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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제 목

원자력 국제협력 정책연구: IAEA 선진이사국 진출 방안과 완자력 수출통

제를 중심으로

I 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는 세계 핵비확산 정세를 파악·분석하여 우리의 원자력 정책에 반

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핵비확산 동향 분석， 국제 핵비확산체제 빛

핵비확산 판련 국제회의에 대버한 대웅전략 도출， 국체적 신뢰성 구축올 위

한 국내 채도의 정비 풍을 천반적인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는 IAEA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활 필요성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여 당연직 선진어사국으로의 진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IAEA 이

사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IAEA 헌장 제6초의 전면개정 및 수정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극동지역 국가들의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은 채， 이

착엽이 완료되어 확청되면 극동지역 회원국들의 이사국 진출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한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정 빛

수정 착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극동지역이 불리하지 않도록 새로운 제안

을 할 훨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헌장 재정안이 이사회 몇 총회에서 채택될

경우， 이는 국제적 신뢰성올 체고하고， 원자력 기술자립올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밑걸음이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원자력 수출통제를 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라크 및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대두되어 기존의 훤자력 수출통체체도로는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원자력 선진국

들은 신흥 원자력 수출국들에게 다국간 수출통제제도에 가입하도록 종용하

고 있는데， 이에 척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다국간 수출통체제도의 가입 타당

성올 분석하고 카입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국가 원자력 수출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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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는 것이 훨요하다.

Ill.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은 국제 핵비확산 동향 파악 이외에 크게 국제원자력기구

(파EA) 판련 부분과 원자력 수출통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lAEA
이사회의 역할파 권환올 살펴보고 이사회 구성과 판련된 중요 내용을 분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파EA의 초기헌장으로부터 이사회 구성과 판련된 헌

장수정 및 전면개정에 대한 역사척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현재 논의 중에

있는 현장 개정안과 지역별 λ1 각올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제안활 개정안이

이사회 및 총회에서 채태되고 통과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활 조천틀올 체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IAEA 선진이사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두재의

안을 제안하였다.

원자력 수출통제와 판련하여，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체제를 강화시키는 주

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고， 다국간 수출통제제도인 COCOM, 쟁거위

원회， 런던클럽，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둥의 내용올 분석하고 이러한

제도들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각 제

도의 향후를 전망하였다. 또한 미국의 COCOM 사례를 중심으로 수출통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올 분석하였고， 신홍 원자력 공급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국가들의 완자력 수출통제 정책 빛 법을 분석하여 참고로 참고자 하였다. 그

리고， 이들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국칸 수출통제제도 가입타당성을 평가

하였S며， 국가 수출통체제도 구축 방향올 설정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원자력 선진국들은 핵버확산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대용하기 위하여

원자력 수출통쩨의 강화， 핵확산 국가에 대한 일방척인 제재조치， 국제적 다

국간 제도의 보완， 구소련 국가에 대한 기술적 지원， IAEA 안전조치 강화

동의 대책올 강구하고 었다. 혐재 국제 훨자력 청세는 핵무기 비확산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평화적 목척올 위환 훤자력 활동올 체한하기 위환 수단즐비

강구되고 었으며， 냉전 종식으로 국체적인 문제들이 동서문제에서 남북문제

IV



로 변화하고 있다는데 특정이 었다.

IAEA 선진여사국 진출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현창 체6조 전면재청에 판

한 두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두 개정안은 이념의 장벅이 무너진 현실에서 청

치적 고려는 IAEA 이사회 구성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현재 아시아 지역을 3

개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인위적이며 UN 쩨제와도 상충되기 때문에 조청

되어야 한다는 전체하에 작성되었다. 개정안의 이사국 수는 혐재 이사국 수

인 35개국에서 이탈리아가 체안한 44개국 범위 내에서 정해쳐야 하고 개정

안이 제안국들의 이익을 용호하는 체안으로 비추어져서는 안되며， 현장 재정

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명시되어야 하고 헌장 제6조의 작 조항에 대한 명확

한 용어를 정의하여야 하고， 공동제안국에 가능하면 많은 회원국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첫째 재정안은 이사회 규모를 39개국으로 확대

하고， 회원국들올 4개 지역으로 구분하며， 윤번어사국 규정올 삭제하고， 이사

국 임기를 조정하는 것 둥올 골자로 하고 있으며 당연칙 선진이사국 수를

현채의 13개국에서 18개국으로 중가시켜 우리나라가 선진이사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둘째 개정안은 이사회 규모를 41개국으로 확대하고，

조항을 세분화하며， 회원국틀을 5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윤번이사국 규정올

삭제하며， 이사국 임기를 조정하는 것 둥올 꼴자로 하고 있으며， 이 제안올

통하여 우리나라는 새로이 규정되는 당연칙 지역선진이사국 빛 선원물질생

산국 개념에 따라 당연직 선진이사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이

판 재정안은 정부에서 협의 빛 의견 수렴올 통해 하나의 안올 선정한 후 이

사회에 제출하는 것이 척절하다. 또한 현채 계속 진행중인 비공식 실무작업

단 회의에서 우리나라 개정안의 척절성 및 공정성을 반복하여 피력할 수 있

도록 결집된 노력이 요구된다.

환편， 국제 수출통체체제 가입 문제와 판련하여， 가업에 따른 행청수요 충

대， 비가입국가와의 산업경쟁력 약화 가농성 동의 단점도 고려해 볼 수 있으

나，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도가 증진되고， 기술 도입 및 재이천이 용이해

지고， 향후 수출산업화를 위환 법적 기반올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척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1993년부터 시행

될 COCOM 수출통제로 안한 영향 평가， 쟁거위원회나 런던클럽 가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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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외교적·기술적·경제적 영향 평가， 그리고 수출통제 전문인력 양성 둥에

국가가 섬혈을 기올여야 할 것이다. 런던클럽은 수출시 수령국의 형화적 목

척을 위한 서약， 기술 수출의 통체， 재이전의 통제， 복체된 기술이나 장비의

통체， 그리고 이중사용품목의 통제 동 쟁거위원회보다 더 엄격한 통제를 하

고 있다. 이중사용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는 국가의 수출산업화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철 것으로 전망되묘로 우선 쟁거위원회에 가입하여 수출통제제도

의 정세와 실체를 갱확히 파악하고 난 후 런던콜럽 까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올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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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Nuclear Foreign Policy:

with reference to Measures for the Permanent Membership in the IAEA

Board and Nuclear Export Control

II. Objective and Importance

The overall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tema다onal

non-proliferation circumstances, to suggest national strategies 없ld tactics

for international meetings on non-proliferation and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and to establish domestic non-proliferation systems for

international crl려ibility.

Korea will need more power in the IAEA for her self-reliance on

nuclear energy, so it is quite necessary for Korea to get a permanent

membership in the IAEA Board of Governors. Amendments and revisions

of the lARA Statute Article VI, which defines the Board, is being in

discussion for years. Without any proposal from Far East states, they

W피 suffer difficulties to enter the Board compared to states of other

areas. Therefore, we need to study, prepare, and suggest a revision

proposal.

Nuclear-advanced states have strengthened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 for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hey are

inforcing Korea to take part in the regime. To respond to 단ris effectively,

we need to study the regime an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aking

part in the regime, and to establish nation외 policies for the domestic

export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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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study mainly composed of two parts related to the IAEA and

nucle없. e윌)Ort control. For the first part, this study analyzes the roles

and composition of the Board, review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revision of the IAEA Statute Article VI, analyzes revision proposals in

discussion, and suggests our own two revision proposals.

For the second 맹π， this study reviews current status of the

international nuclear 앙cport control regime, analyzes intemation export

control systems such as COCOM, Zangger Committee, London Club, and

MTCR, aI갱lyzes export control policies of emerging nuclear export

countries, considers the impact of export control on industry with the

results of U.S. studies on COCOM, evaluate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membership of the regime, suggests strategies for

building a domestic nuclear export control system.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This study suggests two revision proposals for the IAEA Statute

Article VI. These proposals assume that political consideration for

selection of Board members should be removed as Cold War ends and

current regional division 앉lould be adjusted, especially for Asia. The first

proposal increases the number of Gov앙TIors to 39, divides member states

into four regions, removes the concept of floating seats, and increases the

number of pennanent memberships in the Board from 13 to 18. The

second proposal increases the number of Governors to 41, divides

member states into five regions, removes the concept of floating seats,

and adjusts the length of the term of Governors. The government can

refer these proposals and make and submit a :final version of revision

proposal to the IAEA Board.

With regard to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 we can think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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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떠피ng 맹rt in the regime. Advantages

are enhancement of intemation려 cr려ibility of Korea, easier technology

transfer from advanced countries, and preparation of a domestic export

control system. Disadvantages are heavier administrative burdens and

lowe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ith non-member states es야eiaIly for

dual-use items. This study recommends that basically Korea take part in

the regime but make efforts to analyze overall impact of export control in

terms of polictica1, techni잃1， and econoπlic benefits and losses and to

raise export control personnel, and 야1.8t Zannger Committee be a better

alternative than London Club in the case to enter th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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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로

우리나라는 1992년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올 확정하고， 2α)()년대 원

자력선진국 진입과 원자력 수출산업화를 목표로 하고 었다. 전세계적으로 기

술패권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지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파학

기술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국제정치적인 즉면올 고려하여야 한다. 훤자력은

평화적 이용과 핵무기 개발이라는 양면성올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올 비롯

한 원자력 선진국틀은 핵비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통제를 해 오고

있으며， 우리의 훤자력 71술자렵윤 이들의 핵비확산 청책에 많은 영향올 받

아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세계 핵버확산 청세률 파악，분석하여 우리의

훤자력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펼요하며 원자력 기술자립 추진 과정에서 제

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논 핵비확산 판련 제반 문체를 원자혁외교를 통하여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기반 설청 및 대용전략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핵비확산 동향 분석， 국제 핵비확산

체제 및 핵비확산 판련 국제회의에 대비한 대웅전략 도출， 국제적 신뢰성 구

축올 위한 국내 체도의 청비 풍올 전반적인 목표로 하여 한 해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수행되고 었다.

이번 연구는 핵비확산 동향의 파악 이외에 크게 국제훤자력기구(파EA)

판련 부분과 원자력 수출통게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IAEA 판련 부분은

IAEA 선진이사국 진출올 위한 IAEA 현장 개정에 초점올 두었으며， 왼자력

수출통제 부분은 다국칸 원자력 수출통제제도 가입 타당성과 국내 수출통제

제도 구축 방향에 초점올 맞추었다. 두 부분은 그 내용에 있어서논 성격을

상당히 달리 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칼다고 할 수 있다.

IAEA 이사회는 IAEA 정책수렵기구로서 당연직 선친이사국 13711 국， 지역

선출이사국 207~국 빛 윤번이사국(f1oa디ng seats) 2개국 둥 총 3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역선출이사국으로 1991년부터 2년 임기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IAEA 이사회의 구성올 규정하고 있는 현장 제6조의

전면개정 및 수청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극동지역



국가들의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은 채 이 작업이 완료되어 확정되면 우리나

라가 포함되어 있는 극동지역 회원국들의 이사국 진출은 다른 지역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체한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휠 것이다. 또한 개정 및 수

정안이 확정된 후에는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야 제안 자체가 가능하게 됨애

따라 현재의 개청 및 수정작업에 척극적으로 참여하고 극동지역이 불려하지

않도록 새로운 재안올 하여야 한다‘ 특히 원자력 수출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부각되고 있논 우리나라는 핵심기술올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고 우리나라와

판련된 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점차 빈번해질 것으로 보여

당연칙 선진이사국으로의 진출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IAEA 헌창 제6조의 개정올 위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들

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당연직 선진이사국으로 진출활 수 있도록 두개의

현장 제6조 채정안올 착성하였다. 우리나라가 이를 바당으로 현장 개정안올

제출하고， 이 재정안이 이사회 및 총회에서 채태될 경우， 이는 국제적 선뢰

성올 체고하고 훤자력 기술자립을 효과적으로 수행합 수 있는 밑걸음이 될

것이다.

최근 한국은 국제 원자력사회에서 원자력 수출 가능국가로 평가받고 있으

며， 이에 따라 국제적 다국간 수출통제제도에 가입하라논 압력을 원자력 선

진국요로부터 받고 있다. 현래 상품의 수출통제는 하지 않는 것이 수출 중진

에 제일 좋윤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쌍황이다. 원자력 수출통제는 원자

력 물질， 장비， 부품， 가술 퉁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원자력 수출통체흘 행하고 있는 상

황에서도 이라크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랩올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었던 것이

밝혀짐에 따라 기폰의 원자력 수출통제체제로는 핵무기 확산 방지 목적을

다활 자 의문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원자력 선진국들

은 다국깐 수출통제제도에 신흥 훤차력 수출국툴올 끌어 틀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척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다국간 수출통제제도의 가입 타당성을

분석하고 가입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국가 원자력 수출통제제도를 구

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통체제도 구축 시에는 수출인허가 철차가 너무

엄격하면 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절차가 엄격하지 않으변 국제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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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 두가지 측면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통체제도

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률 위하여 국제 원자력 수출통채체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 지를 분석하였고，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올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수출통체제도인 코콤(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D,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런던클럽

(London Club) l>,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둥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러한 제도들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향

후를 전망하였다. 또한 신홍 원자력 공급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국가들의 원

자력 수출통제 청책 및 법올 분석하여 우리의 통제제도 구촉시 창고가 되도

록 하였다. 현재 우리냐라도 협력국 상태애 있논 COCOM의 수출통제시 파

급효과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점틀올 종합적으로 고

려하고 가능한 한 관련된 실무 부서의 의견을 칙대한 반영하여， 우리의 다국

간 수출통제제도 가입타당성올 평가하였요며 국가 수출통체제도 구축 방향

올 절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원자력 핵심기술 자렵올 위한 기반올 조성하

기 위한 적절한 원자력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국내 제도를 정확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1) 련번물럽은 핵공급국그홉(NSG: Nucl않r Suppliers Group)이라고도 훌리고 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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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제 핵lJl 확산과 IAEA 동향

제 1 절 국제 핵 1:11확산 동향 분석

우리의 원자력 기술자렵은 미국을 바롯한 핵강대국플의 핵비확산 청책에

많은 영향을 받아 오고 있다. 원자력 핵심기술을 원자력선진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국제 핵비확산 동향올 예의 주시하면서 이에 척철하게

대처하는 것은 2000년대 초 원자력선진국에 진입하려는 우리에게 훨수적언

일이라고 본다. 1992년 국제 핵비확산 동향은 φ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구소

련 공화국 및 동구권에서의 핵확산 통체력 약화 (2)IAEA 안전조치 하에서

비멀리에 추친한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 시도 둥에 대한 핵강대국들의 대용

으로 특정지올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세계 지역별 핵비확산 동향올 알아 보

고， 이에 대한 핵강대국들의 대웅책올 파악하고， 현재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올 살펴 본 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올 논의해 보기로 한

다.

1. 지역별 핵비확산 동향

가. 구소련 공화국틀 및 동구권

구소련의 붕괴는 냉전 종식올 가져옴으로써 대규모 핵전쟁 위험올 감소시

키고 핵무기를 보유할 근본적인 동기흘 제거시켰다고 볼 수 있으나， 강대국

에 의한 핵확산 통제력， 특히 구소련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구소련 품화국틀

과 동구권에 대한 통제는 오히려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

생활 수 있는 핵확산 위험성은 다옴과 같이 두가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수가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구소련에는

러시아 이외에 우크라이나에 166271 카자흐스탄에 1410기， 그리고 멜라루스

에 72기의 핵딴두가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2) 이 공화국틀 때문

5



에 발생되논 문제는 새로이 핵무기를 재발한 국가의 수가 중카하여 발생되

논 문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핵무기의 명령 및 통제 경험자들파 장비

틀이 주로 러시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핵무기보유 공화국들이 핵무

기 통제 농력올 체대로 갖추고 있는 지가 염려된다. 또한 이 공화국들이 적

절한 수출통제를 유지하고 무기통제나 핵비확산둥 국제적 협정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부작되고 었다· 1992년 5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우크라

이나， 카자흐스탄， 밸라루스， 러시아 빛 미국은 천략무기감축협정 (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에 대한 의 정서에 서명하였다. 여 기서 우

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개 공화국은 핵무기를 해체하거나 러시아

에 양도하고 핵무기 비보유국가로 가능한 한 빨리 핵비확산조약(NPT)에 가

입하기로 하였다.3) 그러나 아직 각 공화국 의회의 비준이 남아 있고 각 공

화국이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겨 주지 않고 국제 감시 하에서 해체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는 듯 하기 때문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다.

둘째는 핵무기를 숭계한 구소련 공화국들， 특히， 러시아 공화국의 정치척，

사회척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다. 명령 및 통제 계통이라는 것은 기술적

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 사회의 내부 깊숙이 파고든

사회체제라고 볼 수 있다. 만일 러시아 사회가 어떻게든 붕괴된다면 현재의

핵무기 통제시스탬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소련 붕괴

후의 급격환 경제 파탄은 핵무기를 유출하려는 추요한 유인이 되고 있다. 암

시장으로의 판매 또는 핵무기나 분열성 물질의 도난 풍파 같은 최악의 경우

뿔만 아니라， 해고된 핵무기 과학자틀어 핵확산올 추구하는 국가들에게 그들

의 기술올 팔아 버렬 가능성이 상폰하고 있다. 이미 러시아에서는 핵전문가

들이 상업적인 핵폭발 기술 판매를 목적으로 체택 (Chetek)이라는 회사를 설

립한 것으로 보도되었다.4) 러시아 전문가툴은 각 국가에서 핵기술과 부품올

구매하려는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었다고 보고하고 있￡며 한 전문

2) PPNN (Progt밍m띠ng for Promoting Nuclear Non-Proliferation), Neω'S Brief, No. 18,
Sununer. 1992, p. 2.

3) 천제셔， p.2.

4) Nye. Jo않ph S. Jr., ’''New Approaches to Nuc1않r Proliferation Policy," Science, Vol.
256, May,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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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구소련 과학자들이 직업을 얻기 위하여 인도， 파키스탄， 이라크， 이란

몇 브라질로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5) 1992년 서방 국가들은 구소련 핵무기

판련 과학차플의 유출올 방지하기 위한 재청적 지훤과 기판의 셜립올 논의

해 왔으며， 19921건 11월 모스크바에서 ‘국제과학기술센터’의 설립협정을 조

인하였다. 이 가판은 각국의 비준올 거친 튀 1993년 초부터 정식으로 발족하

여 약 3천명의 과학기술자가 평화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책트에 참여

하게 된다고 한다，6)

나. 이라크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패배한 후 1991년 4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결의안 687올 통하여 IAEA에 의한 강제사활 실시와 이라크가 보유한 핵무

기 관련시설의 철거를 의결하였다. 이라크는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야망을 훔

은 것으로 오랫 동안 의심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심과 대옹책으로 1981년 이스라엘은 프랑스가 이라크에 공급

한 연구용 훤자로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의 서방 정보

분석가들은 이라크가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는 5-10년 정도 더 철렬 것으로

판단해 왔었다.

그런데， 1991년 5월부터 실시한 사찰을 통하여 이라크가 핵무기 개발을

위한 대규모 프로그랩올 진행하고 있었으며 핵무기 개발에 매우 근접해 있

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7) 사찰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라크의

훤자력 프로그랩에는 10αm여명의 과학자 기술자 빛 작업자들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1980년대 동안의 예산규모가 100억불 정도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라크는 이러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대규모 프로그햄을 독자척언 기술에

의해서만 진행할 수 없었올 것이다. 사실상， 1991년 12월 IAEA가 발표한 바

에 의하면， 가스원심분리기와 탄소섬유 원심분리기 칼루트론 자석 둥 서방

137~ 회사의 장비가 이라크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8) 이와 판련하여 37~ 독

5) 천깨셔.
6) 鳳子力훈業新!뼈， 日本鳳子力훌藥會議， 1992. 12. 3.
7) Thome, Leslie, "IAEA Nucl않r Ins야~tions in Iraq," lAEA Bulletin, Vol. 34, No.1,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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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회사의 경영자 8명이 독일 정부에 의해 이중사용품목을 이라크의 비밀

핵무기 프로그랩을 톱는데 수출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하였다，9>

이라크의 경우에서 주요 쟁점아 되고 있는 것은 이라크가 IAEA와 전면

안전조치협정올 체결하고 있으면서도 핵무기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사

실과 핵무기 개발에 펼요한 핵심 장비나 기술올 수입활 수 있었다는 사실이

다.

다. 남아시아

은밀한 핵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남아시아릅 틀 수 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아칙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았다는 선택 가능성올 버리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 외무부 장판은 1992년 2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파

키스탄은 쩍어도 한개의 핵폭탄올 만플 수 있는 부품올 가지고 있다는 것올

인정하였으며l0)， 이에 대용하여 인도 외무부 장관흘 “폭탄이라논 것은 국방

올 위한 만반의 준비이며，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고 하였다.11)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비밀스런 핵무기 경쟁은 주로 상호 불신에 기인하

고 있다. 이 두나라 간에 가장 위험했던 순칸은 핵무기를 만들고 발사할 수

있는 국가간 최초의 천쟁이었던 제4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때였다)2) 이런

와중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1988년 12월 상대국가의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

겠다는 협정올 체결하였으며， 또환 군사 비행에 대한 정보와 군사훈련의 조

기통보에 대한 협정에도 서명하였다)3) 그러나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공식적인 핵비확산 협청이 이루어질 기미는 얼마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신은 1992년 3훨 인도와 파키스탄이 1988년 12월 합의한 쌍무협정에 따라

8) Albright니 Da'피d， & Hibbs, M따X， ’'Iraq’s Bomb: Blueprints and Artifacts," πI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JanuarylFebruary, 1992.

9) Nucl많r Fu리， March 2， 1없2， pp. 5-6.
10) Albright, Da찌d， & Hibbs, Mark, "Pakistan’s Bomb: Out of the Closet," πI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J버y/August, 1992.
11) Albright, David, & Hibbs, Mark, "India’s Silent B이nb，" πI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sep않mber， 1없2.

12) Fischer. David, ’''Nucl얹r Non-Proliferation: The Pros야:!Cts for the Non-prηlieration
Re멍meat따 the Gulf W，없'，" Energy Policy, J띠y.l잃2.

13) Sh려ronan， Lawren∞， "The Non-Proliferation Treaty: on the Road to 1앉*>，" IAEA
B띠'Ie떠1， Vol. 34, No. I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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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리스트를 교환하였으나， 쌍방 모두 가스원섬분리기 농축시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상대방올 비난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소식통에 의

하면， 파키스탄은 이슬라마바드 서쪽 골라(Golra)에 있는 제2농축공장올 빠

뜨렸으며， 인도는 마이소르(Mysore) 근처의 농축시셜올 빠뜨렸다고 한다.14)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판에 전임 지도자틀보다는 현실척인 지도자틀이 나타

남에 따라 내부척인 문제나 경제적 압박으로 인하여 이러한 긴장의 해소에

노력할 가농성도 많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판계 진전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소

는 중국이다. 중국의 청책과 핵능력은 남아시아 문제 혜결에 탤레야 멜 수

없는 판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중국이 비룩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 어느 상

황 하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은 하였지만，15)

이러한 공약만으로 중국의 핵공격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인도률 셜득하기는

쉽지 않올 것이다.

라. 라틴 아메리카

1992년 2훨 때시코에서 라틴 아메리카 비핵화조약(Treat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일명 툴래 탤레코

(Tlateleco) 조약)25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틀래텔레코 조약은 멕시코의 주

도로 1964년 조약 초안올 낸 뒤 1967년 서명올 위해 개방되었으며， 효과적인

국제 검중 및 통제쩨제를 이루는 첫번째 조약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기

념식 상에서 IAEA 한스 불릭스 사무총장은 이 초약을 “세계 군촉에 있어서

의 살아 있는 힘”으로 만든 국가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16)

최근 이 지역에서는 긍정척인 변화가 많았다. 그동안 가입하지 않고 있던

쿠바가 툴래탤레코 조약에 서명할 의사를 밝혔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공

동 핵불질 계량 및 통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청

을 체결하였으며， 두 국가가 툴래탤레코 조약의 회원국이 되도록 하는 방안

14) Nu며많r Fu잉.M없'Ch， 1없2， :때.6-7.

15) G뼈bat， lozef (eds.), Non-Proliferation: π1e H께， and the Whimφore， SIPRI:
London， l얹6， p. 19.

