은 것으로 천망된다. 이률 위하여 우선 시급한 것이 원자력외교관의 양성이 

라하겠다. 

-78-



제 4 장 결론 및 건의사항 

본 연구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원자력의 역할을 밝혀냄으로써 원자력 

이용중친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이륜어 내고. 국제척 원자력수출롱체제도 

의 변천과캡을 툴아보며 현황을 분석하고 앞날을 전망함으로써 한국이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올 주고자 하였다. 

지구환경문제는 천 세계가 공통으로 노력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지구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륙히 지구옴난화문제는 인간의 

에너지사용에 그 원인이 있어， 향후 에너지수요 충폭과 지구환경보견이란 

두 상충되는 북표를 동시에 해결해야만 한다.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에 의 

한 온실효과에 기인한다. 옴실가스중 이산화탄소가 올실효과에 기여하는 정 

도가 제일 크고 배출원을 확실히 알고 있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구옹난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어펀 형태로 규제가 설현될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으나 한국에 미칠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 시점에 

서 이에 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 지구온난화문제의 해결책으로서는 

에너지효율 향상， 화석연료의 대체， 및 이산화탄소 처리기술의 개발퉁이 거 

론되고 있다. 원자력 반대론자틀은 에너지효율 항상만으로도 향후의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늘어나는 에 

너지수요의 충쭉율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하 

다. 대체에녀지원으로 재생에너지가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경제척， 기술척 

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많다. 결국 에너지수요 충축과 지구환경보전율 동 

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이용의 중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력정세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핵확산 륙연에서 어려움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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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다. 이률 분야별로 분류하면 크게 IAEA 안전조치강화， 핵수출통제률 

위한 국가간 협력. 이중사용품목의 국제척 지침화， 미국의 핵확산 방지법안 

의회상정문제로 볼 수 있다. IAEA 안전조치의 경우 핵비확산 조약의 가입국 

인 이라크가 핵무기를 개발중에 있었고 조약에 가입한 북한이 안천조치협정 

의 체결을 미룸에 따라 이러한 국가 틀율 효과칙으로 통제하며 안전조치의 

효율화뜰 위하여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초되고 있는데 유엔안보리결의 

안의 형태로 통과시켜 사찰율 강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륙별사찰의 경우 

선언되지 않은 시설이나 물질에도 안천조치를 척용하는 것은 물론 기구의 

사찰권 강화를 논의중에 있으며 핵물질의 세계적 보고체제의 설립을 추진중 

에 있다. 또한 기구의 사찰을 위한 정보의 제공으로는 지금까지 행하여쳤먼 

정보의 제공보다도 더쭉 세분화하고 또한 빠른 시일내에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서 이는 향후 1-2년 이내에 구체화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핵수출통제정책 및 대외정책은 핵확산 방지법안의 제출로. 카 

터행정부시철의 엄격한 통제정책 전개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통제할 것으 

로 전망되는데 이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세계의 원자력 산업은 또한 

번 침체의 늄에 빠격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명가된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적 상항숙에서 한국이 원자력 기술자립을 초숙히 

달성하고 국제 원자력사회에서 선진핀에 진입하기 위하여는 국내외척으로 

실천해야 힐 여러 대안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국제 핵수출통제제도 

에의 참여와 국가 핵수출통체제도의 구축이다. 국제 핵수출통제제도에의 참 

여는 수출몽제 설체인 런댄클럽이나 쟁거위원회의 가입으로 실행될 수 있 

다. 현재 국제 원자력사회가 한국을 신흥공급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한국 역 

사 향후 수출을 대비한 법척 요건의 확충이 필요하므로 국제 수출통체제도 

에의 가입과 내부 수출통체제도의 구축은 국제 핵비확산을 위하고 한국의 

수출풍대률 위하여 조숙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제도의 확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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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산업에의 파급효과 및 수출통제 대상동을 결정할 때에도 국내 산엄에 영 

향율 척케 미치며， 국제척 지칩을 어느정도 수용하는 선에서 수출통제를 행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지구환경문제와 관련된 결과는 국내에서 원차력 홍보률 위 

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석이 철설히 필 

요한 지금 단순히 원자력은 꺼뭇한 에너지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촉하 

다. 원자력에 반대하는 사랍과 찬성하는 사람의 논리률 비교해서 있는 그대 

로 보여주는 것이 한국민의 의식수준에 비추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원자 

력 수출롱칙1제도와 관련된 결과는 한국이 국제 핵비확산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하고 국가 원자력수출통체제도의 구축 및 운용 

율 위한 방향 설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 수출통제를 척극척 

으로 행함으로써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한국의 원자력 수 

출국 진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없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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