16) IAEA Bulletin, 34(1). 1992,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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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받아 들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970년대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핵

무기제조 물질인 고농축 우라늄파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농축 및 재처

리 시절의 개발계획올 발표하였으나， 10년이 지난 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민선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였었다.17)

2. 핵비확산체재에 대한 핵강대국들의 대웅

구소련이 붕괴되어 핵무기에 대한 통제력 빛 수출통체가 약화되고， 여라

크가 핵무기률 개발하려고 시도했음이 밝혀점에 따라 핵강대국들， 특히 며국

은 더 이상 이런 시도가 일어나지 않고 핵무기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께 퇴었다. 이러한 조치틀의 특정은 NPT가 그렇듯이 당

근파 채찍 두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었다는 것이다. 이는 아무리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근본척인 동기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통체의 효과성을 높힐 수 없

다고 보기 때문이다. 1992년 핵강대국틀의 대웅은 다각적 비확산체제의 구

축， 수출통제체제 강화， IAEA 안전조치 강화， 지역적 핵비확산체체의 추진，

구소련 공화국틀에 대한 원조 및 통체 요구 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가. 다각적 핵비확산체제의 구축

냉전 총식후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경향은 다각적으로 여러 체제룹 통하여

핵비확산 목표를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즉， 핵비확산체제의 주축인

NPT에만 의촌하는 것이 아니라 COCOM, 쟁거위원회， 런던클럽， MTCR 둥

의 다국깐 수출통체제도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풍올 동시에 총체적인 핵비확산체제로 이꼴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윤 핵비확산체체의 강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992년에는 냉전 종식에 힘입어 핵무기 보유국인 중국과 프랑스가 NPT

에 가입함으로써 모든 핵무기 보유국이 NPT에 가입하게 되었다. 중국은

1992년 3훨 9일 영국에 가입문서률 기탁함으로써 NPT에 정식으로 가입하였

17) Nye, 천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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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 이와 더불어 중국은 핵무기 비보유국가에 평화적 목적으로 I 갱량

kg(effec다ve 피logr없n) 이상의 핵물질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파EA에 통고하

였다. 프랑스는 1992년 8월 3일 미국， 러시아， 영국에 가입문서를 기탁함으로

써 NPT에 청식으로 가입하였으며， 또한 같은 달 틀래텔레코 조약의 의정서

I올 비준하논 문서를 멕시코에 기탁하였다，19)

NPT는 1995년에 연장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어 있다. 핵강대국툴은

NPT를 무기한 연장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1992년 7월 독일 윤헨에서 개

최된 선진국 정상회담에서 핵비확산조약의 무기한 연기에 ~합의하였다.20) 그

러나 냉전 총식에 따라 주요 문제가 동서문제에서 남북푼제로 바뀌어 가고

있어서 수차의 검토회의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에 마찰이 있었듯이

1995년 연장회의에서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청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나. 국제 수출통제체체 강화

이라크가 폭일과 이탈리얀 퉁으로부터 이중사용품목(dual-use items)올

수입하여 핵무기 개발에 사용한 것이 드러나고 구소련의 붕괴로 원자력 수

출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됨에 따라 핵강대국들은 국제척 수출통체체제를 강

화하여야 하겠다는 펼요성올 절감하고 있다고 본다.

1991년에 런던 런던클렵 참여국들윤 핵무기와 민간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사용품목에 대하여 펴욱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회합올 가졌으

며， 1992년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27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2번째 회합올 가지고 통체품목(trigger list)에 65개의 이중사용품목올

추가하기로 합의하여 앞으로는 COCOM얘서와 같이 이중사용품목도 통제하

게 되었다. 이 모임에서논 또환 그동안 합의되지 않아 왔던， 핵무기 비보유

국가에 모든 중요한 훤자력 수출시 전면안전조치 (full-scope safeguards)를

조건으로 한다는 공통 청책에 합의를 보았다.21) 1990년 서목에 이어 1991년

18) PPNN, News Brie/, No. 1τ Spr꾀g， 1992, p. 2.
19) PPNN, News Brie/, No. 19, Autumn, 11앓， p.2.

20) 原子力훌業新聞， 日 本原子力훌훌슐題， 1992. 7. 9.
21) Timerbaev, Roland. "A Major Milestone in Controlling Nuclear Exports," Eye on

Suppl~ No.6, Spring, 1않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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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프랑스도 수출시 이전되는 물질 벚 시설뿐만 아냐라 수입국의 모든

원자력 시설을 IAEA 안전조치 하에 두도록 하는 전면안전조치를 요구할 것

이라고 선언하였었다.앓) 러시아는 1992년 3월 원자력 수출에 있어서 IAEA

전면안전조치를 전제로 한다는 것올 공식화하였다. 이 조치는 그동안 구소련

외무부에서는 지지해 왔으나 원자력부(Minatom)와 무역부의 반대를 받아 왔

었다.앓)

이제까지 훤자력 선진국들은 핵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주요 통제품목의 조

청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이제는 국제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을 늘려

나가는데 주력하는 경향이 었다. 이와 판련하여 우리나라도 가입 압력올 받

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4장에셔 다루기로 한다.

다. 지역적 핵버확산체제 추진

냉전 총식과 더불어 각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동기는 이제 주로 지

역적인 안보 문제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 지역에 속하지 않은 국가틀이 어느

특청지역에 존재하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종 답안올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특

갱자역 내의 문제는 그 지역 내의 국가틀에 의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

다는 공통 인식이 핵강대국들에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쟁각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남태평양 및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비핵지대

협청이 체결되어 있으며， 중동지역올 비핵지대화 하자는 안이 오래 전부터

유엔 총회에 상정되어 었다.없)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빛 남아시아도

비핵지대로 만들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여가서 문제가 되는 것

은 어렇게 이러한 분위기를 만드냐는 것이다. 오랜 동안 앙숙 관계로 서로

불신의 늪이 갚은 상태를 어떻게 호전시키느냐 하는 것이 그 지역 외부 국

가틀이 로와주어야 활 사항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22) Nye, 전게셔.
23) Nu며양π Fu밍， October 12, 1뾰， pp. 4-5.
24) Sh머ronan， 전게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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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IAEA 안전조치 강화

이라크가 IAEA 안전조치를 받고 있으면서도 핵무기 개발올 비멀리에 추

진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 IAEA 안전조치체제를 강화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었다. 강화 논의의 주요 요점은 특별사찰의 강화와 전면보고체제

(universal repoπing system)의 실시이다.

IAEA 이사회는 미리 합의된 장소의 사활만이 아니라 의성 가는 지역올

사찰활 수 있는 특별사찰의 범위를 확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유용하키는 하지만 IAEA 당국이 민칸 핵시셜로 그틀의 영역을 한정하는 경

향이 있기 때문에 아칙 충분하지는 않다. IAEA 사찰올 거부하거나 NPT률

위반한 것이 명빽하면 유앤 사무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칙첩 보고하게

될 특별 사활단올 파견해야 한다고 본다. 이라크의 경우에서 유엔 사활단은

이라크의 저항올 받았올 때 안전보장 이사회와 즉시 연락활 수 있었다.

파EA는 모든 국가가 핵물질이나 핵판련 장비의 수출이나 수입시 이를

IAEA어l 신고하게 하는 전면보고체제를 준비하여 계속적으로 회원국틀과 협

의하고 있다. 전면보고체제에 대해서는 제2철의 IAEA 동향에서 좀 더 자세

히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lARA가 안전조치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완자력의 평화척 이

용중진 부문을 파EA에서 분리하자는 보고서가 미국의 사젤 연구기판인

mSS(Institute for Resource and Security Studies)에서 발표되어 주목이 된

다.25)

마. 미국의 정책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은 사실상 미국이 국제 핵비확산체제률 이끌어 간다

는 측면에서 국제 핵비확산체제애 큰 영향올 마친다‘ 미국의 빽비확산 청책

은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척으로 강화되어 나가고 있다고 보여친다.

1992년 4월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는 일괄 핵확산통제 법안(Omnibus

Nuclear Proliferation Control Act)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하원에도 이

25) 안lOmpson. Gordon. Strengthen the Intematiα따I Atαnic Energy Agency, Institute
for Resource and Security Studies. Working Paper No.6., 1앉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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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제출될 예정으로 있다.26)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뼈확산에 가답한 기

업은 미국 정부 조달애서 제외하고， 핵확산에 가담한 국가에 대하여 미국의

무기 수출 빛 청부 원조를 금하며 핵확산에 자금을 체공한 끔용기관은 미국

내에서 영업올 금지시킨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정당하지 못한 수출을 한 기

업에 대하여 미국 내에서의 상업 활동을 금지하는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함

으로써 수출통제의 효과성올 높히자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1992년 7훨 미국 부시 대홍령은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생산올 중지한

다는 발표와 함께 핵무기와 화학무기 비확산정책을 채강조하였다. 사실상 미

국은 1잃4년 이 래 핵무기용 고농축우라늄올， 1988년 이 래 플루토늄올 생산하

지 않고 있었다. 이 발표는 마국이 핵무기 확산을 막는데 이니셔티브룹 갖고

모든 노력올 다 하겠다는데 의의가 었다고 하겠다. 미국의 핵비확산에 대한

기본 입장으로 발표된 내용올 요약하면 다옴과 같다.깜)

。기본 원칙

@ 미국은 핵확산에 반대하는 현존 세계적 규범 (global norms)올 확립하고， 가

능한 한 01률 강화하고 넓혀 나갈 것입.

@ 중동， 컬프만， 남아시아. 극동등 핵확산 위험이 폰째하는 차역에 특별한 노

력훌 경주합 것입.

@ 미국문 비확산 정책에 있어서 충대한 01슈에 대한 선도적 역활율 계속 수

행하는 동시에 가늄한 한 최대로 다각적인 지지툴 추구활 것입.

@ 미국은 정치 l 외교， 경제， 정보 활동. 지역 안보， 수출홈제 및 다룰 가능한

모둔 경로률 흩하여 핵확산 이슈률 커론할 것임.

。정핵 목표

- 핵물질· 미국은 핵폭발 목적으로 플루토늄이나 고농축루라늄올 생산하지 않

률 것입. 이는 충동이나 남아시아와 갈이 긴장상태에 있는 지역의 국가률

이 갈은 행동률 획하도룩 고무하고자 하는 것입. 미국은 남아시아. 한반도，

또는 핵확산 위휠이 있는 다론 지역에서 핵무기용 핵물질율 생산하고 초

달하는 것률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밤안에 대한 다각적인 지지툴 후구

26) Nuclear Fu리I April '%1, 1992, pp. 16-17.
'%1) Nuclear Fu머， July ro, 1992,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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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암.

- 다각적 조치 (M내tllateral Actions)"

·국제적 핵비확산 규범의 준수

·국제적 핵비확산 규범의 강제적 시행

·특별사찰체제와 핵무기 해체에 대한 지원

·조화된 수훌톰제 시스탬의 추구

- 지역적 노력

·남아시아. 월프만， 중동， 및 한반도 지역에 대한 륙별한 노력 계속

·구소련 공확국률과 다음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

* NPT, 생물확적무기협약， 확학무기협약 등과 갈운 국제적 협정의 실시

• 핵울질 및 핵관련 장비에 대한 효과적인 겨|량관리와 물리적 방호

* 효과적인 수훌톱제

• 안전한 핵무71 해체와 핵무기 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톰제

* 핵우기 전문카틀률 평화적 목적의 사업으로 전환

- 세계적 규범

·NPT의 무기한 연장과 툴래텔레코조약에 모든 대상국 가입 추구

·IAEA 강화 및 안전조치 예산 종액에 대한 지원

·CIA 산하에 새로 생긴 비확산 센터둥 정보 담당 부서에서도 국제 핵비확

산체제률 지원

이상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올 잘펴 본 바와 같이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핵확산올 억제하는데 이니셔티브를 취고 계속적인 노력올 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논 냉전 종식 후 미소 강대국이라는 재념이 째어진 상태에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남으려는 미국의 속챔도 착용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은

부시 정부에 이은 클련턴 청부애서도 계속적으로 견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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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비확산체제 평가 및 전망

본 절에서는 국제 핵바확산체제가 어떻게 평가되고 전망되고 있는 가를

국제정치학자들의 견해를 빌려 살며보고자 한다.28)

1990년대에는 국제적 핵비확산 정책에서 있어서 세가지 주요문제가 제기

될 것으흘 전망되고 있다. 첫째는 이라크와 북한과 같은 국가틀의 핵무기 개

발올 지연 또는 저지시키는 전통척인 핵비확산에 관한 문제이고， 둘째는 남

아시아와 중동파 같은 지역에서 핵확산이 일어난 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

야 하는 가와 판련된 푼체이며 셋째는 구소련의 봉괴와 그에 따른 핵무기

빛 기술의 확산파 판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 핵확산 저지 문제

핵비확산 정책은 그 청책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

니라 그 청책이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인 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문제이다.

핵무기 기술은 반세기가 지난 기술로서 누구나 마옴만 먹으면 개발할 가농

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발활 수 있다는 가능

성 그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통제 밖애 있으며 어느 정도의

핵무기 개발 의도를 갖고 있는 지가 문제이다. 만일 핵비확산 정책 목표가

어떠한 확산도 방지하는 것이었다면 이러한 정책은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다

고 보기 힘들며， 만일 정책 목표가 불안정 상태를 판리하기 위해 핵확산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이었다면 상당한 성공이었다고 판단된다. 현재 거의

40여개국이 핵무기생산을 위한 기술적， 경체적 농혁올 보유하고 있으나 이

국가틀의 25% 이하만이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숫자는 1963년도에 미국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이 예측한 1970년

대에는 15-25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여 위험이 최고에 달할 것이라는 예

측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29)

NP1‘는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중심으로서 1960년대 중반에 유엔에서 논의

되기 시착하여 1970년애 발효되었다. NPT 하에서 핵무기 버보유국플은 어

28) 주로 Nye(l뾰2)， Sb밟unan(l뾰2)， 그리고 Fischer (l992)롤 창조하였옴.

29) Nye, 전게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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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핵무기포 제공하거나 수령하지 않고 또한 그들 국가의 모든 원자력시

설을 IAEA의 안전조치 하에 두겠다고 약속하였다. 핵무기 보유국들은 웬자

력기술의 전면적 제공 핵폭발의 평화적 이용에 따른 잠채척 이악의 체공 및

효과적인 무기감축 노력에 성실히 협상할 것올 약속하였다. NPT에 반대한

중국，프랑스，남아공화국，아르헨티나，브라질， 인도，이스라엘，파키스탄，그

리고 알제리아는 핵우기를 보유한 국가와 보유하지 못한 국가에 대하여

NPT가 차별적이라고 비난하여 왔다. 이스라앨은 1960년대 발에 비멀리에

능력을 배양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 인도는 명화적 목적이라는 명목 하에

핵실험올 1974년에 실행하였다. 파키스탄은 1잃0년대 얄에 핵무기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몇몇 전문가들은 남아공화국도 1980년대 중반에 핵

무기 제조농력올 개발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나 1991년에 남아공화국은

핵무기 보유국이 되려는 야망올 부인하고 NPT에 가입하여 혐째 IAEA 안천

조치를 받고 있다. 또한 프랑스와 중국이 1992년 NPT에 청식으로 가입하여

모든 핵무기 보유국이 NPT 회원국이 되었다.

매 5년마다 열리는 NPT 평가회의에서 핵무기 비보유국틀은 핵무기 보유

국들이 기술이전에 소극적이었으며 군촉 수단의 하나안 포괄척 핵실험 금지

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불평하여 왔다. 1995년에는 NPT 연장에 대한 회의가

있게 되는데， 이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마찰에도 불구하고 NPT는 핵확산이 국체명화와 안전에 나뻗 것이며

핵확산 국가는 국제적 합의를 위반하는 대가로 정치적언 불아익올 당해야

한다는 원칙올 인식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핵비확산체체는 규칙(rules)， 규범 (norms)， 그리고 국제적 문제를 관활하

는 제도의 집합체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기본적인 규범은 주권국가뜰이 자국

올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합법척이라는 가정을 초월하는 것이며，

핵비확산체제는 NPT륭 중심으로 하여 파EA나 라틴아메리차 버핵화조약과

같은 지역적 협정과 체토틀올 포함하고 었다. 이러한 핵비확산체제는 각 국

가들이 국내 및 국체적으로 갖는 인센티보에 명향올 미철 수 있다. 핵확산이

비합법적인 것으로 비난 받올 때는 국가내의 그룹이나 행청부가 훨자력 프

로그램올 시작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는， 국제적으로， 조약에 명시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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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는 것이 의무를 위반하는 국가의 원자력 프로그랩을 어렵게 만들고 다

른 국가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NPT 당사국

이 아닌 국가의 경우에도 제재조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툴변， 인

도의 핵폭발 실험 후 인도의 완자력 프로그랩ξ 카나다， 미국 둥의 제재조치

로 심각하게 저지된 척이 있다. 몇몇 국가틀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가졌다가

포기화재 된 것은 부분적으로 외부의 압력에 끼언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대

부훈은 핵무기 확산에 대한 강화된 체제에 기언한다고 보여친다.

나. 핵확산 후의 조치 문제

핵확산후 청책에 있어서의 문제는 이미 개발된 핵무기에 대해 효파적인

통제를 하도록 해야 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뜰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동기

를 갖지 않도록 핵확산극에 어떤 체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미

개발된 핵무기가 불법쩍오로 사용되꺼나 테러 집단의 수중에 들어갈 위험성

올 고려하면 새로운 핵무기 국가들의 핵무기 통제나 명령 계통올 개선하기

위환 기술켜 원조는 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가 핵확산올 한

국가에 대해 보상올 한 팔이 되어 핵비확산체제의 억제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작용합 수도 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동 지역에서

NPT 서명 후에 핵확산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툴

게 되었다.

빽확산후 갱책의 EE.다른 딜레마는 본연의 성격상 은밀할 수 밖에 없는 새

로운 핵무기 프로그램올 어떻께 밖으로 드러내도록 하느냐는 것이다.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계속 비밀올 유지하는 경우， 핵확산 국가는 어떤 경우에 핵무

기를 사용하겠는가에 대한 원칙을 확실하게 표방할 수가 없다. 이러한 명확

한 원칙이 없올 때， 상대 국가는 어느 시점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때라

는 것올 추측어나 감으로 판단활 수 밖에 없어 핵전쟁의 위험이 그만큼 커

지게 된다.

확산후 일어나는 다른 청책문제는 보다 나은 핵무기 절째를 위한 핵실험

의 문제이다. 핵무기 재발에 었어서 최초의 핵폭발이 중요환 단계이기는 하

지만， 운반 가농한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혜서는 추가적으로 중요한 단계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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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거쳐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핵확산 국가의 경우 실험올 거치지

않고도 분열장치를 폭발시킬 능력이 있다고 자신감올 가질 수는 있지만 이

것이 성공하고 제대로 폭발력이 나올 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험올 억제하는 공식적인 실험 금지는 진보된 핵장치

의 개발올 더디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핵무기 개발의 초기 단계를 지났다 하

더라도 이를 채발 향상시키는 시간올 늦출 수가 있올 것으로 판단원다. 포괄

적 핵실험금지는 기존 핵무기의 신뢰성 향상과 안전성 개선올 위한 실험에

저해가 될 것이나 핵확산올 행한 국가의 핵무기 개량올 저지하는 데는 도움

이 될 것이다.

확산후 정책온 또한 운반체계(delivery system)의 문제에도 초점올 맞추

어야한다. 개발환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칭하는 운반체계의

개할야 필수적이다. 1989년에 전 미국 CIA 국창 웹스터 (W파iam Webster)는

20세기 말까지 약 15재국이 한도 미사일올 생산할 농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이보다는 더 척올 것흐로 보인다.30) 이는 이틀 국가들의 대다

수가 기술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앨과 인도 두

국가만이 사정거리가 1，αJOlon 이상의 탄도 미사일올 개발하기 위환 중요한

계획올 까지고 있으며， 1잃0년 아르헨티나-이집트-이라크 공동의 미사일 개

발 계획인 콘도르(Condor) 프로헥트는 중지되었다.않) 이는 부분적으로는

1985년의 MTCR 때문이라고 보여친다 이 체제에웰선천국틀은사정거려가

300km 넘는 미사일 기술의 수출올 제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핵확산후 정책은 핵확산 국가가 대규모 핵무기와 운반 수단

을 재발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면서 핵무기나 기술이 제3국이나 불순집단의

수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초점올 룰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쌍무적 청책수단은 파키스닫에 행한 제재， 이스라앨에

제공한 원조와 같이 강온 양면의 정책올 모두 포함할 수 있올 것이다. 다국

적 수단으로는 NP1‘ 위반국에 대한 유엔의 제채， 해당지역의 신뢰 구축， 칼

둥요인올 감소시키기 위한 사찰 수행， 분열성 물질 생산의 삭감， 분열성 물

철 저장소의 IAEA에 의한 감시 둥이 있올 수 있올 것이다.

30) Nye. 천게서.
31) Nye. 천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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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후속 조치 문제

구소련의 붕괴에 따륜 문제에 대해서는 앞의 핵버확산 동향에서 살펴 보

았다. 현재 핵비확산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중 구소련의 붕피에서 파생

한 문제들이 가장 시끔히 해결해야 할 문체틀어 아닌가 한다.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로부터의 구소련 공화국들에 대한 끼술적 재정적 지원은 중앙

군사당국이 여러 지역에 산채혜 있는 핵무기를 러시아에 있는 국제적으로

잠시되는 저장소에 집결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핵확산 방지륭 위하여 선진국들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멜라루스 공화국

혜게 이들 국가들이 핵무기 비보유국으로서 NPT에 가입하고 기존의 무기통

제 협정올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공화국틀이 민캄기출

에 대한 수출통쩨체체를 구축하고 런던클럽이나 MTCR에 가입하도록 원조

하여야 한다고 받아 들여지고 있다. 또한 무기통체회담， 기출 전수， 비정부척

첩촉 퉁올 롱하여 구소련 공화국툴의 핵무기 통제문제에 대하여 교육시키는

데 도웅올 추연서 명형과 통제체계의 붕괴 위협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정책으로 대용해야 할 훨요성이 있다고 본다.

경제 및 사회적 혼돈올 피하는데 도움올 주는 폭넓은 인도주의적 청책과

기술척 지원은 비확산 청책의 하나로 받아 를여질 수 있다. 특히， 새로운 핵

무끼 저장소와 핵무기 해체 창고의 건셜올 위하여 외부로부터의 지훤이 제

공될 수도 있올 것이다， 1991년 말 미국 의회는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었도록 4억 달러의 예산올 계상하였고 또한 이 예산이 구소련 원자력 과학

자틀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것도 체시되었다，32)

핵무기와 분혈성 물질의 저장을 감시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국제척 역활은

이러한 것들의 유출올 감소시키는데 도움올 줄 수 있올 것이다.

4. 우리의 대용방향

현채의 국체 훤자력 정세를 살펴 보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추구에

32) Nye, 천게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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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기보다는 핵무기 비확산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평화척 목적올 위한 훤

자력 활동올 제한하기 위한 수단틀올 강구하고 있다. 세계 명화와 안전올 추

구하는 우리나라는 기본척으로 국제적언 핵비확산 노혁에 동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핵비확산 노력이 차칫 원자력의 평화척 이용까지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국제 핵비확산 동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대용방향올

모색활 수 었다.

첫째， 환국이 핵비확산을 위하여 재처리와 농축시젤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실을 여러 국제회의애서 천명하면서 우리의 핵비확산 의져를 대외

에 알려는데 더욱 노력하여 국제적 신뢰도를 충진하여야 한다，

- 둘째， 전체적오로， 냉전 종식후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신속하고 융통성 있

께 대처할 수 있는 농력올 키워야 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위흥I한

우리나라는 자첫 잘못하면 이 중간에 끼여 이쪽 저쪽에서 손해만 볼 수도

있고， 잘 하면 양쪽의 중채자 역활로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올 높일 수도 있

는 철호의 껴회라고도 본다. 이는 훤자력 분야에 있어서 더 철실한 파쩨라고

본다.

셋째，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수출통제체체애 신축척으로 대용할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원자력 수출통제는 기술자렵을 추진하고 있논 우

리의 정우 째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체적 신뢰도를

높이고 청점 높아 가는 기술 보호주의 장벽을 조급어라도 뚫71 위해서는 국

제 수출흉쩨체제에 쩍극 참여하여야 하나， 이제는 이중사용품목까지 통쩨를

하게 됨에 따라 국내 산업의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가농성야 많다. 따라서，

국제 수출통체체체에 가입하는 것올 척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분석올 하는

뚱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제 핵비확산올 위한 성의를 표시하면서 우리가 얻

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지를 분석하여 대웅하여야 한다. 이것은 과거의 핵

비확산체체 만으로는 효과적언 통체가 설질척으로 불가능하다고 느낀 선진

국들의 노력에 동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기술자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통제에 대한 문제는 본 연구의 한 부분으로 제4장에

서 좀 더 자셰히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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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2 절 IAEA 동향

IAEA가 창설된 1957년 이후 35년간 파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중진

과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화하

는 세계정채에 척용하면서 인류의 번영과 복지향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활 것이다.

1992년에는 미국과 러시아칸 핵무기 감축 노력， 이라크에 대한 사찰실시

와 검중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문제 및 북한의 기구사찰

결과 풍 변혁의 셔대를 대변해 주는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특히 리우

정상회담 이후 지구환경 보존올 위한 인식의 변화는 훤자력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자력발전만으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척어

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는 원자력발전을 제외하고 해

결하기 어렵다는 철론에 따라， 세계 에너지 션핵문제， 경제성 버교문제， 보건

및 환경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IAEA, IIASA, UNIDO, OPEC 둥이 기구간

사업올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 “ Vienna Four"를 설립하였다.

1992년온 이외에도 핵무기보유국인 중국과 프랑스가 NPT애 가입함에 따

라 국제 핵비확산체제룹 강화하는 분기점이 되었으며 1995년 NPT 연장문

제를 검토하기 위한 비공식적 검토작업이 주요국들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또

한 구소련의 해체에 따라 러시아공화국올 비롯한 멜라루스， 우크라이나 풍

기존 회원국이었던 공화국틀 이외에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크

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우즈베키스탄 풍 구소련이 총 9개국의 회웬국으로 증

가되는 변화가 있었다.

본 절에서는 1992년 IAEA 이사회 및 총회에서 거론된 많은 의제플중 우

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전조치 강화문제와 북한문제에 대한 진행현황을

살뼈보고자 한다. 특히 !ABA 이사회에서의 북한판련 토론은 6월 이사회가

매우 중요한 천환점여 되었는데 핵의혹올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구의 사활

뿐만 아니라 남북한 차원에서도 성의를 보이도록 국제적인 압력올 가하여

북환의 핵개발에 대한 의혹이 아칙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중폭되고 있다는

인식올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는 계기자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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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조치 강화

NPT 가입국이며， 기구33)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이라크가 버빌리

에 농축 빛 핵부기 개발계획올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진 후 안전조치 검증

빛 보고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IAEA에서는 안전조치 강화

와 관련휩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랴한 논의논 특히 마국의 정권 교체와 더불

어 가속화휠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대 핵확산 방지가 원자력 이용개발보다

우선한다는 민주당 카터 대통령의 선언이후 점차 원자력의 이용개발 측면이

강조되어 오던 상황에서 다시 민주당 청부가 입각함에 따라 강력한 핵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틀이 취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논 곧바로 IAEA에도 영향올

미철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턴 민주당 정부는 핵확산 방지를 위해 국체적으

로 강화된 범세계적인 수출통제체제의 구축과 더불어 원자력 분야에서 선전

국파 후진국이 모두 회훤국요로 참여하고 었는 유일한 국제기구인 IAEA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올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5년 NPT 연장문제

와 이중사용품목에 관한 수출통제 빛 IAEA에셔의 안전조치 기능 강화풍 일

련의 상황들을 예의 주시할 훨요성이 있다.

IAEA 안전조치 강화 움직임의 골자는 핵확산과 관련되는 모든 청보를

완벽하게 검토·평가하며， 비원자력 분야를 포함한 모든 원차력활동에 대한

보고가 어루어져야 한다는 이른바 전면보고체제의 구축이다. 전면보고체제는

크게 평화적 목적율 위한 핵불질의 수출업 및 재고에 관한 전면보고와 명화

적 목적올 위한 장비 빛 비핵물질의 수출입에 대한 전면보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핵물질의 수출입 및 채고에 관한 전면보고

현채 전면안전조치협정에 준한 핵무기 버보유국， INFCIRC!66/Rev.2에 준

한 핵무기 비보유국 및 핵무기 보유국들은 기구에 헥물질의 수출， 수입 및

생산융 보고하고 있으나 핵확산 방지를 확실히 하기에는 불충분한 상태로

현재의 보고 요건 강화뿐만 아니라 재고에 대한 보고도 청가하자는 논의가

33) 여기서 기구란 파EA률 가려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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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다.

핵물질의 수출입과 판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안은， 핵물질의 수출업 보고

에 대한 현재의 요건에 구애됩이 없이， 명화적인 목적올 위하여 수출입되는

모든 핵물질올 이전 발생환 달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자는 것이다. 이는

원자력용 또는 비원자력용에 관계없이 평화적인 목적올 위하여 이전된 핵물

질이라면 보고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보고에서 제외되는 핵물질은 비원자

력 활동에 사용되는 소량의 우라늄(천연 또는 감손)과 토륨으로서， 1회 선적

량이 1001땅 미만이고， 12개월간 이전된 양이 l(뻐kg 미만일 경우에 한정된

다. 그러나 플루포늄과 농축우라늄의 청우 용도와는 판계 없이 수출입올 보

고하도록 요구하고 었다.

핵물질의 재고보고체제를 완벽하게 만틀기 위혜서는， 핵불질의 수출업판

련 정보뿔만 아니라， 핵불질의 생산과 위치에 대한 갱보도 펼요하다. 현재는

전변안전조치협정올 기구와 체결하고 있는 국가틀에 한하여 성형가공 또는

동위훨소 농축에 척합한 순도 및 구성에 이른 핵물질의 국내생산올 기구에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순도와 구성에 있어 이 수준에 이르지 않은 핵물질의

국내생산， 국내이천 및 재고에 대하여는 보고활 의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었

다. 이와 판련하여 현째 천면안전조치협청 체결국가들은 청광 빛 아칙 순도

나 구성 면에서 생형가공 및 동위원소 농촉에 척합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

으나， 계속 처리확고 있는 핵薰질의 채고룹 위치별로 일년에 2회 보고하자는

안이 쩨거되어 었다. 여기서 보고는 6개월째 되는 달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버훤자혁용의 핵물질에 판련하여 평화척 비훤자력 활홈에 이용되고 있는

핵물질올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천면안전조치 체결국가들은 자국이 제출활

최초재고목록에 평화적인 원자력 및 비원자력용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핵물

질올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즉， 정팡 및 순도나 구성 면

에서 아직 성형가공 또는 동위원소 농촉에 적합하지 않는 핵물질틀도 최초

재고목록에 포함하여야 한다논 것으로 이려한 물질들은 일단 최초재고목록

에 포함된 이후에는 안전조치의 적용올 변제받게 퇴거나 관련 안전조치협청

에 준하여 안천조치외 척용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자논 것이다.

24



향후 구축하고자 하는 보고체제의 보편성올 확보하기 위하여 핵무기보유

국， INFCIRC/66!Rev.2 협정미체결 국가들도 전면안전조치 체결국가들과 마

찬가지로 핵물질의 재고를 위치별로 일년에 2회 보고하게 하자는 주장이 쩌1

시되어 있다. 한편， 검증은 전면안전조치체결국가에 국한하여 자료 분석과

평가에서 나타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환 경우에는 검중올 혀용하자논 주장

도 제기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안전조치 강화 활동에는 인력과 예산이 뒤따라 주어야 하

므로 기구의 예산중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러한 체안들은 혐재의 안

전조치협정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러한 체안들이 우속력올 지니기 위해서

는 의정서를 채태하는 것이 바랍칙하다.

나. 장비 및 버원자력 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전면보고

혐재 거구에 장비 및 비원자력 불질의 이전과 판련하여 청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INFCmC/66/Rev.2에 준하여 안전조치협청올 체컬한 수입국으

로만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안전조치률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INFCIRC/66lRev.2에 준한 안전조치협정 체결국올 포함한 모든 국가가 장비

및 비훨자력 물질의 수출과 수압올 보고하게 하자는 안이 체시되어 있다.

전면보고에 사용될 장비 및 비훤자력 물질 목록은 쟁거위원회의 통제품목

과 런던클럽의 통제품목올 근간으로 하여， 이에 일부 품목올 추가한 것으로

사무국이 신규 추가한 기술은 레이저를 이용하는 우라늄농축장비， 화학교환

장l:11 ， 전자기분리장비 빛 플라즈마 분리장비 풍이다.

전면보고체제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보고대상품목의 이전이 발생한 때

분기의 마지막 달로부터 60일 이내에 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조치협정

에 따라 필요하다면 여 보다 더 일찍 보고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편， 기구는 수출입기폭올 수립 빛 유지하고， 일치 여부를

검사하는 것과 함께， 수출입 판련청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도록 제안되어

있다.

평화쩍 목적의 장비 및 비원차력 물질의 수출업에 판한 천면보고와 판련

한 검중이 가농한 유일한 경우는 천면안전조치체결국가에 한하며， 자료의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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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평가를 거쳐 나타난 불일치를 규명하기 위한 경우에 수행되도록 제안

되어 있다.

다. 현재의 보고체제와 전면보고체제의 비교

전면안전조치를 체결한 핵무기비보유국의 현채 보고체제를 살펴 보면，

φ 수출의 경우， 핵연료성형가공 또는 동위훨소 놓촉에 적합한 조성과 순도에 도

달하지 붓한 토륨 또는 우라늄올 포합하고 있는 물질올 핵무기비보휴국에 수

출할 청우 모두 보고해야 한다. 반면， 이러한 물질이 명빽하게 비훤자력 목척

으로 사용되거나 핵무기보유국에 수출되는 경우에는 보고가 펼요 없다. 그리

고 이와 같온 조성과 순포에 도달한 핵불질의 수출온 기구에 보고하여야 한

다.

@ 수업의 청우， 핵연료성형가공 또는 동위원소 농축에 척합한 조성과 순도에 도

달하지 뭇한 토륨 포는 우라늄융 포함하고 있는 물질올 수입합 갱우에 모두

보고해야 한다. 반면， 이러한 물찰이 명빽하께 비훤차력 목척으로 사용될 청

우에는 보고가 휩요 없다. 그리고 이와 칼온 초성과 순도에 도랄한 핵물질의

수업과 핵연료주기의 후반부에서 생산되는 핵불질의 수입온 기구에 보고하여

야 한다.

@ 생산의 청우， 핵연료성형가꽁 또논 동위훨소 농축올 하기에 척합한 순도와 조

성에 도랄한 핵물질의 모든 생산올 보고해야 하며， 핵연료주기의 후반부에서

확 핵물칠의 모든 생산도 보고하도록 되어 었다.

전면보고체제하에서의 각 경우를 살펴 보면，

@ 수출업의 경우에는 천면안전조치 당사국 여부에 판계없이 홍보 내지눈 홍고

(infonn)에서 수출입이 발쟁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일 이내에 보고

(r，따>011:)로 바뀌었다. 한편， l:11 훨자력분야도 보고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단， 천

연 포는 감손우라늄 또는 토륨의 경우 일회 선척이 1따{g 미만이고， 1년 수출

입 양이 1αXJkg 미만힐 경우에는 보고에셔 제외된다.

@ 재고의 경우에는 전변안전조치협정 체결당사국에만 판련되어 있다. 성형가공

또는 동위훨소 농혹에 척합한 순도와 조성에 도달되지 뭇한 핵물질의 재고，

국내생산 또는 국내야천에 대한 보고의무가 현채는 없으나 지역별로 정광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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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재고의 연 2회 보고 및 지역별 핵연료성형가공 또는 동위원소농촉에 적합

환 순도와 조성올 갖추지 봇했으나 추가공정융 거찬 핵물질의 연 2회 보고률

하도록 변경되었다. 보고는 6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다.

최초재고목록에 포함될 내용을 살펴보면 전면안전조치협정 혜결당사국은

평화적인 비원자력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핵물질올 명확하께 하기 위하여 최

초재고목록에 명화척인 훤자력용 빛 비훤차력용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핵울

질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단， 한 장소에서 비완자력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천연 포는 감손우라늄 또는 토륨의 총량이 l00kg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하도

록 되어 있다

핵무기보유국 및 안전조치협정 미체결국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연 2회 핵

풀질의 채고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요나 원자력분야와 비훤자력분야에 대한

언급은 없다.

표 2-1. 전면안전조치협청 체결당사국에 판한 현재와 강화 후의 비교

구 분 현 재 보 고 체 제 천 변 보 고 체 제

。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 I 。 핵비확산윷 위한 정보의 Cross-
기본원칙 | 에 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검증 I checking및 비원자력분야를 포함

반을 목척 (exclusive purpose I 한 모든 원자력활동에 대한 보고
。f verifying)-최소한의 원칙 i 강화

。 A률 얘WS에 수출할 경우 모두
보고

。 A가 명빽하게 비원자력 북척
수 출 | 요로 사용 또눈 NWS에 수출될

경우 보고가 필요없음
。 B의 수출은 보고

。 A를 수입한 경우 모두 보고

。 A가 명백하게 비원자력 목척
수 입 | 으로 사용휠 경우 보고가 필요

없음

。 g앓F휠헐짧훌혈뿔좋겹옐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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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A 당사국 여부에 관계없읍.
。 사용용어 가 inform:> report
(수출이 발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 바원자력분야포합α의 1회 선척

않。밟쁨맑밥 몇 J2캘휠폐E려이
。 플루토늄콰똥혹후라늄은 차용에
관계없이 보고

。 CSA 당사국 여부에 관계없음.
。 사용용어가 inform:> report

탈쾌)마져막

합(C의
12개월 누적이

。 릎후훌협갤호축후걷f露?혔센



표 2-1.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당사국에 관한 현재와 강화 후의 비교 (계속)

구 분 전 면 보 고 체 제

재 고

현 재 보 고 체 제

0 핵연료성형가공 또는 동위원소
농축에 적합한 순도와 조성에
도탈되지 못한 핵불질의 재고
또는 국내생산 또는 국내이전
에 대한 보고의무 없읍

。 원산져 여하에 관계없이 안전
조치 대상이 되는 모든 핵물잘
에 대한 채고북록( 41조)

j”
되

손
m

-
학
많
함
뀔
감
이챔

목
’
”포
잔
는
량

41
•

ψ쐐
끓
챔
뾰
」
않

η
빨

초
샘
불
원
쳐
」
률
)-U

최
원
핵
비
는
토
뼈
-
섭


은
비
든
서
이
흐
닐

-
설

←
빛
모λ
”·
4
많
핸-
빨

L
3
1
는
‘
-
-
되
늄
-

4
력

”
정

1
‘
미
-
별

j캔
·
·
있
용
라

-

자
A

즙
「
고

때
웰
』
고
에
사
우
·
앵

-
지
보

。

。빡

융

-
녁

같

에

1
k
·
음

고

μ
없

채

이
끼
푸

1Jin411낸
￡
R
파

。
’
된
뻐
보

사
휠
。
쩌L
F

생
한
R
윈
-

mFV
m뼈
m
m뼈

。

。

。

대
뿜
천
，

。 모든 국가는 장비 및 비원자력
물질의 모든 수출입율 기구에
보고( 북록은 GOV12589 의 Attach
ment)

。 보고대상품묵의 이천이 발생한
매분기의 마지막 틸로부터 60일

다면 안천조치협정에 따라 더

。 빨링많꽃출입 기록율 수립 및
유지하고 일치여부 검사

。 수출입관련 정보는 기밀유지

。 검종활동아 가능한 유일한 경우

릎#않 황삭훌앨짧한엎}갚웰실
치 규명을 위한 경우임 (계속)

lit A : 핵연료 성형7공 또는 동뀌면소 농축엔 적합한 조성과 순토에 도탈 하지 못한 토
륨 또는 우라늄을 포함융 고 。는 물질

우라늄율 포함하고 있는 불철
C. 천연 또는 캅손우라늄 또는 토륨
CSA :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전면안전조치협정 )
NWS : Nuclear Weapon States
NNWS : Nαl-Nuclear Weapon States

협벌Z둠
불질의
수출입에
관한
전면보고

。 INFCIRC/66/Rev.2에 따라 장비
빛 바원자력불질의 。I전과
관련된 정보를 수입국의 경우
에만 국한되어 제공받고 있음

라. 이사회 및 총회에서의 토론 현황

1992년 6훨초 사무국에서 각국에 전면보고체제에 대환 내용올 젤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은 막대한 보고량 중가와 인력소요 풍으로 유보쩍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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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올 보인 일본， 독일， 카나다 풍의 회훨국들이 있었는가 하면 대부분 재도

국들의 의견은 각국내 사찰체제의 청비와 재정부담 둥으로 전변보고체제의

실시는 앞으로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올 표명하였다. 인도와 말레

이지아 풍은 전면보고륭 수출에만 한청하면 대부분의 재도국이 수입국이므

로 업무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입장올 표명했고， 태국은 안천조치 강화문제

는 특별사찰제도 확립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사회에서의 논의는 효과척인 안전조치 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한 척절

한 방안울 강구하는데 초점이 모아졌으며， 많은 이사국들이 전면보고체제에

대해 긍청척이었다.

1992년 6월 이사회시 전반척인 토론 내용윷 보면， 우선 미국은 비원자력

물질의 전면보고는 핵확산방지를 위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었다. 비국은

또한 의청서 채택올 전적으로 지지하며， 수출업에 대한 천면보고체제의 시행

올 위해서는 -청보의 수집， 분석， 기록 빛 평가체쩨의 구촉이 필요하고 이륨

위해 기구 내에 2명의 요원 충원이 펼요할 것이라는 둥 척극척으로 천면보

고체쩨를 지지하였다. 미국 외에 지지릅 표명한 국가들올 보면 EC률 대표하

여 발언한 포르투갈， 카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루마니아， 노르훼이， 불가리

아， 독일， 한국， 오스트리아 및 그리스 둥이다.

프랑스는 전면보고체제의 기본원칙에는 동의하나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수출입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올 유보하면서

SAGSI(Standing Advisory Group on Safeguards Implementation)에서 협 의

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것올 요청하였다.

한편 중국은 전면보고체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특히 의정서

형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 기구와 회원국간 쌍무협쟁이 보다 용이한 방

법이 71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4가지 의견올 체시하였는데，

φ수출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지하나 채고에 대해서는 반대하고，(2)전

면보고는 채청척 어력옴으로 곤란하지만 합의차원에서논 신축적으로 용할

수 있으며，®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비원자력 목적에 대한 사항은 삭제해

줄 것올 요청하면서 다딴 합의를 위해서는 신축적으로 용할 수 있고，@형화

척 목적의 장비 및 비원자력 물질의 수출입에 천면보고중 수출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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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나 수입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망한다는 것이다. 중국 이외에 반대 또

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국가들을 보면，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

제리아， 일본， 태국， 자이레， 러시아， 인도， 파카스탄， 이란， 멕시코， 쿠바， 빼트

남 및 칠레 둥이다.

총회에서는 많은 개도국들이 파EA의 안전조치 활동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파EA의 기술훤조 협력활동야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주장하였

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제평화 몇 안전유지를 위해 안전조치의 필

수성윷 지척하고 퍼EA의 특별사활 권한올 재확인하면서 핵시셜 절계정보

조기제출 제도 확립에 대한 IAEA의 노력올 치하하였다. 총회에서논 원자력

의 비평화척 전용방지 빛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협력 증진올 위

혜서 효과척인 안천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안천조치 제도의 효파성파

효율성올 유지·강화하여야 한다는 결의안이 합의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6훨 이사회시 천면보고체제의 기본개념파 전반척 목적올 지지

하였고， 총회에서 특별사찰제도의 재확인 둥 안전조치쩨도 강화를 위환 이사

회 및 사무국의 노력올 치하하고， 앞으로 SAGSI를 활용한 안전조치 경버

절감 방안의 연구 둥 안전조치제도의 효과성파 효율성올 강화하키 위한 추

가척 노력야 있어야 활 것임올 촉구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결의안의 주요

제안국인 벨기에 호주 둥이 공풍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혜 옴에 따라

결의안의 공통제안국으로 가담하였다.

마. 전면보고체체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

우리나라는 기구와의 전면안전조치협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원자

력관련 시껄， 장비， 핵물질올 완전히 공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완전히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완전 공깨를 혜온 국가들에게 더

욱 강한 족쇄를 채우는 조쳐플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비차

별성 빛 보편생 훤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전변보고와 판련된 기구에서의 활동은 외교성에 치우쳐 결정되기 보다는

기술성과 원자력산업의 활성화가 고려되는 의사컬청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

다. 다음은 전면보고체제에 대한 향후의 우리나라 입장을 살펴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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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천면보고체체의 기본훨칙은 핵확산 방지률 위한 lAEA의 역활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바랍직하다. 그러나 lAEA가 안전조치 업무룰 수행하고 나아가 전면

보고체제률 실시하는 것이 훤자력활동율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핵물질의 천

용방지 활동올 통해 평화적 훤자력활동용 촉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의정서 또는 기타의 방법올 준수하고 당사국이 된 연후 평화적 훤자력 활

동이 억제되고 훤자력 사업이 침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안전조치 강화

웅칙임이 비확산체체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감시체제만 강화

시키는 것이 농사가 아니라 핵물질의 천용 의욕올 근본적으로 환화 내지는

쩨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수출업의 청우， 비훤차력 분야롤 보고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관하여 기술척인

측면과 재정척인 혹변에서 협의가 필요하다.

@ 재고와 판련한 천면보고논 비차별척 훨칙에 입각하여 모든 회휠국에 척용되

어야 할 것이다.

@ 척용확대는 보편성 확보 측면에셔 바랍칙하다. 확히， 문체국가툴(threshold

coun바es)의 핵확산 의혹 체거에 도용융 출 것이다. 이러한 갱온 획근 남아공

확국의 핵확산 가농성융 기구 사찰팀이 77차혜냐 심충사활올 홍혜 밟혀 댄

것처럼 현재까지 풍체국가로 남아 있는 국가를온 국체척인 신뢰성 체고와 자

국의 훤자력산업 활성화률 위해셔도 척용 확대에 대한 성실한 지지가 필요하

다. 이 첨옹 북한에 대환 개방성 및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 검중활동 룩 사찰용 실시할 수 있는 국가들융 천면안전초치협청체결국에 국

한한 것온 본래 목척인 핵확산 방지률 위한 비차별성파 투명성 확보 노력파

배치되는 것이다. 이 역시 자료의 분석과 평가률 거쳐 불일치가 나타난 모든

경우， 모든 국가에 대하여 규명되어야 활 것이다.

@ 천면보고체쩨는 현채의 안전조치협청의 범위률 넘어셔는 만큼 구촉력융 지니

기 위혜셔는 법척언 초치(의청서 또논 거타의 방법)의 채택이 선행되어야 합

것이다. 따라셔， 우리나라는 자발척 보고에 판한 입장율 신중히 고혀하는 것

이 펼요하다. 략， 지난 6월 이사회시 우리나라가 천면보고체제의 초기 시행과

전면척으로 척용훨 수 있게 하기 위한 협의에 천척으로 창여하겠다고 활언한

것과 판련하여 lAEA에서 우리나라에 자발척 보고률 시급히 요청할 경우， 자

발척 보고에 대한 명확한 갱의 빛 활동용 위한 교육올 실시 중에 있다거나

기구의 교육 프로그햄아 펼요하다는 풍의 입장융 피력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융 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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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면보고체제의 실시률 위혜서는 의정서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에 대한 서명

빛 발효가 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면보고체제에 대한 의갱셔

는 두개로 개방훨 것으로 예상되며， 의정서가 개방되었올 경우 선별척 서명에

대한 것도 고려할 펼요가 있다.

2. 북한문제 동향

가. 1992년 6월 야사회시 북한관련 의제

북환판련 의체에 대한 회의는 6월 18일 진행되었으며， 일본，효주， 카나다

에 이어 한국이 4번째로 발언하였고， 며국， 러시아， 이집트， 프랑스， 독일， 태

국，노르웨이，앵국，아르헨티나，루마니아，모로코，그리스，인도네시아，에쿠

아도르，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알제리아， 우루구아이 순으로 총 227ij 국이 발

언하였다.

이어 의사규칙 50에 의거， 북한대표 오창렴의 발언이 있었고， 한국파 미국

의 반박 발언이 있은 후 회의가 종료확었으며， 회의 종료 이후 남북한은 각

각 별도의 기자회견올 가졌다.

1) 이사국플의 주요 발언내용

일본은 북한의 방사화학실험실 건설 목적과 닮lf.We 연구용 완자로의 운전

키룩 및 추출한 플루토늄의 종류와 양에 대한 의문올 제기하였으며， 남북한

상호사활의 초속한 실시 촉구와 9훨 이사회시 사무총장의 보고를 요청하였

다.

호주는 이번 사무총장 방북 둥으로 과거 북한대표의 핵시셜판련 발언내용

이 정확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으며，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은 채처리

시셜올 보유하지 않아야 합올 캉조하였다. 또한 5MWe 연구용 원자로의 운

전기록 빛 사용후핵연료의 양에 판한 청확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기구

의 일반사찰과 병행하여 남북 상호사찰이 실시되어 북한에 대한 신뢰가 제

고되어야 합올 강조하였다. 호주도 9월 이사회시 사무총장의 보고를 요청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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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다는 북한의 채처리시절 건절에 대환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자간 협정

올 보완하는 것으로 남북한 상호사찰이 중요합올 언급하였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구축올 회망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수석대표인 이시영 주오스트리아 패사가 발언하였는데 채처리

와 판련하여， 소량이라고는 하지만 1990년 플루토늄이 환리확었다는 점과 사

무총장 방북시 상용규모의 재처리공장어 건설 중이었다는 접올 거론하였다.

이 두가지 사실은 북환이 NPT에 가입한 1985년 이후에도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훨자력활동을 진행하였고，잃) 은밀하고 의도적으로 방사화학실험실파 상

-용규모의 재처리공장올 건쩔해 왔다는 것올 시사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시명 대사는 또한 북한에 대해 다옴과 같은 질문올 하였다.

φ 1990년 3월 이후 추출한 플루토늄의 정확한 양온 얼tJ}-이며， 계속 훌루토늄융

생산해 왔는가?

@ 방사화학실험실 용사률 계속할 것인지， 계속 꽁사툴 친척시킨다면 그 훤때의

목척온 무엇인가?

@ 사무총장온 고속로나 MOX 연료 가공수준이 초기 수준임이 푼명하다고 한

만큼 현단계에셔 상업 또는 연구목척이라는 것온 껄득력율 갖고 있지 못한데

재처리시셜올 건셜하논 이유는 무엇인가?

@ 실험실 규모에서 대협 상용규모로 기술척언 도약용 이해하기 어려운데， 중간

단계의 시절이 있는가?

이와 같온 질문과 더불어 북한이 앞으로 기구와 안천조치협청에 따라 천

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기구 사활올 통해 많lIWe 원자로의 운전

기록， 방사화학실험실 및 사용후핵연료의 조성과 양， 비공채되거나 은녁된

재처리관련 셔셜보유 여부 풍에 대환 철저한 규명이 펼요함올 강조하였다.

또환 북환이 재처리 및 농촉시절울 보유하는 것은 남북 비핵화선언 위반이

며， 북한은 재처리시셜 건철파 운전올 중지할 것올 촉구하였다.

며국은 북한이 사무총장에게 북한내 모든 시셜 공개를 약속한 만큼 모든

핵시컬 빛 물질에 대하여 최대한으로 검중이 이루어져야 합올 언급하고 재

34) 이는 6년 동안이나 기구와 안전조치협청 체결융 지연한 이유로 셜명이 가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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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껄올 계속 건철하여 가동한다면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증폭훨 것이며，

북한의 핵채처리능력은 비핵화선언에 의거 포기되어야 활 것임올 강조하였

다. 또한 남북한은 상호사찰 질사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무총

장에게 북환의 협청이행 상황을 계촉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러셔아는 북한의 협청 이행 상황올 평가하며， 북한이 계속해서 신뢰 구촉

올 위해 협조해 줄 것올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지속척인 이

행윤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극동 빛 세계 평화에 기여혜야 할 것엄올

강초하였다.

프량스는 북한의 핵재발 활동은 반드시 명화적이어야 하며， 이의 검증올

위해 남북한 상호사찰어 중요하다는 점올 언급하였다. 아올러 기구 사찰 및

남북환 상호사찰올 통해 북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게 되기흘 희망함

과 함께 9월 이사회시 사무총장의 보고를 요청하였다.

독일은 북한어 지난 1잃5년 이후 최근까지 안전조치협정올 지연시켜， 북

한의 핵개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옴올 언급하였다. 남북한 상호사활은

기구사찰과 별도로 중요한 보완적 의미가 있으며 국제사획의 신뢰 구축올

위혜 남북한간 합의사항의 철저한 야행이 있어야 한다는 점올 강조하였다.

이집트는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올 조속히 준수하기를 촉구하며， 이

는 타지역에 대해서도 모웰이 될 것이라며 그 중요성올 강조하였다. 영국 역

시 북한의 협청의무 여행과 판련하여 지속척인 협력이 펼요하며’‘북한이 신

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상호사찰 실시가 매우 중요함올 지적하였다.

루마니아는 일본， 한국， 미국 퉁이 우려한 바와 같이 북한 채처리시셜이

군사척 목척으로 이용될 참채적 위헝이 었으므로 포기되어야 하며， 기구의

북환내 모든 핵시절 및 물질애 대한 사활 질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9월 이

사회시 사무총장의 보고를 요청하였다.

알제리아는 2월 이사회 이후 북한의 협청 이행에 발전이 있었옴올 환영

하고 기구와 북한간의 지속척인 협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개방성과 투명성

이 높아질 것올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우루구아이는 북환의 방사화학실험실

에 대한 의문올 해소하는 노력이 훨요하고 한반도 버핵화션언을 이행하기

위한 상호사찰 설시를 지지환다고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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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대사의 주요 발언내용

이사국들의 발언에 이어 옵저버흐르 참석환 오창림 대사는 발언권올 얻어

NPT에 따라 환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껴 위해 북한은 일관성 었는 입장올

견지해 왔음올 강조하면서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일련의 조치플올 열거하였

다. 즉， 1992년 1월 30일 키구와 안전조치협갱을 체결하였고， 4월 9일 최고인

민회의가 이를 비준하였으며 5월 4일 북한내 모픈 핵물질과 시설이 포함된

최초보고서와 채고목록이 제출되었옴올 언곱하면서， 5월 중순 자발적이고 적

극척인 협력차원에서 사무총장올 초청하였으며， 기구가 요구하는 어떠한 장

소이든 공개할 것임올 표명했다는 발언올 하였다.

또한 오창립 대사는 기구와 모든 회원국들은 안전조치 문제가 훤만히 해

결되고 나아가 원자력의 평화목척 촉진올 위한 활발환 기술협력이 이루어철

수 있도록 북한의 입장올 지지혜 줄 것올 기대한다는 말과 합쩨， 북한의 월

자력 개발활동은 전기부족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자체 개발한 혹연감속로

를 가동 또는 건쩔하고 있옴올 강조하였다. 특히， 방사화학실험실은 핵연료

주기 연구를‘위한 것임올 언급하면서， 북한의 모든 핵시셜은 기구의 안천조

치 사활올 받융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6월 10일 사무총장의 셜명이 있었고，

이에 덧불일 것이 없다고 발언하였다.

다옴으로 남북한 동시사찰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한측이 주장해용 한반

도내 미군 핵무기의 완천 휠수， 미국의 핵무기 불사용 보장， 그려고 주환 미

군 핵기지 사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올 강조하면서 남한측은 주한 미군

기지룹 모두 공재하여 사찰에 용하여야 한다는 기폰 입장올 채언급하였다.

3) 북한대표 발언에 대한 반박 발언

우리나라 대표(이시영 대사)는 다수 이사국들이 제기한 외문사항애 대해

북한측의 탑변이 없는 점에 실망올 표명하였다. 또한 북한촉이 주장하는 상

호사활 실시 초건(주한 미군껴지 개방)은 국제적으로 인청되고 있는 대칭척，

상호주의적 검중 훤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북환측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공명하게 빽시젤과 군사기지도 공개하면 우리측도 핵시첼과 군사기지를 공

개할 준비가 되어 었다고 컬명하고， 남북한칸 협상이 교확상태에 빠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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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북한측의 부청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반박하였다.

미국의 케네디대사는 한국대사의 셜명에 전척으로 동감하며， 북한측이 주

장하는 내용은 불합리한 억지로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4) 6월 이사회 성파

당초의 예상파논 달리 많은 이사국들의 발언올 유도하는 교섭 이 주효하

여 최근 북한 핵문제가 원만히 진전되고 있다는 일부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22개 이사국이 우리나라 입장에 동조하여 발언하는 성과가 있었다.35)

일본， 미국， . 러시아， 호주， 차나다， 프랑스， 영국 둥 15개 주요 이사국들은

기구의 철저한 사찰과 병행하여 한반도 비핵화선언올 충실히 이행하고 상호

사활이 긴요합올 강조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의혹 해소를 위혜서는 기

구 차원 뿔만 아니라 남북한 차훨에서도 성의률 보이도록 상당한 국제적인

압력올 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이사국들은 사무총장의 방북 및 수시사활

어후 북한의 원자력사업파 판련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의혹점올 구체적으로

지척하여 부각시킴으로써 2월 이사회 이후 일련의 사태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충폭되고 있다는

인식을 국쩨사회에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파거 이사회와 특히 다른 점으로서 비공식 접촉올 통하여， 다수 이사국의

발언올 동원하고 이사회 의장 및 사무국측과와 긴밀한 사전 접촉을 통해 한

반도 비핵화선언올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을 이사

회 의장의 토의 요약에 포함시칸 점은 기구사활 뿐만 아니라 남북한 상호사

찰의 조속한 실험이 북한의 핵의혹 해소률 위해 불가결하다는 점올 국제적

으로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북한문제에 대해 발언환 22개국충 9개국이 북한의 안전조치 사찰 추진 현

황올 9월 아사회시 보고혜 줄 것올 사무총장에께 요청하였고， 이사회 의장의

토의 요약올 통해 9월 이사회시 북한의 안전조치협정 이행 상황에 대해 사

무총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계속 기구 이사회의

35) 확한과 밀캡한 판계를 휴지하고 있는 쿠바가 발언융 하지 않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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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제로 존속시킬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9훨 이사회 및 그후의 이사회

에서 북한 핵푼체에 대한 집중토의를 째개할 수 있는 논리적 근꺼를 마련환

점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5) 남북한 기자회견

가) 북한 오창립 대사 기자회견

북한 오창립 순회대사는 6훨 18일 아국， 일본， 미국 풍 특파훤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올 가졌다. 기자회견 모두에 북한의 핵문제에 대환

입장올 밝힌 후， 71 자툴과의 질의 용탑올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방사화학실험실 건껄 중단 여부에 대하여 동 실험실은 핵연

료주기 연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시셜로 계획대로 완콩될 것임올 밝혔다. 플

루토늄은 군사척 목척으로 생산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철의에 대하여 방사

화학실험실은 기구의 사활올 받고 있는 바， 동 실험실에 대한 모든 의혹은

기구의 사활올 롱해 해소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은닉 또는 미신고 핵시껄

유무에 대혜서 북한은 미신고 시철에 대하여도 기구칙훨의 방문올 허용하고

있으며， 사무총장도 방북사 훨하는 모든 것율 보였융율 강조하였다.

채쳐리시쩔 포기의사 유무와 판련한 질의 용답은 다옴파 같었다.

첫째， 경수로 개발올 위한 기술 및 원료 공급올 체의하면 재처리시쩔올

포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어느 국가나 개인이 이러한 제의를 한 바

없어 현재로서플 탑변할 수 없으나， 구체적 체의가 있으면 연구 검토할 수

있다고 탑변하였다.

툴째， 주쩨네바 이철 북한대사가 경수로 기술개발 및 훤료 공굽이 확보된

다면 재처리시껄올 포기할 수 있다고 한 말과는 다르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

하여， 자신은 이철 대사가 어떠한 말올 하었는지 얄지 못하며， 개인척인 의

견올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셋째， 재처리시젤 건철이 남북한 비핵화선언올 위반하지 않었느냐는 질문

에 대하여， 방사화학실험실 건설은 공동선언 이천에 확수하였으며， 어는 연

구실험설용으로 채처리공장이 아니므로 공동션언에 위반되자 않는다고 밝혔

다. 또한 남북한 비핵화선언이 과학척 연구시컬의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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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므로 공동선언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넷째， 사무총장은 방사화학실험실이 완공된다면 재처리시설로 보아야 한

다고 말하였는데 사무총장의 견해와 같은 의견이나는 질문에 대하여， 사무총

장이 동 실험실올 보고 그의 의견올 피력한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는 생각하

지 않으며， 완공이 되면 질험실인지 본격 재처리시셜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

라고 답변하였다.

나) 이시영 대사 기자회견

우리나라 이시명 대사는 북한문제 종료후 VIC 7층 획의실에서 별도 기자

회견올 가졌으며， 여기에는 한국 및 일본 특파원， 뉴욕타임즈 I AP, APA 툴

내외신 기자 약 30여명 및 청근모대사가 참석하였다. 이 회견에서 이사회의

북한 핵문제 토의 정파를 상세히 쩔명하고， 뉴욕타임즈， AP 기자의 질문과

이 에 대한 답변올 통해 특히 다옴과 같은 사항올 강조하였다.

CD 북한이 안전조치협정율 발효하고 수시사활올 받는 둥 최근 일련의 진일보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의혹은 오히려 중폭되고 있용

@ 기구사찰의 철저환 이행과 병행하여 남북한 상호사찰융 조속히 실행하는 것

이 긴요합

@ 북한의 재처리시설 건컬은 한반도 비핵화션언옳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온 이

률 중단하고 포기해야 합

@ 남북한 상호사찰올 실현하기 위한 남북 핵통제공동위훤회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온 북한혹이 상호주의 원칙 및 특별사찰올 수용하기륭 거부하는쩨

었으며， 북한온 성실한 태도로 임혜야 함

나.9월 이사회 및 총회시 북한관련 의제

1) 9월 이사회사 북한관련 의제

가) 사무총장 보고내용

‘ 사무총장은 북한과 파EA간 안전조치협청이 1992년 4훨 10일 체결되었고，

7월 10일 보조약청이 체결되었옴을 언끔하였으며， 지끔까지 3번의 임시사활

이 수행되었옴올 밝혔다. 사무총장은 또한 사활의 목척은 기구의 요구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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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청확하게 보고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제공된 청보의 정확생올 확인하

며， 청보의 완전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현재 제공된 청보의 청확성올 확언하고 있는 중이며， 북한야 체공한 계량

빛 운전기록의 자료를 평가하고 。}블 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옴올 밝혔다.

사무총장은 쪼한 세번째 사활에서 두 곳의 미신고시설(한 곳은 군사지역)을

사찰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나) 이사회 토의

35개 이사국중 북한의 안전조치협청에 대해 언급환 국가는 일본， 호주， 카

나다 둥 23개국이었다.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이셔영 대사는 파EA에 대해 계속척인 사찰과 북한

의 최초보고서 및 컬계정보의 완천성 빛 청확성에 판환 철론척인 평가를 조

속히 내려줄 것올 요구하였다. 또한 닮/J.We 훤자로의 운전기록， 사용후핵연

료， 방사화학실험질에 대한 철저한 검중과 이의 건젤 중단올 혹구하였고 남

북한 상호사찰의 조속한 수용 및 안천조치 이행사항올 이사회에 계속 보고

하도록 요구하였다.

북한 오창렴 대사는 lARA 사찰이 진전됨에 따라 북한의 핵시셜이 평화

적 목척이며 북한 청칙성 빛 성실성이 점차 명빽히 드러날 것임올 강변하고，

앞으로도 IAEA 사찰올 통혜 북한 핵정책의 일판성올 보이는데 최선올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포한 남북한 상호사찰은 양자간의 문제로서 파EA가

논의할 사항이 아니며 이 문제는 곧 해결될 것아라고 밝혔다.

다) 북한대사 기자회견

9월 이사회충 북한대표 단장인 오창립 순희대사는 1992년 9월 17일 북한

핵푼쩨판련 기자회견올 KBS, :MEe, 동아일보， 연합통신 특파훤올 비롯한 20

여명의 내외신 기자가 창여한 가운페 가졌다.

오창렴 대사는 기자들의 질의에 앞서 북한은 남북 상호사찰 문제가

IAEA 이사회에서 거론될 푼체가 아니며， 남북한 양자칸에 혜결되어야 할 사

항이므로 이에 대한 입장올 이사회에서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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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자회견올 통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기본입장을 낭독하

고 질의웅답에 틀어갔다.

질의용답 내용은 다옴과 같다.

@ 남한이 미군기지 사찰올 수용한다면 상호사찰에 합의할 것인 지에 대하여， 북

한은 훤래 북한 핵시껄파 남한의 미군 핵기지에 대해 동시사활용 하자고 체

의하였으며， 북환이 이미 lAEA 사찰옵 받아툴였으니 이제 남한의 미군 핵기

지에 대한 사찰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 IAEA 사찰과 남북한 상호사찰이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하여， 남

한이 미군기지 사찰문쩨룰 수용한다면 남북한은 협상올 통해 쩍철하고 합리

척인 방법옳 찾율 수 있올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남한어 미끊기지 사찰올 수용한다면 북한온 군사기지 시절에 대한 사활융 받

아 툴얼 것언지에 대하여， 일반 군사시썰온 빽무기가 없기 때문에 핵사찰 대

상이 훨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 미군기지에 대환 사찰융 혀용한다면 북환혹온 그 대가로 무엇융 보여줄 것인

지에 대하여， 훨래 북한온 동시사활융 쩨의하였으며， IAEA 사활이 시작되었

으묘로 이쩨 남한이 미군기지 사활융 받아률여야 한다고 탑변하였다.

@ 국쩨사활인 lAEA 사찰과 양자간의 장효사활융 연계시키는 것인지에 태하여，

상기 답변율 되풀이 하면셔， 이미 북한륙이 세차례나 lAEA 사활훌 받았으므

로 。1 쩨는 남환이 미군기지의 사활여부에 대해 해명하여야 한다고 탑변하였

다.36)

φ 남한이 미군기지에 대한 사활훌 받아 플인다면 북한 군사기지에 대한 사활올

수용하겠는 지에 대하여， 한반도 핵푼제는 남한의 미군 핵기지 때푼에 발생한

것이며， 북한옹 뼈무기 비보유국이므로 북한의 군사기지는 핵과 판련이 없다

는 랍변융 하였다.

@ 그러하다면 왜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올 깨방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북환온 비핵국가이므로 북한 군사기지는 핵사활의 대상이 펼 수 없다는 밥변

융 하였다.

@ 북한이 lAEA 사찰율 받아플인다면， 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올 받아 틀이겠다는

남북한간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상기 @항의 답변 내용융 되풀이 하였

- 36) 이 질문에 대해 오창립대사가 칙첩 합변하지 못하고 때석한 외교푸 칙훤 갱송얼이

랍변하였으며， 훨문환 AP기자는 자기 월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었용용 치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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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주한 미군기지는 미국의 주권 하에 었는데 왜 미군기지 사찰문제롤 미국과

칙접 협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미국과 칙접 협상올 회망하며， 현재

미국과 북한칸에는 미군기지 사활융 위한 합의가 없지만 미국이 요구하면 미

국과 합의활 용의가 있다는 답변올 하였다.

φ 북한이 풋하는 동시사찰은 북한 핵시쉴에 대한 lAEA 사찰과 남환내 미군기

지에 대한 북한의 사찰올 의미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았다.

@ 방사화학연구실의 천젤이 계속되고 있는지 또는 중단상태인 지에 대하여 계

속 건절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CD 남한측이 계속 미군기지 사찰올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북한측용 IAEA 사활

올 앞으로 받아 들이지 않울 것인지에 대한 질푼에 대하여， 북한온 의무사항

융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므로 남한도 우리의 상호사찰 요구률 받아툴여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북한에 대하여는 민간시컬 사활만올 허용하고 냥한에 대하여는 군사기지 사

활율 요구하는 것용 상호척이 아닌 힐방척인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빽사찰온 빽우기의 존재여부률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는 핵무기가 없

으므로 군사기지가 사찰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변확였다.

@ 북한의 빽개발 계획이 평화 목척인지 아칙 중명되지 않왔으며， 방사화학실험

실온 훌루토늄 쟁산용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남아공화국에 대하여는

최초보고서 검충융 위하여 77회나 사찰이 실시되었으며 아칙 북한에 대한 사

찰이 3차혜 밖에 실시되지 않아 초기 단계에 었다. 북한 핵개발 계획의 평화

척 목척 여부는 앞으로 IAEA 사찰융 통해 알려질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a 쩨3차 임시사찰판이 미신고 셔껄 두 군데률 방푼하였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라

는 질문에 대하여， IAEA에 물어 보라고 답변하였다. 기자률과의 질의용답과

정에셔 미신고시껄 방문과 관련 안천조치 대상시썰올 신고하지 않온 것이 아

닌지에 대한 공방이 있었으며， 이에 대혜 쩨네킨스 사무차장이 신고시절 사찰

과청에서 신고되지 않온 장소에 대한 사활필요성이 있융 수 있으며， 미신고시

설(undeclared facility)이란 말이 안전조치 대상시셜어나 신고되지 않온 시셜

이란 뜻온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 방사화학연구설이 계속 건껄중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완꽁될 것인지에 대하여，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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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시 북한관련 토악

체36차 총회에는 북한판련 의제가 상청되지 않았으나 각국은 기조연설올

통해 북한문제를 언곱하였으며， 사무총장은 기조연껄에서 북한파의 안전조치

협정 이행 현황올 보고하었다.

가) 사무총장 기조연껄

북한이 기구와의 안천조치협청 발효에 의거 1992년 5월 4일 핵불철에 대

한 최초보고서륨 제출한 후지 수개훨 동안 파EA논 임시사활올 통혜 검증작

업올 상당히 추진하였으며 보조약정 체결업무와 시절부록 업무자 북한측의

우호적인 협조로 급속히 친척되고 았옴올 밝혔다.

남아공화국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파EA에 운전기록을 체공하였으며， 아울

러 키구 직훤어 북한의 어느 장소 어느 시절이든지 보고된 장소와는 판계없

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제의 한 바 있옴올 밝혔다.

나) 각국 기조연설과 북한문제

체36차 총회 기조연철올 행한 83개국중 20개국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북한에 대해 IAEA 안전조치협갱올 성실하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

올 촉구하는 한편 남북한간 신뢰구축 및 동북아 지역의 안청올 위해 한반도

비핵화선언올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김진혐 과기처장판은 기조연철에서 ‘ 91.11.18 비핵화

선언의 역사적 의미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중요성올 강조하고， 북한

재처리시셜 건절에 관련된 의혹사항을 지적하고， 북한측에 대해 재처리시셜

건셜올 포기하고 상호사활올 통혜 비핵화 공동선언을 조속히 이행할 것올

혹구하였으며， IAEA 및 지역내 국가들이 북한 핵시셜의 안전문제에 대혜 판

섬올 가져야 할 것올 강조하였다.

일본은 기조연절에서 최초보고서에 따른 IAEA 임시사활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옴에 유감올 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른

상호사찰 이행과 채처라시젤 비보유 선언을 촉구하였다.

뉴질랜드논 기조연설에서 아·태지역에 위치한 국가로서 북한의 핵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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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으로 야기된 의혹들과 NPT에 각입환 일정기간 후에 기구와 안전조치협정

올 체결하도록 되어 있옴에도 불구하고 오랫 동안 조약상의 의무를 거부해

용 것에 대해 우혀해 왔다고 언급하고， 기구와의 안전조차협갱이 체결되고

기구의 채차례 임시사찰이 수행된 것에 대해 환영올 표하였다. 또한 지난 연

말 남·북한이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이 진천되고 있옴올 환영하며，

선언에 의한 효과적인 상호사찰이 수행됨으로써 기구 안천조치협청이 보완

되어 이행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들 국가 외에도 영국， 러시아， 호주， 폭일， 노르왜이， 그리스， 태국， 폴란

드，스쩨덴，체코，멕시코，훨레，필리핀， 이집트，파라과이，요르단，아일핸드

풍의 국가들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상호사찰올 조속허 이행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북한은 기조연젤에서 일본의 기조연설중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올 촉구한 것에 대해， 이 문제는 남북한 간에 협의되고 해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협의 중에 있으며， 만약 양국이 성실히

노력한다변 해결 가농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일본의 언급은 한반도 비핵

화 공동선언의 진전에 도움야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며， 한반도 비핵화 실혐

올 진청으로 바라지 않고 있음올 시사하는 한편 일본은 전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훨요 이상의 플루토늄올 확보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포한 우리나

라의 기조연절에 대해서도， 한반도 바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은 남북칸의 문제

이며， 북한은 성실히 임하고 있옴을 강조하면서 국내문제를 가지고 국제무대

에서 북한올 바방하지 말 것을 강력하 촉구하였다. 북환 훤자로의 안전성 문

제에 대한 우려에 대혜서는 완천히 불펼요한 것임올 언급하면서 불만올 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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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IAEA 선진이사국 진출 방안

IAEA 이사회는 청책수렵기구로서 당연직 선진이사국 13개국， 지역선출이

사국 207N국 빛 윤번이사국 (floating 않ats) 2개국 둥 총 35개국으로 구성되

어 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역선출이사국으로 1991년부터 2년 임기로 활동

하고 있다. IAEA 이사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논 헌장 체6조의 전면재쟁 및

수청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논데 우리나라를 비롯환 극동지역 국가들의 7~

정안이 체출되지 않은 채， 이 작업이 완료되어 확정되면 우리나라가 포함되

어 있는 극동지역회휠국툴의 이사국 진출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척으로

제한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개갱 빛 수갱안이 확정된

후에는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야 제안 자체가 가능함에 따라 현째의 개정 및

수정작업에 척극척으로 참여하고 극동지역이 불리하지 않도록 새로운 쩨안

올 하여야 한다. 특히 원자력 수출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

나라는 핵심기술올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고 우리나라와 판련된 문제에 대해

IAEA에서 발언권올 강화해야 할 훨요성이 점차 빈번혜질 것으로 보여 당연

칙 선진이사국으로 진출하려는 노력이 철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헌장 재정안을 제출하고 이것이 이사회 및 총회에서 채택될

경우， 이는 국제척 신뢰성을 제고하고 원자력 기술자렵올 효과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밑결옴이 될 것바다.

본 장에서논 IAEA 이사회의 역할과 권환에 대하여 살펴 보고， 현장 제6

조 재정에 판련된 역사 빛 현채 제출되어 있논 재정안들올 분석한 뒤， 헌장

제6조 개청안및 추진전략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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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IAEA 이사회의 역할과 권한

1. 이사회의 역할

뻐EA의 청책수렵기구이며 실질적으로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는 여사회

는 35개국으로 구성되어 었다. 이사회의 이사논 해당 국가를 대표하며 대표

단은 이사， 교체대표， 천문가 및 자문판 둥으로 구성되며， 일년에 5번의 회의

에 참석하도록 되어 었다. 여기에서는 이사회의 임원 선출， 사무국과의 관계，

이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 이사회의 주요 역할 풍올 살펴 보고자 한다.

가. 이사회의 암훤 선출

통상 9월에 재최되는 청기총회 후 개최되는 이사회의 첫 회의에서는 이사

중 1명의 의장과 2명의 부의장올 선출한다. 이들의 임기는 다옴해 의장과 부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이며， 같은 칙위에는 연임될 수 없다. 의장은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회의 진행중 참여활 수 없

을 경우 의장은 부의장중 한명올 의장 직무대리로 임명하여야 하며， 의장 칙

무대리는 의장이 갖는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 의장과 두명의 부의장이 그

들의 직능올 수행할 수 없올 경우 이사회는 새로운 의창과 부의장을 선출하

여야 하며， 이들은 천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그 칙무륨 수행하도록 되어 었

다.37)

나. 사무국과의 관계

IAEA 사무총장은 현장 제7조 B항에 따라 이사회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 하에 있다. 따라서，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규쟁에

따라 그 칙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모든 회의， 각종 위

훤회 및 보조기구 풍에서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행풍하나 투표권은 없다. 사

무총장은 모든 회의시 사무국 칙원중 한명을 그를 대신하도록 지명할 수 있

37) 파EA，Prη퍼siOl펴1 Rules of Procedure of Bo뼈 of GoVi밟101'5， GOVIINF1500, 1얹혔.9.，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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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사회를 주재하는 의장의 송인올 득한 후 구두 혹은 서면으로 기조연

절올 할 수 있다. 사무국은 이사회의 모든 회의， 각종 위훤회 및 보초기구

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그 수장은 사무총장이다.

다. 이사회의 언어

이사회의 공식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동

6개이다. 운영언어 (working language)는 공식어와 같으며 6개의 운영언어중

어느 한 언어로도 발언이 가능하며 동퉁히 통역된다. 그러나 운영언어로 번

역된 번역본이 미리 제출된다면 어느 이사도 운영언어가 아닌 언어로 발언

하는 것 이 가농하다.잃)

라. 이사회 회의

IAEA 이사회는 통상 매년 2월， 6월， 9월 총회전 및 총회후， 12월 둥 5차

례 개최된다. 현장 제6조 I항에 따라 이사회는 필요시 위훤회를 셜치활 수

있으며， 현재 셜치된 위원회는 12월에 개최되는 기술원조 및 협력위원회

(TACC; Technical Assistance and C∞'Deration αImrnit않e)와 5월에 재최되

는 행청 및 예산위훤회 (ABC;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Committee)가

었다. 기술웬조 및 협력위윈회는 기술원조와 협력 활동올 심의하고， 기술원

조 풍올 평가하며， 행정 및 예산위원회는 회계보고 빛 평가， 예산 심의， 직원

의 후생복지문제 둥을 다루게 된다.

통상 2월과 12훨 이사회는 기술훤조 및 협력위원회보고서를 검토하며， 안

전조치협청 체결과 안전조치부 칙원 엄명， 차기 이사회 및 위원회 일정 조

정， 71 타 현안문제틀올 검토한다.

6월 이사회에서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 및 결의문 초안올 검토하게 되는

데， 연례보고서， 원자력 안전 검토， 결산보고서， 차기년도 예산， 청기총회 잠

청의제 채택， 청기총회 참가기구， 기타 현안문제 둥을 다룬다.

통상 9월 총회전 이사회에서는 총회에 대비하여 총회에 상청될 안건올 사

38) 천게셔 , pp.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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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조정하고， 6훨 이사회에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

으로 9월 총회전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확정하게 된다. 이외에 9훨 총회전 이

사회에서는 안전조치협정의 체결， 안전조치부 직원의 승인 풍과 같은 이사회

의 일상적인 업무도 아울러 수행하고 있다.

9월 총회후 이사회에는 신규 이사국틀이 처옴으로 이사회애 참석하며 이

에 따라 새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장과 2명의 부의장올 선출한다. 또한 동 이

사회에서는 총회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차기 이사회 및 각종 위훤

회의 일청올 조청하는 기농올 수행한다.

총회후 이사회는 청기총회후 48시간 이내에 소칩되며 이사회는 의장， 이

사국 또는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안전조치

사찰판의 파견파 판련된 헌장 제12조 A항의 6에 따른 긴급한 문제를 심의활

목척으로 륙정 회원국의 요청으로 개최될 수 있다.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가 달리 결청하지 않는 한 통상 IAEA 본부에서

개최되며， 이사 또는 사무총장은 기타의 장소에서 이사회 개최를 제안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권한39)

헌창교섭단의 현장 초안에 따르면 IAEA의 칙무 수행파 청책 결청의 천

권올 이사회에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었다. 헌장 체6조의 F항에는 이사회는

현장에 규정된 총회에 대한 이사회의 팩임올 조건으로 하여 헌장의 규청에

의거한 기구의 직무흘 수행하는 권한올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이

사회의 권한은 크게 고유권한， 총회의 송언을 필요로 하는 권한， 그리고 총

회에 의해 송인된 규칙에 따른 권환 둥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39) Szasz, Pa피 c., The Law and Practices of 암le Intemation려 Atomic Energy Agency,
L행떠 Series No.7, IAEA, 1970., pp. 16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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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고유권한40)

CD 현장 제6조에 따라 이사회는 당연칙 선진이사국과 지역선진이사국올 선출하

한다.

￠ 혈장 쩨5조 F항의 1에 따르면， 이사회는 흑정 사항에 대하여 결청올 내리기

위해 안건으로 톡별히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 헌장 쩨18초의 C항에 따라 현장의 개정 과정에서 이사회의 견해률 접수하여

야 한다.

@ 현장 쩨5조의 A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과반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은 륙별

총회률 소집하여야 한다.

g 현장 제2료에 명시되어 있는 .륙수핵분열성 물질’과 ·선훨물질’에 대해 청

의하는데 있어서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물철용 륙수핵분혈성 물질 빛 선

훨불질로 청의할 수 었다.

@ 현장 쩨 17조 A항에 따르면，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현장의 해석 또는

쩍용에 판한 문제 포는 분쟁온 판계당사자가 다른 해결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한 국쩨사법채판소 규정에 의하여 국쩨사법재판소에 체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UN 총회의 송인융 조건으로 하여 기구의 활동범위 내에셔 발생하

는 법률문체에 판하여 국쩨사법재판소의 권고 의견올 요청할 권한율 갖고 있

다.

@ 헌장 쩨9초 B, C, E, F항은 핵물질의 공급과 판련된 초항틀로셔， 이툴 죠항중

B항에는 회훤국은 또한 제20초에서 규청한 선원물질 또는 기타 물질용 기구

에 쩨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회는 기구가 받올 이러한 불철의 분량

융 결정하도록 규청되어 있다.C항에는 각 회원국은 국내법에 따라서 홉시

또는 이사회가 지청한 기간 중에 쩨공하도록 춘Hl되어 있는 특수빽분열성물

질， 선원물질 또는 기타 물질의 양， 형상， 성분 둥용 기구에 홍고하도륙 되어

있다.E항온 회훤국이 째공환 불칠의 양， 형상 및 성분온 이사회의 동의률 얻

어 해당희훤국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경훨 수 있용올 규청하고 있다. 또한 F

항온 이사획의 별도 컬청이 없는 한 최초로 제공된 불철온 본 현장이 판계

희훤국에 대하여 효력올 발생하는 차기년도 동안 유효하고， 그 후의 흥고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별도 조치가 없는 한 그 홍고의 차기년도 동안 유

효하며， 홍고는 매년 11훨 1일 이천에 하여야 한다.

@ 기구가 각 회훤국의 앵토 내에셔 그 칙놓올 수행하는 과청에셔 변팩 톡권 및

40) IAEA. $tDtute, 1973.6., p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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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행위농력훌 향유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 제 15초 C항에 따라 설쩨로

그 칙눔올 수행하는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총회의 송인을 필요로 하는 권한41)

1) 예산안 채태

헌장 제14조 A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기구의 연간 예산안올 총회에 제출

한다. 이에 대한 이사회의 업무를 용이케 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은 예산안을

최초로 작성한다. 만약 총회에서 예산안이 숭인되지 않으면 총회는 의견서와

함께 예산안올 이사회에 회송하며 이사회는 송인올 받기 위하여 재차 예산

안올 총회에 제출한다.”라고 규청되어 있어 총획의 숭인융 받도록 되어 었

다. 이에 판한 규청은 현장 체5조 F항의 5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총회는 “이

사회가 권고환 기구의 예산을 송인하며 또는 이사회룩 하여금 총회에 재차

체출하도록 예산의 천부 포는 일부에 판한 권고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반송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예산안에 대한 구체척인 논의는 이사회에 의해

젤치되어 매년 5훨에 개최되는 행청 및 예산위원획에서 수행된다.

2) 사E유총장 지명

사무총장 지명과 판련된 제7조 A항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4년의 임기로

이사회에서 치명되어 총회의 송언을 얻어 임명된다 ..라고 규정되어 었다. 이

렇게 임명된 사무총장은 그 임기동안 이사회의 권한하에 있어야 하고， 이사

회의 통제를 받으며， 이사회가 채택한 규정에 의해 그 직무릅 수행하도록 되

어 있다.

3) 다른 기관과의 관계협정 체결

다른 기환과의 판계협청 체결과 판련환 규정은 헌장 제16조 A항파 제5조

E항의 7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사회는 총회의 숭인올 얻어 기구와 UN간 빛

기구의 업무와 관계되는 기타 기관간에 관계를 설청하는 협정을 체결활 권

한올 가지고 있다. 또한 총회가 송인하지 않고 권고사항올 캠부하여 총회에

41) 천게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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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제출하도록 이사회에 반송할 수도 있다.

4) UN에 보고서 체출

이사회는 UN과 또는 기타 기관과 그 업무가 기구의 업부와 판련된 경우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회기 1개월 전에 각 회원국에게 때포하

고 총회애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총회는 권고사항올 첨부하여

이사회에 반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 회원국의 가입 송인

헌장 체4조 B항에 따르면， “기구의 기타 가입국은 국제연합 또는 천문71

구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서 가업이 숭인된

후 기구에 대한 가업서를 기탁하는 국가를 말한다. 국가의 가입올 권고하고

송인함에 있어서， 아사회와 총회는 국제연합 헌장의 목척파 훨칙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해당국가의 능력파 의사률 충환히 고혀하여， 동국이 기구의

회훤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활 농력과 의사가 있다는 것올 컬정하여야 한

다 ..라고 큐정되어 있다.

6) 회원국의 특권파 권려의 정지

회원국의 특권과 권리의 정지는 현장 제19조 B항에 .，계속척으로 본 현장

의 조항올 위반하거나 또는 본 현장에 의거하여 체결한 협정조향을 위반하

는 회원국은 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출석투표하는 3분의 2이상의 다수의

찬생에 따라 총회에 의하여 회원국으로서의 특권 빛 권리의 행사를 정지당

할 수 있다.”라고 규청되어 있다. 회원국에 대한 특권의 청지는 기구에 지불

혜야 할 분담금 혜납액이 져난 2년간의 분당액에 해당되거나 초과할 경우，

총회가 이릎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구에서의 투표권올 상실

하게 되어 있다.

7) 직원규정에 대한 일반규칙

칙원의 임명， 보수 및 혜고에 판한 조건은 본 현장의 규청 빛 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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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에 의하여 총회의 숭인올 조건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고

현장 제7조 E항은 규정하고 었다.

다. 총회에 의해 송인된 규칙에 따른 권한42)

어현 경우에 이사회는 총회가 숭인한 규정에 따라서만 권한올 발휘하늪

경우가 었다.

CD 현장 쩨 14초 G항 및 제5조 E항의 8에 따르면， 총회가 송인한 규칙과 제한용

조건으로 하여 이사회는 기구률 대표하여 회훤국에게 부채 형식의 책임올 부

과함이 없이 차용권융 행사하며， 기구는 자발척 기여금올 수령하도록 되어 있

다.

@ 자발척 기여금에 대해서는 현장 쩨14조 E항 빛 쩨5조 E항의 8에， ”이사회는

기구가 회훤국에 쩨공한 물질， 역무， 젤비 및 시설에 대한 합려척언 일률척

처장 및 초작비률 포함하는 분담금의 기준올 정기척으로 설정한다. 그러한 기

준온 비용용 충당함에 충분한 기구 수입융 확보하도록 작성한다. 이러한 분담

금 수입금액온 물질， 역무， 껄비 또는 시껄올 제공한 회훨국에 지불함에 사용

하고 또한 기구자체가 부담항 기타 비용에 충당함에 사용할 특별기금에 예치

한다"라고 규청되어 있다.

@ 얼반가금 사용애 대해서는 현장 제14조 F항 및 제5초 E항의 8에 제14초 E항

에서 언급한 수입금이 동항에셔 언급한 비용올 초과하는 액과 기구에 대한

차발쩍 기여금온 이사회의 철청에 따라 총회의 숭언율 얼어 일반기금에 예치

하도록 규청되어 었다.

@ 칙훤규청인 체7초 E항융 보면， 칙훤의 임명， 보수 및 혜고는 본 현장의 규갱

빛 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가 송인한 일반척 규청에 따를 것올 조건으

로 하여 이사회애셔 청하는 규칙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었다.

42) 천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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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IAEA 헌장개정안 분석

1. 헌장 제6조의 주요내용 분석

가. 이사회 지명 이사국

최초의 현장 체6조 A항의 1은 당연칙 이사국 선출에 대하여 퇴임이사회

(또는 초대 이사회의 경우에는 부속서 쩨 1에 언급된 준버위훤희)는 원료물질

의 생산올 포함한 원자력에 관한 기술에 있어서 가장 선진한 5개국과 북미，

남미， 서유럽， 동유럽， 아프리차 및 중동， 남아시아， 동남아 및 태평양， 극동

퉁 8재 지역중 휘의 5깨국에 의해 대표되지 않은 지역에서 훤료물질의 쟁산

올 포함한 원자력에 판한 기술에 있어서 가장 션진한 한 국가룹 이사국으로

지명한다고 명시되어 었다，43)

이 조항에 따르면 당연칙의 5개 이사국이 선출된 후 이률 참초하여 지역

별 당연칙 이사국올 전훌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지역에서 선출되는 이사국

수률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론척으로는 지역에서 션출되는 당연칙 이사국

의 수는 3개국에서 7재국까지 가농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연칙 션진이사국

이 북미에서 미국과 카나다， 서유럽에서 프랑스와 영국， 동유렵에서 구소련

퉁 5개국이 이의 없이 선청됩에 따라 당연칙 지역선출이사국은 남미의 브라

질， 아프리카 빛 중동에서 남아공화국， 남아시아에서 인도， 동남아 및 태평양

에서 호주， 극동에서 일본이 선암되었다. 체6조 A항의 1에 규정된 지명은 정

기총회 60일전에 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규청에 의하여 대표되는 이사국

의 임기는 지명후 정기총회 폐막 후부터 그 다옴 청기총회 회기 말까지 1년

이다.

최초의 현장 제6조 A항의 2에 의하면 퇴임이사회(또는 초대 이사회의 경

우에는 부속서 체1에 언급된 준비위원획)는 훌란드， 체코， 벨기에， 포르투갈

풍 4개국의 원료생산국중에서 2개의 이사국융 지명하며， 다른 1개 국가를 기

술원조 공여국으로 지명환다고 규청되어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국가는

1년 임기후 계속하여 차기연도에 통일 종류의 이사국으로 채지명되지 않는

43) 외푸쭈， r국제웬자력기구협약 J ， p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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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유럽의 폴란드와 체코，

서유협의 벨기에와 포르투갈이 선원물질생산국으로 지명되었고， 기술원조 공

여국으로 서유럽의 스훼덴， 덴마크， 노르훼이， 핀란드 동의 4개국이 매년 돌

아가며 지명된 것은 동서판계의 고려를 통한 정치척 균형에 초점올 맞훈 것

임올 알 수 있다.

한편 기술원조 공여국으로 1석이 할당되어 있는데 기술원조 공여국

(supplier)은 선진화(advan않d)나 생산국(producer)의 개념과는 달리 IAEA

또는 저개발 회훨국에 원조한다는 것올 의미하나 실제로 원조에 대한 평가

나 그 실적이 논의된 쩍은 없었다. 이에 따른 지명 방법은 현장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여 폴아가며 이사국이 되고 그 임기는 1

년이며 연엄할 수 없도록 되어 었다.

1973년 개청되고 1984년 수청된 제6조 A항의 1 규정은 당연직 이사국의

선출에 대하여 퇴임 이사회는 선원물질의 생산올 포함한 원자력에 판한 기

술에 있어서 가장 선진한 9개국과 북미， 남며， 서유럽， 동유럽， 아프리카， 중

동 및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빛 태평양， 극동 둥 8개 지역중 상기 9개국에

의하여 대표되지 않는 지역에서 선원물질의 생산올 포함한 원자력에 판한

기술에 있어서 가장 선진한 한 국가를 이사국으로 지명한다고 되어 있다.

당연직 이사국중 선진이사국은 북미에서 미국과 카나다 동유럽에서 러시

아， 극동에서 일본， 동남아 빛 태I평양에서 호주， 서유럽에서 프랑스， 영국 빛

독일 퉁 3개국과 이탈리아， 스떼인， 스훼덴， 스위스， 벨기에 둥 5깨국 중에서

매년 ’톨아가며 1개국야 선출되고， 1984년 수정으로 중국이 포함되어 10개국

이 선출되고 있다. 또한 당연칙 지역선진이사국으로 위에 언급된 10개국에

의해 대표되지 않은 지역인 남미에서 브라질(아르헨티나) 아프리카에서 이

칩트， 중동 및 남아시아에서 인도가 선임되고 었으며， 지명 및 임기는 최초

의 헌창에 명시된 바와 같다.

나. 총회 선출 이사국

최초의 현장 체6조 A항의 3에 따라 총회는 북미를 제외한 7개 지역에 각

각 1석의 이사국올 할당하고， 3석올 이사회의 공평한 지역척 배분올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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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었다· 1963년 수정에 의해 남미지역에서 2석의 윤번

이사국이 없어지는 대신 지역배분 와석이 1석에서 3석으로 중가하였고， 아프

리카 빛 중동지역에서 각각 1석씩 증가하여 서유럽지역의 융번이사국 1석올

포함하여 총 12석의 이사국이 총회에서 선출되게 되었다.

총회에서 선출되는 이사국의 임기논 선출된 총회의 청기회기 말부터 그

후 두번째 총회의 정기회기 말까지 2년이며， 이사국은 동일종류의 이사국으

로서 연속하여 재선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총회 선출 이사국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는 지 역올 대표하는 이사

국올 선청할 때 각 회훤국이 어느 지역에 속혜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 푼체

는 준비위훤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마지막 회의에서는 지역올 대표하는 이

사국의 선출시 총회는 판계지역 회원국플의 우선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의

되었다.입)

1973년 개정된 현재 헌장은 최초의 헌장 몇 1잃3년 재정된 헌장의 제6조

A항의 2단락이 삭제됨으로써 총회선출 이사국에 대한 규청올 A항의 2단락

으로 하고 었다. 혐재의 헌장은 총회선출 이사국 수를 남미에 5석， 서유럽에

4석， 동유럽에 3석， 아프리차에 4와 1/3석45)， 중동 및 남아시아(MESA:

Middle East and South Asia)에 2와 2/3석， 동남아 빛 태평양(SEAP: Sou삼l

East Asia and the Pacific)에 1파 2/3석 , 극동에 1과 113석올 할당하고 있어

총 22석이 된다. 임기는 최초의 현장파 마찬가지로 2년이며 매년 철반인 11

개국올 선출하여 교차l하고 있다. 제36차 총회후 이사국의 지역별 혐황올 살

펴보면 (표 3-1)과 같다.뻐)

다. 지역구분

현장 실무회의에서 구소련은 헌장 제6조 A항의 1에 구분된 지역별 국가

들의 명단올 현장 부록에 청부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결국 채

택되지 못하였으며， 지역구훈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44) Szasz, Paul C., 천재셔， pp. 151-153.
45) 4와 113색이란 용번이사국 개념 때문에 생낀 것으로， 2년 동안 4색， 다용 2년 동안 4썩，

다용 2년 동안 5석이 배청된다는 것율 의미합.

46) 과학기술쳐， r국제훨자력기구(IAEA) 쩨36차 홈회 창가보고셔 J ， 1않2. 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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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제36차 총회후 이사국의 지역별 현황

구 이사국수 이 사 국 병

북미자역 (2)

이 | 라틴 아메리차(20)

사| 서유럽 (23)

회| 동유럽(I6)

아프리카(27)

지 | 충동 및 남아(I6)

명 | 동남아 빛 태명양(8)

극동(7)

a/‘
,i
j
잉

1i

’i
’i
il

n
ι

미국， 카나다

브라질

영국，프랑스， 톡일， 스페인

러시아

이집트

인도

호주

일본，충국

까‘
.;..L- 계 (119) 1 3 개 국

라틴 아메리카

서유럽

동유럽

아프리카

야
。

회
。

아

태

남
‘n*

미
*
아끓

짧
끓

5 I (아르헨티나). (파라구아이 ), (칠레).

에쿠아도르， 멕시코

4 I 그리스，노르웨이， (핀한드)， (스웨벤}

3 I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러)

4 I 알헤리아， 자이레， (나이지리아) ,

(리비아)

2 I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1 I (발레이지아)
1 I 한국

울번여사국

。충동 빛 남아， 동남아

및 태명양， 극동

。 아프라카，중동 빛 남아，

동남아 및 태평양

1 I 베트남

1 I (시리아)

ιk

-‘- 2 2 개 국

총

계

-
계 3 5 개 국

제5차 총회사 지리적으로 동남아에 위치하고 있는 베트남이 극동지역 지

역대표이사국으로 선출됩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역그룹 국가틀에 의한 결청

에 따라 이사국이 선출되지 않논다는 것올 보여 주는 사례가 되었다.

56



구소련은 실무회의에서 동유렵지역이 12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옴올 언급

하였는데， 여기에는 그리스와 유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유럽올 동파 서로 구

분한 것은 지역척 판점보다는 갱치적 견해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그리스

는 지역척으로 서유럽보다는 동유렵에 위치하여 있으나 제6차 총회시 운영

위원획가 서유럽지역으로 분류하여 서유럽의 지역배분야사국으로 인정함에

따라 서유럽에 속한 국가로 남게 되었다. 한편 지청학적 판첨올 고려하여 터

키와 키프러스는 서유럽지역으로 환류되었다.

미주지역의 구분은 부적절환 점이 없지 않으며， 인종 빛 언어학척으로 동

일한 남미지역과 지역적인 의미에서 북미를 구분한 것과 합께， 북미와 남미

지역 사이에 위치한 멕시코의 경우는 애매하였으나 제4차 및 제7차 총회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청한 바에 따라 제 10차 총회시 남미지역 지역대표 이사국

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자마이카는 북미에 속하기에는 너무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언어학상으로는 남미에 속하지 않아 지역구분쌍 어려웅올 겪기도 하

였다. (표 3-2)는 1960년대 IAEA 회훤국의 지역구분 현황올 나타낸다.4η

우리나라가 속하고 있는 극동지역과 동남아지역 및 태평양지역은 회원국

의 구분문제에 있어서 가장 확잡하고 잘못되어 왔던 지역이다. 제5차 총획시

자유중국， 일본， 훨리훤 및 한국 풍 4개국이 제6조 A항의 3에 따라 극동지역

대표이사국으로 베트남이 선출되는 것에 반대하였옴에도 총회에서 베트남올

극풍지역 대표이사국으로 선출한 것은 일반척인 규칙에 어긋나는 컬과였다.

포한 필리핀이 자신들은 극동지역이 아닌 동남아지역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

고 있는 바와 같이 현째의 지역구분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지역척으로 동남아， 남아시아 및 극동에 걸쳐 있음에도 극동지역으로 구분되

어 있는 것은 극동지역 이사국 수의 때청문체와 결부되어 수청되어야 할 사

항이다. 이러한 지역구분 문제는 UN에서 비공식적으로 회원국올 아사아그

룹， 아프리카그룹， 남미그룹， 동유럽그룹， 서구 빛 기타그룹 동 5개 지역그룹

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파도 상이하다.빼) 특히， 아시아의 경우 파EA에서 3깨

지역그룹으로 분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UN에서논 하나의 지역그룹으로

분류하고 었다.

47) Szasz, Pa띠 C., 전게셔， pp. 157-1~.

48) 외무부， 국제기구현랍 제l권， 1986., pp. 6-9.

57



표 3-2. 1960년대 IAEA 회원국의 지역구분 현황

지 역 회원국명

북 미 마국， 카나다， 자마이카(x)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남 며 도미나카，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구아테말라， 하이터， 멕시코，

니카라구아， 파나마. 파라구아이， 페루， 우루구아이， 빠네수엘라，

자nt이카(?)

오스트리아， 벨기에， 댄마크， 핀란드， 프랑스， 서톡， 그러A ， 터키.

서유럽 교황청， 아어슐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반슈타인， 영국，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렬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벤.

스위스. 키프러스(?)

통유럽 알바니아， 불가리아， 벨라루A ， 헤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소련， 유고， 키프러스(x) ， 핀란드(x)

알제리아， 카메룬， 콩고， 이디오피아， 가봉， 가나， 이란， 이라크，

아프리카 이스라엘， 아이보리코스트. 요르단， 케냐， 쿠웨어E ， 레바논， 발리，

및 리베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료， 모로코， 니제르， 나이지리아，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세네잘， 시에라레온， 남아공화국， 수단， 시 리아，

류니지아， 우간다， 아랍연방공화국， 짐바브웨

남아시아 아프카니스탄， 실론， 인도， 파키A탄， 버마(?) • 캄보디아(x)

동남아및 호주，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지아(?) ,
태명양 버마(x) , 캄보디아(x)

그「통 중국， 일본， 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 말레이지아(x)

*) ? : 불확실한 배정， x: 부정확한 배정

라. 윤번이사국의 선출

최초의 헌장에는 지역올 지명함이 없이 3석의 윤번이사국올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1963년 개정된 현장에는 1~만이 배청되었다. 그러나 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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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안 현장에는 윤번이사국올 명확히 규정합이 없이 ·‘북미를 체외한 각 지

역에서 1개국씩 107~ 이사국올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결국 북미릅

제외한 7개 지역그룹에서 1개국씩의 이사국을 총회에서 션출하고 최초의 현

장에 따라서는 3개국올， 1963년 재청된 현장에 따라서는 1개국올 지역 거명

없이 이사국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칼이 비지역적 의석

(non-geographic seats)을 흉상 윤번이사국어라 칭한다，49) 윤번이사국이 명

확히 규정된 것운 1973년 개청된 현재의 현장이다. 이에 따르면 중동 빛 남

아시아OMESA)， 동남아 및 태평양(SEAP) 및 극동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

MESA 빛 SEAP지역에서 1개국올 이사국으로 선출하도록 규청되어 었다.

최초의 헌장파 1963년 개정된 현장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윤번이사국의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어느 지역에서 이사국올 선출할 것인가가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비공식 신사협청에 따라 최초의 현장에서는 남

미지역에서 2채국，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서 1개국이 선출되도록 윤번이사

국의 배분이 결정되었다. 남미지역에서 윤번이사국올 2개국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아프리카 빛 중동지역에서 융번이사국을 선출하는 것

은 문제가 되었다. 아프리카 빛 중동지역에서 1석의 윤번이사국올 선출하도

록 약속된 바공식 신사협정은 두번에 걸쳐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국가들이

총회에 제출한 재정안어 부결됩에 따라 결국 제1차 정기총회에서 아프리가

및 중동지역 대표인지 서유럽지역 대표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터키가 선출

되게 되었다， 1석의 윤번이사국은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서 선출되지 못하

고 계속 서유럽에서 선출되었다. 그러나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은 1잃3년 재

정된 현장에서 체6조 A의 3에 따른 지역배분 이사국 수를 1석에서 3석으로

중가시키게 됨으로써 이후 윤번이사국 문제는 이 지역에서는 거론되지 않았

다.

한편， 1963년 재정된 현장에서는 남미지역의 윤번이사국 2석올 대신하여

지역배분이사국이 1개국에서 3개국으로 중가됨으로써 남미지역에서의 윤번

이사국은 없어졌다. 따라서 1963년 개정된 헌장에는 윤번이사국여 1개국만

선출되게 되었으며， 이는 1973년 현장이 재정휠 때까지 계촉되었다.

49) Pa'띠 C. Szasz, 천게서. pp.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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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윤번이사국 선출에 판한 내용올 살펴본 바와 같이 윤번이사국의

의미가 특청 지역올 대표하는 이사국은 아닐지라도 특정지역 내에서 선출되

어 왔다는 것은 분명환 사실아다. 1973년 채청된 현장에서 비로서 2석의 융

번이사국올 3개 지역이 돌아가며 1석씩 분배받게 되었으나， 극동지역 빛

SEAP만이 상대척으로 부적철하께 이사국 수가 중가되지 못한 것에 대한 무

마책으로 윤번이사국 배분올 한 것임을 주시한다면 실체적 의미에서 윤번이

사국은 그 악미가 반감되는 것이 아날 수 없다. (표 3-3)은 윤번이사국 선출

의 역사척 변천올 나타낸 것이다.

표 3-3. 윤번이사국 선출의 역사적 변천

구 분 최초헌장 1963년 헌장 1973년 헌장

지역 남미 서유럽 서유럽 아프리카， MESA ， SEAP MESA, SEAP,극동

이사국수 2

2. 헌장 제6조 수정 및 개정분석

가. 현장 개정요건

현장의 개청에 대환 규청은 현장 제18조에 나타나 있으며， 이에 따르면

어떠한 회원국도 개청올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었다. 제안된 개정안은 총회

에서 심의되기 적어도 90일 천에 사무총장이 인중 동본을 모든 회원국에 송

부하도록 화어 있다. 현장 재청안이 효력올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단

계를 거쳐야 된다. 첫째 단계는 이사회가 재정안을 심의하는 것이며， 룰째

단계는 이사국의 견해를 첨부하여 총회에서 출석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approve)7} 있어야 하고， 셋째 단계로 각 회원국의 헌법적 절차에 의거

하여 모든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수락(accept)하여 기탁정부에 수락문서

를 기탁함으로써 발효되도록 되어 있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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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기 헌장과 1963년 수정 분석

이사회의 구성은 IAEA의 가장 중요한 조칙에 판한 문제로 창셜 초기부

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사국 선출 규갱은 매우 복잡한 형태률 띠

고 았다.

IAEA 창설 초기 이사국 선출기준 설청시 발생되었던 문제점틀올 살펴보

면， 첫째로 찍능과 지역척 배분에 입각하여 이사국올 션훌하는데 상대척인

비충을 어떻게 툴 것인 가에 판한 문체 툴째로 칙놓척 측면에서 선출되는

이사국들의 선출 평가기준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틀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f가

하는 문제， 셋째 이사국 전출기능흘 어느 조직이 말올 것인가에 판한 문제，

넷째로는 이사회의 규모는 어느 청도가 척당환가라는 문제였다. 이중 이사회

규모문제는 이사회 퓨모가 착올수록 지역배환에 의혜 선출되는 이사국률 보

다는 일부 선진국과 선원물질 생산국에 의해 이사회가 지배될 것이기 빼문

에 충요한 푼쩨로 부각되었다.

미국은 초기 헌장 안에서 돼EA의 최고 권한은 한청된 이사국들에 의해

구성되는 이사회에 부여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구성은 지역척 배분과 재청

지훤올 할 수 있는 공여 청도를 선출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랍칙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주요한 몇 나라에게는 특청문제에 대한 우월권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현장 안에는 의석 배분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되지는 않았다. 현장교섭단이 쩨출한 이사회 구성에 판한 초안에 따르

면，

φ 기술훤초 및 빽분열성 물질의 주요 공여국에 5석용 배분확며， 이를 이사국률

온 이사회에셔 매년 지명된다.

@ 우라늄， 토륨 및 기타 션훤물질의 주요 쟁산국과 공여국에 5석훌 배분하되 φ

에 의하여 지명된 5개국으로 구성된 륙별심사위원단에셔 매년 선훌한다.!t한

이사회는 우라늄， 토륨 및 기타 션훤물질의 주요 생산국과 풍여국 8개국율 지

명하여 이틀 국가중에서 5개국용 선출하게 된다.

@ 재청지훤 및 풍평한 지역척 배분의 척합성율 고려하여 총회에셔 6개국이 선

훌된다.

5아 IAEA, StDtute, pp.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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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장교섭단 초안은 비판올 받았으며， 실무회의 (working level

mee파tg)에 많은 수정안들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제안틀의 물자는 다옴파 같

다.

φ 이사회는 확대되어야 한다.

(i)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없manent memO밟s)은 자동적으로 이사국

이 된다.

@ 선원불철 쟁산국의 대표성온 고려하지 않거나 축소되어야 환다.

@ 륙수 빽분열성물질의 생산국과 기술훤초 공여국의 대표성은 감소되어야 한다.

$ 수훤국 또는 소규모 국가의 대표성온 확대되어야 한다.

@ 주요 공여국 및 생산국올 선출하는 권한은 총회에 주어져야 하며， 적어도 총

회는 이사회의 이사국 지명에 대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올 갖고 있어야 한다.

@ 선진국(indus며허ized ∞untries)의 선출기준이 명확하여야 한다.51)

실무회의를 통하여 여러 체안틀어 절충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견지

하에 다옴과 같은 초안이 제시되었는데 이 초안은 후에 변경 없이 채택희었

다.

φ 이사회는 23깨국(협정교섭단의 초안보다 7개국 충가)으로 구성된다.

(i) 1371국온 공여국， 1071국은 지역척 배분에 의혜 선출된다.

(3) 13개국의 공여국충 10개국은 lAEA애 지훤 청도률 불문하고 선훤물질의 쟁산

올 포함한 특수핵분열성물질의 생산능력에 있어서 선진화된 국가들이며， 2개

국온 기타 선훤물철 생산국률이며， 1개국옹 기술훤조 공여국이 선출된다.

이 초안은 실제로 실무회의에 참가한 12개국 모두를 9개국은 상임으로， 3

개국온 매 2년마다 이사국에 선출하는 것S로 나타냈는데 비참가국인 일본

은 상업으로， 폴란드는 교체 의석으로 선출되었다.

실무회의 초안이 제출된 후 아프리카지역파 중동지역의 분리 빛 가장 선

진한 국가의 명확한 청의 둥 여려 수정안들이 제안되었으나 최종 헌장 안에

는 어느 것도 채택되지 못하였다. IAEA 초기 현장애 명시된 ‘가장 선진화된

5개국’은 미국， 소련， 명국， 프랑스 빛 카나다 퉁이 션청되었다. 지금까지도

51) Szasz, Pa띠 C" 전게셔 I pp. 13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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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최초 이사회 구성과갱

기초국 헌장교섭단 6개국정부 실무회의 준비위원회 이사회

지역구분

1954-56 1955 1955 1956 1956-57 1957-58

북 미 미 국 미 국 미 국 미국 미 국 미 국

카나다 카나다 카나다 카나다 카나다

';:l- oJ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아르헨티나 。}르뺀티나

페 루 구아테말라

페 루

서유렵 :It하~A 효랑A 효랑A 一효 c) 一A :It를~一A‘

영 국 영 국 영 국 여。 국 혀。 국

벨기어l 벨기에 벨기에 포로루갈

포르루칼 포르투갈 포르투갈 스웨덴

야탈리아

터 키

통유럽 소 련 소 련 -λ‘- 련 ±一 련 .:±‘- 련

체 묘 체 코 체 코 처l 코

루마니아

아프리카 남아공 남아공 남아공 남아공

및 중동 이칩트 이집트

남아시아 인 도 인 도 인 도

파키스탄 파카스탄

동남아및 호 주 호 f- 호 주 호 주

태명양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극 동 일 효~ 일 보c

한 국

이들 5개국은 당연직 선진이사국에 계속 진출하고 있다. 또한 이들 5개국이

포함되지 않은 각 지역별로 1개국찍 선출되는 당연칙 지역선진이사국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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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제외하고는 별문제 없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호주 및 일본 둥이

피선되었다. 그러나 남미의 경우 당연직 지역선진이사국의 대상으로 브라질

과 아르헨티나가 경합하재 되어， 이사회는 전문가폴로 구성된 심사단올 조칙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결국 남미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중 어

느 국가가 선진화되어 었느냐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철득력 있는 판단 근거

률 찾지 못했고， 이후 남미지역의 다른 국가들의 합의를 통하여 브라질과 아

르헨티나논 당연칙 지역선진이사국과 지역선출이사국흘 교대로 번갈아 가며

선출될 수 있게 되었다.

1960년 제4차 청기총회시 기조연설에서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지역대표

성에 입각한 이사국 수의 중가에 판하여 이사회는 다옴 총회기간까지 수정

초안올 준비하여 총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결의안올 제안하였다. 또한 냥미지

역에 환배되어 있던 2석의 융번이사국울 지역배분에 의한 의석으로 조청하

자는 것도 함께 제안되었다.

이사회는 이에 따라 수청 초안올 체5차 청기총회에 제출하였으며， 총회는

수정 없이 초안올 송인하였다. 이후 제반절차가 16개월 내에 수행됨에 따라

현장수청이 1963년 1월 31일에 발효하였다.52)

최초의 헌장 체6조 A합의 2에는 선원물질 생산국으로 서유럽에서 포르투

칼과 멜기에， 동유럽에서 체코와 폴란드 둥 4개국이 매년 돌아가며 2개국씩

이사국에 지명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뻗기에는 선원물질의 생산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 2년마다 이사국에 청규적으로 지명되었다. 이에 제9차

청기총회 천에 콩고는 현장 제6초 A항의 2에 대한 수정올 제안하였는 바， 2

석이 할당이 되어 있는 션훤물질 생산국 4개국의 국명올 삭제하고 이사회로

하여끔 매년 2석의 션훤불질 생산국올 지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올 하

였다. 이는 홍고가 1960년 빨기에로부터 독립하여 IAEA 회원국이 됩에 따라

빨기에는 더 이상 선훨물질 생산국이 되지 못하게 휩에 따라 이에 대한 이

의를 콩고가 제기한 것이다. 콩고가 쩨안한 수청안은 모든 회원국에 통고되

었으며， 이사회에 장청되었다. 이에 이사회는 수청안올 검토하였으며， 추가척

인 연구가 펼요합율 인식하여 차기총회까지 연구률 수행할 것올 체안하였다.

52) 천제셔 I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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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안건올 의제화하지 않기로 결청

하였고， 일년간의 연구 끝에 콩고의 수정안운 제 10차 청기총회시 잠정의체화

되지 못하였다.

획초의 현장과 1963년 1월 수청된 현장 제6조를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

사국과 총회선출 이사국의 지역별 배정규모 측면에서 살펴보변 (표 3-5)와

같다.많)

표 3-5. 최초의 현장과 1963년 수청된 헌장에 따른 지역별 이사국 배청규모

현재 이사국구성 총회션출

지역구분 국가수 체6조 A항 1 제6조 A항 2 쩌'16조 A항 3 합 계

세계 지역 I단락 2단학 지역배분 울번

남 미 19+1? (l) 3 (2) 0 (4) 4

북 미 2 2 2

서유럽 22+1? 2 6

동유럽 10 3

아프리카 31 (l) 3 (2) 4
및충동

남아시아 4+1? 2

SEAP 5+1? 2

육 동 5+1? 2

합 계 103 5 5 2 (7) 11 (3) 1 (23)25

* 괄호 안은 최초의 헌장임
* 물음표는 회원국의 지역배정이 불확실한 것에 가인함

53) 전께서 I pp. 16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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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A의 2의 1은 선원물질 생산국으로 서유럽에서 포르투갈과 벨기에，

동유럽에서 체코와 폴란드가 매년 돌아가며 2개국이 선출된 근거 단락이다.

또한 채6조 A의 2의 2는 기술원초 공여국으로 서유럽에서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틀인 스훼덴， 덴마크， 노르훼이， 핀란드 둥 4개국이 매년 톨아가며 1개국

이 선출된 문거 단락이다. 제6조 A의 3에 따라 서유럽 지역의 지역때분이사

국과 윤번이사국은 츄라톰(EURATOM) 3개국 중에서 I석， 스칸다나버아 반

도 국가가 아닌 회원국과 비유라톰 국가중에서 나머지 1석이 선출되었다. 제

6조 A의 3에 따라 아프리카 및 중동 치역에서 선출되는 3석의 지역배분 이

사국은 중동에서 1개국， 아랍 아프리카에서 1개국， 니그로 아프리카에서 1개

국씩 선출되었다. 아프리카 지역올 풀로 구분한 것은 영어를 사용하느냐 또

는 불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구별한 것이다.

다. 1973년 개정안과 지역별 제안 분석

1963년 현장 체6조의 수청 이후 1969년 콩고의 현장 개‘청 주장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이사회 구성에 대환 개정 착엽이 시작되어 많은 개정안틀이 제

안되었다. 1973년 재쟁에 따른 중요한 변동은 당연직 선진이사국 수가 5개국

에서 9개국으로 중가되었으며， 1973년부터 1983년까치 제6조 A의 1에 따라

12개국씩 6월 이사회시 임명하께 되었다는 점이다. 이 기간동안 이사회 의장

은 당연칙 선진이사국으로서 또는 당연직 지역선진이사국으로서 12개국의

국가명 알파옛 순서에 따라 임명되었다. 특히 2개국 이상 포함된 지역의 경

우는， 예로서 북미의 미국과 카나다， 모두 당연직 선진이사국으로서 의장에

임명되었다.

19겸년 현장 체6조의 전면개청 이후 주요한 이사회 구성의 변동사항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당연칙 지역선진이사국올 선출한 것과 중국이 당연칙 선

진이사국으로 친출환 것 둥이다.당} 1언7년까지 남아공화국은 아프리카 지역

의 당연직 지역선진이사국으로서 매년 이사국으로 피선되었다. 그러나 남아

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에 의해 1977년 6월 이사회시 남아공화국올 대신하여

이집트가 격렬환 토의와 두번에 걸친 호명투표(roll-call vote)를 통하여 아포

54) 파EA. Amen따훌nt of Ar섭de VI.A.1. of the Statute, GOV.12169, 1앓4.6.1，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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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 지역의 당연직 지역선진이사국으로 피선되었다. 이후 이집트는 현재까

지 아프리카 지역올 대표하는 당연직 지역선진이사국으로 펴선되어 오고 있

다.

1970년대 후반 멜기에 스페인， 스훼덴 빛 스위스 둥 서유럽 국가들은 서

유럽에 속혜 있는 프랑스， 서독 및 영국 둥이 모두 당연칙 선진이사국에 지

명되고 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가 제외된 사실에 이의룹 제기하기도 하

였으며， 이는 1잃5년 스떼인이 체안한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1984년 6월 어사회에서는 당연칙 선진이사국 수를 9개국에서 10개국으로

1석올 중가시킨다는 헌장 제6조 A항의 1에 대한 수정안을 오스트리아， 카나

다， 중국， 프랑스， 서독， 인도， 일본，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펼리핀， 루

마니아， 태국， 영국 퉁이 공동제출하여 총회에 권고하기로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으며， 총회는 여 결의안올 채태하였다. 이에 따라 1잃4년부터 당연직 선

진이사국수는 12개국에서 13개국으로 중가하였다.

1973년 6월 1얼 발효한 현장 체6조 천면개청은 채청과정에서 많은 개청

안과 결의안들이 체안되었으며， 1969년부터 1970년 6월까지 체안된 재정안들

중 주요한 개청안들올 사무총장에게 체출된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다용과

같다.

1) 불가리아외 6개국이 제안한 개정안

불가리아， 빨라루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우크라이나 및 소련 둥 7개국

은 기존 현장에 규정된 지역구분올 준수하며， 이사국 수를 4개국 또는 6개국

중가시킨 개갱안올 제안하였다.

이 개청안올 살펴보면，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당연칙 선진이사국파 당연칙

지역선진이사국은 기존의 헌장에 준하여 l07H국으로 하되， 폴란드， 체코， 웰

가에 빛 포르투갈의 선원물질 생산국중 매년 2개국올 선출하도록 되어 었던

체6조 A항의 1단락파 기술원조 공여국으로 스훼덴， 덴마크， 노르훼이， 핀란

드 풍 4재국이 매년 툴아가며 선출되도록 되어 있던 제6조 A항의 2단락을

’ 삭쩨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치명하는 이사국 수를 3재국 촉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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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총회에서 선출하는 지역대표이사국의 경우에는 12개국에서 19개국

또는 21개국으로 충가시키는 제안올 하였다. 따라서 전체척으로 이사회의

규모는 25개국애서 29개국 또는 31개국으로 4석 또는 6석이 중가되는 게안

으로 7개 제안국 모두가 동유럽 제국들로 구성된 이 제안은 동유럽의 이사

회 의석올 1석 충가시킴으로써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둥 4개국이 2

년 임기의 지역선출이사국으로 돌아가며 선출되고자 하는 목적올 갖고 었었

다.

불가리아외 6깨국이 제안한 개청안과 기존 현장의 지역별 때청올 살펴보

면 (표 3-6)과 깥으며 총회에서 선출되는 서유렵의 지역대표이사국 수는 지

역내 윤번이사국으로 1석을 천환한다는 협청이 체결될 경우훌 고려해 둔 것

이다.또)

표 3-6. 불가리아외 6개국의 개청안파 기존 헌장과의 지역별 때정 비교

기존 이사국 구성 불가리아와 6개국 개정안
동:¢.2다FτA一지역구분

GC 선출BOO 지명 합계 BOG 지명 GC 선출 합계

북 미 2 2 2 - 2 -

납 미 3 4 4[5] 5[6] 1[2]

서유럽 4 2 6 2 4{5} 7

통유럽 2 3 3 4

아및프충리카동 3 4 1 4[5] 5[6] 1[2]

남아시아 2 2 -

SEAP 1 2 1 2 -

극동 2 2 -

합 계 13 12 25 10 19[21] 29[31] 4[6]

* BOO ; Board of Governors
GC : General Conference
[ ] : 대체안에 따른 의석수
{ } : 지역내 울번아사국으로 배청한 의석융 포함했을 때의 의석수

55) 퍼EA， Amen며몽~nt of Article VI of the Statute. GC(XIV)j.월7. 1970.8.7.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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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키스탄이 제안한 재정안

파키스탄이 제안환 현창 제6조의 개정안은 표면상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지역구분을 기존 현장과 달리하고 있다는 접이다. 기존 현장에서 아프리카와

중동올 하나의 지역으로 구분한 것에 비해 파키스탄의 개청안은 아프리카릅

하나의 지역으로 하고 중통과 남아시아률 한 지역으로 묶었다. 이 제안의 배

경은 파키스탄야 지역국가 수가 척은 남아시아 지역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척으로 피혜를 업고 있다는 의식에서 중동과 남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

로 구분하고， 당연칙 지역대표이사국에 언도가 선출되더라도 MESA 지역의

지역선출이사국으로 선출될 수 있는 방법올 모찍한 것이다. 이러한 배청의

근간은 중동지역이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임올 이용

환 것이며， MESA지역의 지역선출이사국 수를 3개국으로 하여 파키스탄은

당연히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의 제안은 지역션출이사

국흐로서 차기 임기에 계속하여 동일 종류의 이사국에 째임명될 수 없다논

초항올 삭제함으로써 파키스탄이 실제로 당연칙 이사국으로 진훌하는 효과

를 얻기 위해 꾀한 것이다.

파키스탄의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당연칙 선진이사국과 당연칙

지 역선진이사국 수는 기존의 현장에 준한 107~국으로 하되， 폴란드， 체코， 뻗

기에 빛 포르투갈의 선웬물철 생산국중 매년 2개국올 선출하도록 되어있던

제6조 A항 2의 첫단락과 기술원조 공여국으로 스훼덴， 덴마크， 노르훼이， 핀

란드 둥 4개국이 매년 똘아가며 선출되도록 되어었던 체6조 A항 2의 두번째

l 단락올 삭체하는 체안으로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국 수는 3석이 축소환

다. 그러나 총회에서 선출하는 지역대표이사국의 정우에는 12개국에서 24개

국으로 중가시켜， 전체척으로 이사회의 규모는 25개국에서 34개국으로 9석올

늘라고자 하였다.56) 파키스탄의 개청안과 기존 현장의 지역별 배청올 살펴보

면 (표 3-7)과 같으며 총회에서 선출되는 윤번이사국올 아프리차， SEAP 빛

극동지역 풍에 윤번으로 하는 1석올 배청하고 있다.

56} 퍼EA， Review of Article VI of the Statute, GOV/1324, 11앉굉.2.~， p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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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파키스탄 재정안과 기폰 현장과의 지역별 배청 비교

지역구분
기존 이사국 구성 파키스탄 개정안

BOG 지명 BOG 지명 합계
증감수

GC 선출 합계 GC 선출

북 미 2 - 2 2 2 -

\:그f 01 3 4 5 6 2

서유럽 4 2 6 2 6 8 2

동유럽 2 3 1 3 4 1 、

아층팩및카 3 4 4 5

3 4 2
남아시아 2

SEAP 2 2 -

그「동 2 2 -

올아번효이리사카
SEAP
극동

합 계 13 12 25 10 24 34 9

3) 멕시코가 체안한 개정안

멕시코가 제안한 재정안은 지역구분올 획기적으로 재편성한 바탕 위에서

지역적으로 여사국 수률 공평하께 배분하자는 제안으로서， 기존의 남아시아，

SEAP 빛 극동올 아시아 지역이라논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북머의 미국파

카나다를 서유럽 및 기타 국가들과 병합하며 중동지역은 지역적으로 아시아

이지만 아프리카지역과 묶은 기존 헌장을 따르는 것올 골자로 하고 었다.

멕시코 제안은 당연칙 선진이사국의 경우에는 기폰 현장과 같이 5개국으

로 한청하고 있으나 당연칙 지역선진이사국의 경우 아프리카 및 중동， 남며，

아시아， 서유럽 및 기타， 동유렵 퉁 5개 지역에서 각각 3재국씩 선출하도록

하여 이사획에서 지명하는 이사국의 수는 20개국으로 중가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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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의 제안도 앞서의 체안들과 같이 폴란드， 체코， 빨기에 및 포르투갈

의 선훤물질 생산국중 매년 2개국올 선출하도록 되어있던 체6조 A항 2의 첫

단락과 기술원조공여국으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쩨이， 핀란드 둥 4개국이 매

년 돌아가며 선출되도록 되어었던 제6조 A항 2의 두번쩨 단락올 삭제하는

제안올 하고 었다. 반면 총회에서 선출하는 지역선출이사국 수를 147H국으로

하여 천체적으로 이사회 규모를 25개국에서 34개국으로 9석올 충가시키는

제안야다.얀)

이렇게 멕시코가 제안한 목적은 남미지역에 속해 있는 멕시코의 엽장에서

당연칙 지역선진이사국으로 진출할 방안올 모색한 것이며， 북미의 미국과 카

나다를 남미와 같윤 지역으로 병합하여 미주지역으로 하지 않고， 서유럽 및

기타 지역으로 병합시킴으로써 국가 수에 따른 부담올 애써 피하려 하였다.

멕시코 재정안의 초점은 지역구분의 획기척 변화를 꽤함과 아울러 아프리카

및 충동지역의 의석 수를 4석 증가시켜 개도국으로 구성된 이 지역국가들의

호용과 남미지역에 2석을 중가시킴으로써 남미지역 국가들로부터 지훤올 받

아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더불어 당연칙 이사국으로 진출할 것올 모잭한 것

이다. 멕시쿄가 제안한 개청안과 기존 현장의 지역별 배청올 살핵보면 (표

3-8)파 같다.

4) 이라크외 5개국이 제안한 재정안

이라크룹 비롯한 쿠훼이트，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DAR 풍 6개

국이 제안한 개청안은 기존 현장의 지역구분에서 중동과 남아시아를 병합하

여 서남아시아로 구분하고 당연칙 선진이사국 수를 각 지역별로 공명하게

배분한 체안이다.않) 이 개정안 역시 다른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미국， 소련，

영국， 프황스， 카나다 둥 5개국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이틀 국가들이 포함

되지 못한 지역플에 착 1개국씩 당연직 선진이사국올 할당하여 당연칙 선진

이사국이 10석이 되도록 하여 기존 환장과 같은 맥락올 유지하고 었다.

57) IAEA, Review of Article VI of the S않tu따 GOV/1322 ， 1앉59.2.17. pp. 1-8.
58)GC(X!V)J.월7， 천제셔 ,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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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멕시코의 개정안과 기존 헌장과의 지역별 배정 비교

기존 이사국 구성 멕시코의 개정안
지역구분

BOG 지명 GC 선출 합계 BOG 지명 GC 선출 합계
τ%{f?

아빛프충리동카 3 4 3 5 8 4

남 미 3 4 3 3 6 2

남아시아 1 2

SEAP 2 3 4 7

극동 2

북 미 2 2
7 2 9

서유럽 4 2 6

동유럽 2 3 4 - 4

합 계 13 12 25 20 14 34 9

이 재정안도 앞서의 쩨안들과 같이 폴란드， 체코， 벨기에 및 포르투갈의

선원물질 생산국중 매년 2개국올 선출하도록 되어 있던 제6조 A항 2의 첫단

락파 기술훤조 공여국으로 스훼덴， 웬마크， 노르훼이 핀란드 둥 4개국이 매

년 돌아가며 선출되도록 되어 었던 채6조 A항 2의 두번째 단락을 삭제하도

록 제안하고 었다.

한편 총회에서 선출하는 지역선출이사국의 경우 남미에서 5깨국， 서유렵

에서 5개국， 동유럽에서 3개국， 아프리카에서 5개국， 서남아시아에서 3개국，

SEAP에서 I개국， 극동에서 1개국 퉁 모두 23개국올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현장과 비교하여 이사회의 규모는 25개국에서 33개국으로 8개국이 중

가되도록 되어 있다.

이 체안의 특징온 SEAP와 극동지역을 제외한 남미， 서유렵， 동유럽， 아프

리카， 서남아시아지역 둥에서는 한 지역선풀이사국이 채선출될 수 었옴올 영

시하고 었다는 점이다.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 국가들은 이 제안올 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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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역국가 수가 많고， 남아공화국， 이집트， 리비아， 얄쩨리 퉁이 있는 아프

리카지역 보다는 지역국가 수도 상대적으로 적고 인도와 파키스탄올 제외하

고는 버슷한 수준인 남아시아지역과의 병합올 똥혜 이사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데 제안의 때경야 있다고 하겠다. 이라크외 5개국이 제안환 재청안과 기

존 현장의 지역별 빼정올 살펴보면 (표 3-9)와 같다.

표 3-9. 이라크외 5개국의 개청안과 기존 헌장과의 지역별 배청 비교

기존 이사국 구생 이라크외 5개국의 개정안
지역구분

BOG 지명 GC 션출 합계 합계
증감수

BOG 지명 K 선출

북 미 2 - 2 2 - 2 -

남 미 3 4 5 6 2

서유럽 4 2 6 2 5 7

동유럽 2 3 3 4

아프중및동리카 3 4 5 6 2

3 4 2
남아시아 2

SEAP 2 2 -

국동 2 2 -

합 계 13 12 25 10 23 33 8

5) 미국외 337a국이 제안한 재정안

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훨레， 콜롬비아， 프량스， 서독， 가나，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지아， 네덜란드， 나이자리아， 파나마， 페루， 펼리핀， 스페인， 태국，

영국，미국，우루구아이，베네수헬라，베트남，카나다，중국，한국，리허텐슈타

인， 코스타리카， 케냐， 모나코， 터키， 세네갈， 에쿠아도로， 니카라구아， 참버아

퉁 34개국이 공동쩨안한 재정안59)으로 총회에서 채택되어 발효중인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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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제안은 기존 현장의 지역구분에서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올 분리하고，

중동지역과 남아시아지역을 병합하여 하나의 지역으로 조청하였다. 이사회

규모에 있어서는 기존의 25개국에서 34개국으로 9개 의석올 증가시켰다.60)

이 재정안의 특이점은 융번어사국으로 2석올 할당하였다는 것이다. 이 2

석은 MESA, SEAP, 극동 풍 아시아지역과 아프리카지역에 배분하였는데，

이는 개청안에서 아시아지역의 의석 수를 다흘 자역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쩍게 충가시킨 것에 때한 무마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 채정안도 앞서의 체안률과 갈이 폴란드， 체코， 벨기에 및 포르투갈의

선훤물질 생산국중 매년 2개국올 선출하도록 되어있던 체6조 A항 2의 첫단

락파 기술원조 공여국으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훼이 핀란드 둥 4개국이 매

년 올아가며 선출되도록 되어었던 제6조 A항 2의 두번째 단락을 삭체하는

제안올 하고 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국의 경우 동유렵지역

이 2개국에서 1개국으로 1석이 감소하게 되어 야사회 지명 이사국 수는 기

폰의 13개국에서 12개국으로 되었다. 반면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국의 수는

12개국에서 22재국으로 10석이나 증가하게 회었는데， 남마와 서유럽지역의

경우 각각 2석이 중가하는 형태로 나봐났다.

6) 1973년 재정안과 채택 과정

헌창 제6조의 전면개정과 판련하여 1969년 4월부터 특별위원회 (Ad Hoc

Committee) 가 활동울 시착하였으며 50개국 이상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열띤

토론과 여러 개정안이 논의되었다. 각국은 그 회원국이 속한 지역의 이익올

위하여 결의안 작성 시부터 논란올 거듭하였는데， 미국이 1969년 2월 이사회

시 제출한 철의 초안올 놓고 콩고， 나이지리아， 필리핀， 스페인， 폴란드 둥

여러나라가 얼부 수청올 제안하는 풍 현장 체6조의 개정이 극히 중요함올

알 수 있게 하였다.

59) 파EA， Amendment of Article VI of the Statu따 GC(XIV)/COM.2/50/ADD.1-4, 1970.9.,
p. 1.

60) IAEA, The Amendment of Article VL A - D of the Statute Approved by the
G앙leral conf밍흰lee in 1970, INFCffiC/l59쩌ev.3， 1973.6.12,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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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6조의 전면개정올 제안한 결의안들중 콩고가 체안한 결의안올 콩

고 자신이 철회하고61) 위훤회에서 토의한 후 미국외 33개국의 결의안， 이라

크외 5개국의 결의안 때시코 결의안， 불가리아외 6개국의 결의안 둥이 표

대결올 위해 준버되었으며 폴란드는 미국외 337ij국이 제출한 결의안에 대한

수정결의안올 제출하였다. 투표 결과 폴란드의 수정결의안이 찬성 10, 반대

38, 기권 24로 부결된 반면 미국외 337ij국의 결의안이 찬성 46，반대 10, 기권

16으로 채택됩으로써62) 이라크외 5개국의 결의안， 멕시코의 결의안， 불가리

아외 6채국의 결의안 둥은 투표 없이 총회에서의 채택을 위하여 미국외 33

개국이 제안한 철의안이 상청되었다.

미국의 결의안은 개도국올 포함한 많은 회훨국틀의 노혁에 의해 원자력의

평화척 이용이 진천되고 발천혜 왔으며， 헌장 개청은 공명한 지역척 배훈올

반영하여야 하고， 파EA의 집행기구로서 이사회의 효과성이 계속적으로 유지

되어야 합옳 언급하고 있다.잃)

1973년 현장 체6조 A-D항의 천면재청은 1970년 총회가 재청올 승인하고

1973년 6월 1일까지 우리나라릅 버롯한 7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국 청부안

미국에 기탁함으로써 1973년 6월 1일부로 발효하였옴올 1973년 6월 5일 미

국청부가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였다.없)

3. 현재 논의중인 헌장개청안 분석 및 자역별 견해

가. 헌장 제6조 부분수정 안

현장 제6조의 부분수청안은 현장 체6조 A항의 2 수청과 판련된 것으로

1언7년 제안되었다. 이 수청안은 당연칙 이사국충 남아공화국 대신에 이집트

가 지역선진이사국으로 둥장한 것파 함께， 아프리차 및 MESA지역 재도국툴

61) 피EA， Record of the thir뺑nth Reg1.펴r Session, GC(XID)/COM.2!OR.49, 1969.12.9, pp.
1-4.

62) 퍼EA， Amendment of Ar히cle VI of the Statute, R학lOrt of 암Ie A!φninis압ative and
L뭘하 Committ않， GC(XIV)!양퍼I， 1970.9.28, pp. 1-5.

63) IAEA. Review of Article VI of the StatU'따 GOV/1323， l잊폈.2.21 ， pp. 1-2.
64) INFCmC/159쩌ev.3， 천제셔 ,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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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툴 지역에 대한 지역선출이사국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척으로

과소 책정되었S므로 이를 규정한 현장 제6조 A항의 2를 수정하자고 주장하

고 었다.

아프리카 빛 :MESA 지역 회원국들의 현장 제6조 A항의 2 수정안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이사국 수와 회훤국 수의 상대척 비율이 낮다는 측면에서 다른

지역국가들의 호용올 어느 청도 얻고 있으나 전면개정과 결부되어 있어 이

수청안 단독으로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융번이사국 때청을 둘러싼 아프리카 빛 중동지역파 서유랩지역의 복잡

한 문제가 1963년 재청에서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 지역선출이사국 수를

중가시킴으로써 혜결되었던 것파 같이 이 수정안에 따른 문제도 현장 제6조

악 천면개청이 합의되는 과청에서 이툴 지역의 주장이 반영되는 선에서 해

결훨 것으로 예상된다.

나. 헌장 제6조 전면개정안

1) 스페인 개정안

스페인은 1984년 10훨 1일 현장 제6초의 전면개정올 제28차 청기총회 의

제에 포함시킬 것올 어사회에 요청하였으며， 1985년 6월 7일 이사회 의장에

께 제안 의지룹 통고하였다. 이후 1985년 6월 19일 사무총장에게 제29차 총

회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릅 취해 줄 것올 요구하며， 스페인 상주

대표부를 통하여 개정안올 체출하였다. 스페인의 이 체안은 뻗기에， 스웨덴

및 이탈리아가 공동쩨안국으로 되어 있다.65) 이 제안올 통하여 스페인은

1978년 。1후 현장 체6조악 재갱에 판해 총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프리차와 MESA지역의 이사국수 중가요

구에 풍조한다는 것올 명확히 하고 었다.

스페인의 제안에 따르면， 당연칙 선진이사국의 경우 북미에서 2개국， 남미

에서 2개국， 서유럽에서 7개국， 동유럽에서 2개국， 아프리카에서 2재국，

MESA에서 2개국， SEAP에서 1개국， 극동에서 2개국으로 현재의 현장보다 7

65) 파EA. Revision of A퍼de VI of the Statute As a whole, GC(XXIX).η521ADD.l，

1훌셋5.7.8，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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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이 중가된 것이다.

또한 지역 선출여사국의 경우 남미에서 5개국， 서유럽때서 4개국， 동유럽

에서 3개국， 아프리카에서 6개국， MESA에서 3개국， SEAP애서 1개국， 극동

에서 1개국 둥 23개국과 융번이사국으로서 동남아， 태평양， 극동지역에서 공

히 윤번으로 1개국올 선출하여 현재의 현장보다 2개국이 중가된 제얀이다.66)

따라서， 스페인 개청안은 이사회를 천체적으로 9개국이 증가된 44개국으

로 구성하며， 극동지역과 동남아 빛 태평양지역올 제외한 5채 지역에 이사회

의 참여도률 중가시키자는 체안이다. 현장 제6조 전면개정에 판한 스페인 채

정안과 현채 현장과의 지역별 배정규모를 비교하여 보변 (표 3-10)과 같다.

표 3-10. 이사국 구성에 관환 스떼인 개청안과 현재와의 비교

현재 이사국구성 스페인 개정안

지역구분 국가수

A항 1 A항 2 합계 A항 1 A항 2 합 계 충감

남 미 20 5 6 2 5 7
북 미 2 2 2 2 2
서유럽 23 4 4 8 7 4 11 3
동유럽 16 3 4 2 3 5
아프리카 27 1 4+1/3 5+1/3 2 6 8 2+2/3

MESA 16 2+2/3 3+213 2 3 5 1+1/3
SEAP 8 1+2/3 2+213 1+213 2+213 -
극 동 7 2 1+113 3+1/3 2 1+1/3 3+1/3 -

합 계 119 13 22 35 20 24 44 9

2) 이탈리아 재정안

1986년 이탈리아는 1985년 스페인이 제안한 재청안을 절충하여 당연직

선찬이사국 수를 17개국으로， 지역 선출이사국 수를 277ij국으로 하는 절충안

(6) 파EA， Revision of Article VI of the Statute As a Whole, GOV:져217， 1얹6.τI ， p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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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비하여 벨기에 포르투갈 스때인 빛 스훼덴과 공동으로 제안하였다.힘)

이탈리아와 공동제안국툴은 이사국 수를 44개국으로 중가시키는 것에 따

른 효과에 대한 견해를 문서를 통하여 다옴과 같이 총 8개항으로 발표하였

다.없)

첫째， 아프리카 및 MESA 지역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현장 제6조 A항의

2 수정안은 정당한 주장으로서， 44석 중가안은 이를 충족시키고 있다.

둘째， 아프리카. 찢 MESA 지역 회원국들의 주장올 충족시켜 불만요소 제

거함으로써 어사획흘 효과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셋째， 서유럽지역이 오햇동안 주장해 옹 당연칙 외석의 증가안은 정당한

것으로서 방사성폐기물판리， 안전조치 빛 안전성 둥과 판련된 이사회의 결정

에 큰 영향올 미철 것야다.

넷째， 핵무기툴 보유하고 있지 않논 회훤국들이 이제는 원자력을 평화적

목척으로 이용하는 수준이 점진척으로 높아졌으며 키구의 재정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올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사결청 과청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장은 청당한 것으로 지역척 배분에 기초한 공평한 기회룹 부여하는

것은 펼요하고도 중요한 것이다.

다섯째， 동유럽 빛 남미지역에서 원자력 기술재발을 추진하는 국가툴이

중가하고 있는 점올 고려하여 이툴 지역에 이사국을 추가척으로 할당하여야

할 펼요성이 었다.

여섯째， 이사국 수를 중가시켜 더 많은 국가들이 안전성， 안전조치， 기술

협력， 행청·예산·재청 풍 실질척 문제들에 대한 심충논의에 참여하게 함으로

써 파EA의 신뢰성올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제도적 측변

에서 기구의 의사결정과정의 효과성를 충진시키게 될 것이다.

일곱째， 이사회 휘장에게 가해지는 부담올 감소시키고， 합의를 통해 의사

결정을 수행하며， 비효율적인 비기술척 논의를 지양하고， 키술척 논의를 통

하여 건젤척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그룹간 협상올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

07) IAEA, Revision of Article VI of the Statute As a whole, GC(XXXII)쩌51 ， 1잊~8.， pp.
1-4.

68) IAEA, He찌sion of Article VI of the Statute As a Whole Att.achr짧It 1 Annex 5.
GC(XXXI)A300, 1용7.8.，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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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넓째 현재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민감한 균형올 변경하지 않고 위에

서 언급한 이사회의 확대를 통한 장점틀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주장과 함께 이사국 수의 중가에 따른 비용 증가문제논 모든

회원국간 협력올 퉁한 실질적 문채출에 대한 효과적인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비교하면 충분히 감쇄하고도 남올 것임올 표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사회의

확대에 따른 장점들은 총회의 효율성올 증진셔키고 논의착업올 용이하게 활

것이며， 기구의 본래 목적올 수행하논데도 일익올 담당하는 것임올 피력하였

다.

이탈리아 개정안은 체제상 현재의 현장과 동일하며， 아프리카 및 h댄SA

지역이 주장해 운 현장 체6조 A항의 2 수청올 그대로 수용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탈리아 개청안을 통하여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각 지역의 입장

울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거나 개청에 판한 창여가 미약할 청우 다른 지역

에 비하여 상대쩍으로 피혜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탈리아 재청안이 쩨안하는 당연칙 선진이사국의 경우， 현째 현장과 벼

교하여 서유럽에서 3개국 및 동유럽에서 1개국올 증가하고자 하고 있다. 또

한 지역선출이사국의 청우는 남미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지역에서 2+1/3개

국， rvIESA지역에서 1+1/3재국썩 충가시키자는 것여다. 한편 윤번이사국의

갱우 혐재 2석올 통남아 태평양 극동 지역에서 각각 윤번으로 1석올 선출

하논 것으로 수정한 바， 이 지역들만이 개정안에 따라 이사국 수가 증가되지

않은 지역에 해당된다.00) 헌장 제6조 천면개청에 관한 이탈리아 개정안파 현

째 헌장과의 지역별 배정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표 3-11)과 같다.

3) 아르헨티나의 비공식 조정안

아르헨티나는 이사국의 지역구분， 선출방식 빛 임기 둥올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현장 쩨6조 조청안올 비공식척으로 제안하였고 그 내용푼 다옴

69) IAEA, Revision of Article VI of the Statute As a whole, GC(XXX)η8)， 1얹혔.8.14，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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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이사국 구성에 관한 이탈리아 개정안과 현재와의 바교

현재 이사국구성 이탈리아 개정안

지역구분 국가수

A항 1 A항 2 합계 A항 1 셰항 2 합 계 증감

남 미 20 5 6 6 7

북 미 2 2 - 2 2 - 2 -
서유럽 23 4 4 8 7 4 11 3
동유럽 16 3 4 2 3 5
아프리카 27 4+113 5+113 7 8 2+213

MESA 16 2+213 3+213 4 5 1+1/3
SEAP 8 1+213 2+213 1 1+2/3 2+2/3 -
극동 7 2 1+113 3+113 2 1+113 3+1/3

합 계 119 13 22 35 17 27 44 9

과 같다.70)

첫째， 이사국의 지역구분올 기존의 북미지역올 서유럽지역에 통합하고，

SEAP와 극동지역올 통합하였다. 따라서， 이사국의 지역구분은 서유럽 및 71

타지역， 남미지역， 동유럽지역， 아프리차지역， 중동 및 남아시아지역， 동아시

아 및 태평양지역 둥 6개 지역으로 하고 있다.

툴째， 이사국 선출방식은 일련의 수식올 동원하여 정당화하였는데 이사회

의 규모는 총회훤국 수의 3분의 1이하로 환청되어야 하며， 당연직 선진이사

국의 규모는 이사회 천체규모의 40% 수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당연칙 선

진이사국의 청우 최소한 각 지역은 1개국 이상올 보유하되 문제가 되는 서

유렵 및 기타지역의 당연직 션진여사국 규모는 당연직 선진이사국의 총규모

의 절반을 넘어서논 안된다고 규청되어 었다.

셋째， 이사국틀의 임기 변경인데， 당연칙 선진이사국틀의 임기는 현재와

같이 매년 선출될 수 있고 연임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선출이

사국틀의 경우에는 매년 선출되고 연임될 수 있도록 하는 조향으로 변경하

70) 퍼EA. Revision of Article VI of the Statute As a whole, Attaclu뾰nt 1. Annex 6.
GC(XXXI)껴06.1앓7.8.•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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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넷째， 지역별 이사국 규모는 현재 현장 제6조에 의해 선출되는 이사국 수

보다 줄지 않는다는 조항올 첨가하여 각 지역별로 이 제안에 대한 반대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에 신경올 썼다고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비공식 조갱안은 남미지역에서 현안으로 되어 있는 아르헨

티나와 브라질 양국 모두를 당연칙 이사국으로 진출하도록 하자는대 제안의

배경이 었다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비공식 조청안올 현재의 현장과 비

교하여 보면 (표 3-12)와 같다.

표 3-12. 이사국 구성에 판환 아르헨티나의 비공식조갱안파 현재와의 비교

현재 이사국구성 비공식 초청안

지역구분 국가수

A항 1 A항 2 합계 A항 l A항 2 합 계 충감

남 미 20 5 6 2 4 6 -

북 미 2 2 - 2 7 4 11
서유럽 23 4 4 8

동유럽 16 3 4 3 4 -
아프리카 27 4+113 5+113 6 7 1+213

MESA 16 2+213 3+213 3 4 1/3

SEAP 8 1+2/3 2+213 3 3 6 -
국동 7 2 1+1/3 3+113

합 계 119 13 22 35 15 23 38 3

다. 버공식 실무작업단의 진전과정

비공식 실무작업단은 1986년 제30차 정기총회시 채택된 컬의싼

GCCXXX)쩌ESf.뼈7에 따라 현장 제6조의 천면개청에 대한 여러 제안툴올 검

토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들에게 개방된 비공식 실무작업단올 절치하도록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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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이사회에 요청하므로써 셜립되었다·71) 비공식 실무작업단은 이사회 확

대문제에 대하여 이사회 내에서의 정치적 균형， 공평한 지역대표성， 이사회

의 효과성과 효율성 풍 세가지 측면애서 검토를 하고 있으며72}， 헌장 제6조

A항의 1과 2는 물론이고 이사회에 의해 절치된 TACC 및 ABC에 관한 사

항도 포함하여 광범위하께 논의하고 있다. 현장깨갱 논의의 실체적 창구 역

활올 수행해 온 비공식 실무작업단은 몇번에 걸쳐 재구성되어 왔으며， 앞으

로도 현장개청 논의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계속 존속활 것으로 예상훤다. 그

려나 현장 제6조가 국가간 또는 지역간의 충요한 현안으로 되어 있는 만큼

지역간 빛 선후진국간 의견 차이를 좁혀 합의를 통해 결론에 도탈하기까지

는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여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 실무작업단이 껄렵된 후 초기에는 현장 제6조의 전면개정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고 아울러 체6조 A항의 2에 대한 토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과청에서 당연칙 선진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

간에 이사회 확대에 대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이사회에 의해

젤차되어 운영되고 있는 2개의 위원회에 비이사국들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

해서도 안건 자체에 대환 타당성 여부와 현장논의와 결부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는 풍 심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비공식 실무작업단에서 논의 중에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사회에 의해

절치된 위훤회에 모든 회원국툴이 참여할 수 었어야 하느냐 또는 기폰과 칼

이 이사국들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느냐는 것이다. 1977년 9월 30일 이사회

는 1977년과 1978년도 행정 빛 예산의 숙고와 기솔협력에 대한 효과적 수행

올 위혜 ABC 빛 TACC가 계속 폰속하여야 하며， 모든 이사국틀에게 개방

되도록 하는 것올 골자로 하는 결정올 내린 바가 었다. 여기에는 이사국플은

위훨회 참여시 사전통보가 훨요하지 않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남미그

룹파 펼리핀은 철의안 제출올 통하여 이사회에 의해 절치환 위원획에는 모

든 회원국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1) 파EA， Revision of Article VI of the Statute As a whole, GC(XXX)ηW， 1훌옛6.10.3， p.
1.

72) 퍼EA， Revision of Ar히며e VI of the Statute As a whole, GOV/2411, 1얹혔.9.18， p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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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그룹은 이사회는 참갱의사진행규칙에 따라 위원회와 71타 보조기구흘

셜치활 수 있옴올 유념하고 모픈 회훤국들이 TACC와 ABC의 작업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판심이 있옴올 고려하여 다옴과 같이 체안하였다.염)

첫째， TACC와 ABC를 회원국 모두에게 회원국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개방한다.

둘째， TACC와 ABC에서는 각 회의의 회기 말에 채태된 보고서에서 이사

회에 권고된 사항과 각 의체들애 포함된 모든 조항올 고려한다.

셋째， 위원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수 없올 경우， 그 사안의

토의파청에서 표출된 여러 견해들올 위원회가 착성하는 보고셔에 척절하게

반영한다.

그리고 필리핀은 이사회의 참정의사진행규칙 제50조의 수정이라는 의체

를 풍하여， 이사회는 모든 회원국들어 이사회에서 수행되는 착업에 척극적으

로 참여하고자하논 것에 판심이 있음올 고려하여， 이사회는 이사국이 아닌

파EA의 모든 회훨국올 초청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이사회의 어떠환 회의에

도 업저버로서 투표권 없이 파EA의 비회완국， 전문기구， 기타 정부깐 기구，

비정부간 기구 또는 특청 재인 둥올 초청할 수 있도록 잠정의사진행규칙 체

50조의 수청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라. 현장 제6조 개청에 대한 지역별 견혜

1) 북마 지역

미국은 이사회 확대에 대해 반대하며 현재 현장에 규청된 이사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수청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TACC 빛 ABC 판련 결의안

과 판련한 입장에서도 일부 국가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된다면 총회의 축소

판이 훨 것이며， 이사회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룹

들어 어떠한 제안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올 취하고 있다.74)

첫째， 현행 35개 이사국이 창여하여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사회 의

73) IAEA, Revision of Article VI of the Statute As a whole, GOV!2474, 1앞K>.9.12， p. 1.
74) IAEA, Revision of A피de VI of the Statute As a Whole. GC(XXXIV)재3D/ADD.I ，

1앉}D.9.I1， p. 9.

83



장에게는 많은 시간과 노력올 요구하는 것으로 힘든 임무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거의 3분의 1정도 더 무거운 부담올 이사회 의장에게 강요하는

것은 바랍칙하지 못하며， 특히 비엔나에 상주하지 않는 이사들이 이사회 의

장에 입후보하는 것올 더욱 어렵께 만드는 것이다.

툴째， 이사회에서의 의사컬청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본척으로 합

의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사국 수릎 중가시키재 되면 합의점에 도

달하논 과청에서 더욱 많은 시간이 훨요하게 될 것이며 절차도 더욱 복잡해

지고 때로는 합의점윷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께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파EA에서 판혜로 되어 있던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 표결에 의한 의사결정

으로 불가피하게 바뀌게 될 것이다.

셋째， 현채 회훤국틀은 이사확를 IAEA 전체률 이끌어 가는 현장상의 칙

농올*수행하는 집행기구로서 인지하여 왔다. 이사회가 IAEA 내에서 활동이

척극척언 회훤국들의 약 절반에 가깝게 그 규모가 확대된다면 이사회의 성

격은 입법척(legislative) 기농울 갖는 조칙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이는 총회

의 실질척인 권한올 촉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아다.

넷째， 의장의 역할에 대한 부담올 주고 합의률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사국 수의 중가는 실질적으로 기폰의 정치적 그룹틀 간에 협상에 의한 문

쩨 해컬올 어렵께 할 것이다. 따라서， 각 회원국 정부의 역할은 충대하는 대

신 그룹툴 간의 협상이 차지하는 역할은 감소할 것이다.

다섯째， 이사국 수까 충가함에 따라 행청 비용이 불가피하게 중가될 수

밖에 없올 것아다.

여섯째， 이사회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사회의 회기가 3분의 1이상 걸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청계획상의 마찰도 없지 않을 것이다.

측， 미국은 이사회 구성에 변화를 준다 하더라도 이사회의 효율성과 효과

성이 중진되기보다는 오히려 비효율적요로 운영될 것이라는 입장올 견지하

고 있다.75)

카나다는 현장재정 및 3개의 결의안76)의 어느 것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올

75) IAEA,많vision of Article VI of the Statute As a whole, API흥ndix 2,
GC(XXXTI>.껴51， 1얹혔.9.19， p. 14.

76) 이활리아 체안은 1앉JO년 9훨 13얼 취소되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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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로 인하여 이사회와 위원회 사이의 불균

형여 초래될 것이며， 이는 이사회 운영에 좋지 못한 영향올 끼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모든 회원국들은 총회에 참석하며 비이사국이라 하더

라도 투표권 없이 TACC나 ABC에 창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

고t TACC와 ABC어| 모든 회훤국들이 참여활 경우 총회와 다른 점이 없옴

올 강조하고 있다‘77)

2) 남미 지역

멕시코는 이사회가 첼치한 위원회에 판심 있는 회원국틀어 창여하는 것은

이사회의 결갱올 더욱 신뢰성 었고 타당성 었게 만들어 줄 것이며t TAce

및 ABC에 비이사국이 창여하논 문제와 판련된 결의안들은 현장 쩨6조 A항

의 2 수정 또는 헌장 체6조의 전면개정과 칙첩척인 판련이 없으므로 분리하

여 논의하는 것이 효과척일 것이라논 입장을 취하고 었다.엄) 또한 TACC 빛

ABC에 비이사국틀이 창억하는 것파 판련하여 남미그룹이 체출한 결의안애

대해 여러 국가틀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파거로부터의 실적올 통하여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올 토로하고 있다. 측 안전조치위원회 몇 명화적 핵

폭발에 판한 위원회 둥은 모든 판심 있는 회원국블에게 개방되었으며， 공급

보장위휠회 빛 핵피해시 손해룹 논의한 상임위원회도 모든 회원국들에께 개

방되어 논의한 사례들임올 주지시킴으로쩌 이사회 소속의 위원회 구성문쩨

를 수정하고자 하는 제안에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올 토로

하고 었다. 법률척으로 살펴보면， IAEA 현장과 이사회의 잠청의사진행규칙

의 관련조항들은 이사회가 그 자신의 절차를 다룰 수 있도록 명백히 하고

었으며， 이의 해석에 대해 법률자문판의 견해를 들어 보면 이 문제에 대하여

한 추가적으로 논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었다.깨)

철례는 남미그룹 제안올 지지하고 있으며80)， 모든 판심 있는 회훤국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실효가 있올 것이라는 입장올

77) GC(XXXIV>.까없VADD.l ， 천게셔， p. 10.
78) 천게셔， pp. 4-5.
'79) 천께서 , pp. 19-2()'
80) 견께서，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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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고 있다.

때네수앨라는 이사국 수의 확대가 이사회의 효율성에 나쁜 영향올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공명한 지역대표성 원칙올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 또한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국틀에게 TACC와 ABC를 개방하는 것

윤 이사활의 의사컬청 과청올 민주척언 행태로 나아가께 하는 중요한 단계

라는 견혜를 갖고 있다. 또한 남미그룹의 제안은 또 하나의 총회룹 만드는

것이 아니라， TACC나 ABC가 의사철청기구가 아니고 이사회나 총회에 권

고사항올 작성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기구임올 언급하고， 1970년 셜치된 안전

조차위원회에서도 모든 회훤국들이 참여한 위원회를 이사회가 설치하였음올·

강조하고 었다.8U

페루는 헌장 쩨6조의 전면개정 문제에 판한 여러 개갱안틀올 앞으로도 계

속 연구하여 합의점올 찾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올 가지고 있다.

TACC와 ABC에 모든 회훤국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남미그룹의 제

안윤 국제 원자력계의 토의 광장을 더욱 민주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올 줄

것이며， 더 많은 회원국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

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남미그룹과 77그룹은 IAEA 의사결정기구와 이사회

자문기구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는 바， 자문기구악 경우 모든 회원국들에게

개방되어야 할 것이며， 헌장이나 이사회 잠정의사진행규칙에눈 이사회가 절

치한 위원회에 이사국틀만이 창여해야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칙 선진이사국틀은 대부분의 회원국틀이 주장하는 것에 반하여 현재의

야사회가 충분히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고 었고 민주적 외사결청기구이며， 이

사국 수의 확대는 비용 중가 및 회의 연장 동의 문제점올 지척하고 있으나

이는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없)

쿠바는 현채 현장에 어떠한 수정이나 개정도 필요하지 않음올 주장하였으

나， 남미그룹이 제안한 결의안은 지지하고 있옴올 분명히 하고 있다.없) 쿠바

는 이사회에 의혜 셜치된 위훤회에 비이사국야 참여하는 것에 판하여 1988

년 다음과 같이 7개 조항올 제안하였다.없)

81) 천게셔· pp. 12-13.
82) 천게셔 • pp. 18-19.
83) 천게셔·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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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퍼EA의 모든 회원국은 이사회에 의해 젤치된 위훤회 (TACC와

ABC)에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 없이 참가활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툴째，

이사회에 의해 셜치된 위원회 (TACC와 ABC)는 각 의체에 포함된 모든 사

항올 심의하며， 회기 말에 채택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만일， 위훤회

가 특정 의체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논의된 여러 의견툴이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위원회는 이사회에 의해 고려된 권고

사항들에 대하여만 결정올 한다. 넷째 TACC와 ABC는 3년간의 시한으로

모든 회원국들에께 개방되고 3년째 되는 해에 이사회는 TACC 및 ABC어l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것을 3년간 추가로 연장활 것

인지 아니면 재고할 것인지 결정한다. 다섯째， 이사회에 의해 절치된 위훤회

는 보고서 작성올 책임지고 작성할 수 있는 칸사플(rappoπeurs)올 지명한다.

여섯째， 이사회 의장은 TACC 및 ABC 의창이 된다. 일곱째， 이사회에 의해

철치훤 위훤회는 IAEA 회훨국들의 이익올 위한다는 전체하에 IAEA 활동올

강화하고 중진시킨다는 기존 목척에 따라 활동올 환다.

아르헨티나는 그 자신이 작업단에 제출한 비공식 제안(표 3-12 창조)에서

밝힌 바대로 개청하는 것이 바랍칙하다는 입장올 취하고 있다.옮)

3) 서유럽 지역

네덜란드의 입장은 IAEA가 그 임무를 효파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효율척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권한올 가지고 있어야 하고 야사회의

효율성파 권한은 헌장에 따라 규정된다는 사실올 강조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이탈리아의 현장 쩨6조 전면개정에 판환 제안올 약간 수청하면 지지할 수

었으나 남미그룹이 체안환 결의안은 이사회 그 자체보다도 규모가 큰 2개의

위원회를 갖게 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올 취하고 었다.잃)

벨기에는 이사국 수의 확대에 대해 지지하며， 비공식 실무작업단에서 계

속척인 토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올 취하고 었다.원)

84) 파EA， Revision of Article VI of the Statute As a whole, A야>en벼x Attachr뾰lt 3,
GC(XXXIV)까W，1:뾰.9.17， p. 1.

85) GC(XXXII)/851, 전께서， p.5.

86) GC(XXXIV).찌뼈VADD.l ， 견게셔， pp. 11-12.
87) 천게셔，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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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국은 이사회에서 이사국 수의 확대는 이사회의 효율성올 저해하며， 기

제출환 개정안에 반대합올 분명히 하고 있다.앓)

프량스는 현재의 이사회 규모는 회원국 천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

로 현장애 규청된 지역배분과 훨자력기술의 선전화에 따른 이사국 배정 및

이사회의 효과적 운영 둥의 관점에서 만족스러운 상태임을 강조하고 현재의

현장상 규정되어 있는 이사국의 배정올 수청할 경우 예 71치 못할 문제가 발

쟁활 수 있다는 입장올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어떠한 현장 체6조

의 재정에도 반대하고 있다.없)

독일은 제출된 3채의 결의안에 담긴 내용들은 새로운 것도 아닐 뿔더러

이탈리아와 펼리핀 제안은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도 않다고 비난하고 었

다. 또한 남미그룹이 제안한 결의안도 그 목적이 불명확하며， 독일운 어떠한

경우라도 현장 제6조의 전면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올 분명히 하고 있다，90)

스훼덴은 이탈리아 체안의 공동제안국으로서 이탈리아 체안올 지지하였고

제출된 펼리핀 빛 남미그룹의 제안에 대하여 독일， 네덜란드 풍의 국가와 의

견올 같이 하고 있다，91)

이탈리아는 이사회 구성에 대한 확대문제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우며， 그동안 충분히 헌장 개청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조

속한 시일 내에 총회에 상정하여 현장올 재정하는 것이 바람칙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4) 동유럽 지역

구소련은 현채의 이사회 구성을 유지하면서 이사회약 효율성과 효파성올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청하는 사항들에 모든 회훤국들이

실질척으로 참여하는 방안올 지지한다는 입장올 견지하고 있다，92) 그러나 구

소련은 현째의 이사회가 효율성파 지역대표성올 적절히 반명하고 있다는 견

88) 천게셔 • pp. 14-15.
89) IAEA, Revision of A퍼cle VI of the Statute As a Whole, Annex, GC(XXX)η'88，

1않혔.9.29， p. 5.
00) GC(XXXIV) /9:뻐i/ADD.l ， 견제셔‘ p.7.
91) 전게셔， p.16.

92) GC(XXXD)1851, A야leI1버x 2， 천제셔，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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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를 표명함으로써 현장 재청에 반대하고 있으며 제출흰 3개의 철의안의 어

느 것에도 반대합올 분명히 하고 있다.잃)

폴란드는 제출된 3개의 결의안들이 충분히 토의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

장을 취하고 있다.명)

5) 아프리카 지역

가나는 현장 제6조의 전면개정파 판련환 논쟁의 초점은 이사회의 효율성

과 판련되어 있옴올 언급하고， 효율성이 IAEA의 올바른 청책결청올 수행하

는 것과 판련된 것이라면 이사국 수의 증가는 효융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

히려 올바폼 청책 결청올 내리는데 도움올 줄 것이라는 점올 강초하고 었다.

가나는 효융성이 이사회 회의 시간올 정확하제 지켜서 회의 종료를 청각에

마쳐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사국 수의 중가는 회의 연장이나 토론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효율성올 감소시키는 철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 그러나 이사국 수의 중가에 수반되는 회의 연장은 실제적으로 바랍

직하지 못한 영향은 없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연직 이사국의 선출과 판

련하여 가냐는 이를 비판하고 싶지 않으나 선출기준은 명확해야 한다고 언

급하고 있다. 즉 특쟁 회훤국이 오늘 훤자력 선진국이었다고 해서 내일도 계

속 선진국으로 반드시 유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규정의 유연성율 유지

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당연칙 이사국의 변경요구가 있올 정우 여를 수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JS)

나이지리아는 실무작업단이 다용과 칼은 네가지 측면에 판섬올 두고 연구

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첫째， 실무작업단은 청치척 균형율 유지하거 위

한다는 명목으로 논의과정상 부척절한 제한올 가하면 안될 것야다. 둘째， 모

든 회원국들에게 TACC와 ABC륨 개방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서는 바랍칙하

지만 이사회의 구성문제와 철부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이사회는 그 수

에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은 바랍칙하지 않으나 모든 지역그룹틀 간의 공형환

대표성이 유지되는 것은 펼수척임올 유념해야 할 것이다. 넷째， 당연칙 션진

93) GC(XXXIV)π않VADD.1， 천께서， p. 10.
94) 천제셔， p. 13.
95) 천께서， p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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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국과 선출이사국의 지명 원칙과 기준 및 지역배불 문제는 실무작업단에

서 면밀환 검토를 필요로 하며 최종적으로 권고사항이 도출되어야 활 것이

다.96)

나이지리아는 공평한 지역대표성에 업각한 이사국 수의 확대를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현장 제6조 A항의 2 수청과 관련하여 1977년 아

프리카지역이 제안한 아프리카 및 IvffiSA 지역의 이사회 의석 확대안이 해

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사태로 아프리카와 MESA 지역의 풍

I명한 지역대표성올 척합하게 반영하는 어떠한 제안에도 지지한다는 입장올

표명하고 있다.m)

셰네칼은 아프리카와 MESA지역은 공평한 지역대표성에 따른 이사회 의

석 활당이라는 훨칙이 척용되지 못하고 었으며， 아프리카 및 IvIESA 치역에

이사국 수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정당하며 합리적인 요구라고 강조하고

었다.잃)

이집트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3석， 1\ffiSA지역에서 2석의 이사국 수를 중

가시키논 논의가 성과 있는 결실이 맺어지길 훤하며， 공평한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는 전면개정에 대한 논의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올 취하고 있다. 또한

현장 개청이 특청지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거나 혐재와 같이 지역

대표성올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는 입장올 견지하고 었다.99)

알제리아는 이사회의 구성상 아프리카와 h표SA 지역에서의 불공평한 지

역배분야 시정되어야 하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평한 지역배분어 할당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1(0)

96) 천게셔， p.19.

97) GC(XXXIO재51， A마없혀x 2, 천재셔， p.6.

98) IAEA, Amendment of Article VI.A.2 of the Statute, Annex 3, GC<xxxnM350,
1잊혔.9.19， p. 3.

99) GC(XXXIO，껴51， Appen혀x 2, 천게셔， p.6.

100) 파EA， Revision of k쉽cle VI of 암le Statute As a wh따， Attaclunent,
GC(XXXIll)J8:갱 IAnD.!， l앉뤘.9.25， p. 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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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v1ESA 지역

파키스탄은 모든 지역에 있어서 더 공평한 지역대표성올 유지하71 위한

현장 체6조의 천면개청에 반대하지 않고 었다. 그러나 서유럽이 지나치케 이

사회에 창여하는 것은 바랍칙하지 못하며 이탈리아 재청안은 아프리카 빛

l\ffiSA 지역의 주장올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남미

그룹파 필리핀의 결의안은 이사회 잠쟁의사진행규칙 체50조와 수정과 판련

된 것으로 헌장 체6조의 개청올 논의하는 의체와 결부되어 논의되는 것은

잘못이므로， ’이사회 참청의사진행규칙 제50조의 수갱’ 이란 별도의 의체륨

상정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척하고 었다，101>

인도는 77그룹율 대표하여， 77그룹은 남미그룹이 제출한 철의안을 지지하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환 남미그룹 및 펼리핀의 제안틀은 이사회의 확대

문제와 판련되어 있으므로 현장 제6조 개청 논의시 홍시에 거론되어야 하는

견해를 갖고 있다.102)

이라크는 대표성 문제와 판련하여 공평한 지역배분이 고려된 1맑7년 제

안울 지지합올 분명히 하고 실무착업단에서 계속 논의되는 것이 바람칙하다

는 입장올 취하고 있다.103)

사우디아라비아는 아프리카 및 l파SA 지역의 이사국 수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 문제가 이사회 큐모 확대와 판련환 논의 과정에서 잔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올 취하고 있다.1여)

쿠꿰어트는 공명환 지역대표성의 중요성올 강조하고 모든 지역이 이사회

내에서 공평하게 대표성올 가져야 할 것임올 지적하고 었다. 비공식 실무작

업단은 이러한 공명한 지역대표성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올 경주하여야

하며， 특히 아프리카 및 l표SA 지역에 대한 고려가 펼요함올 지척하고 있

다，1~)

101) GC(XXXIV까뼈VADD.l， 천께서， pp. 16-17.
102) 천게셔， p.6.

103) GC(XXXII)/851, Aπ>en버x 2, 천게셔， p. 7.
104) 천게셔 , pp. 9-10.
105) GC(XXXIII).까뿔IADD.! ， 천게셔 ,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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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EAP 지역

말레이지아는 TACC와 ABC는 모든 회원국툴에게 개방되어야 합올 주장

하고 있다 106)

인도네시아는 이사회의 확대문제와 이사회가 셜립한 위훤회의 참여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의제 자체가 분리되어야 합올 지적하고 상세한 논의가 앞으

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107)

호주는 제안이 취소된 이탈리아 체안과 필리핀 제안여 차이가 없논 것으

로 보이며， 필리핀의 제안중 옵저버 깨념은 UN 체제와 IAEA 자체에는 있

으나 잠정의사진행규칙에는없다고 주장하였다. 호주는 필리핀 빛 남미그룹

의 제안들에 대해 시간， 비용， 이사회 및 위원회의 칙무 수행올 어렵게 만든

다는 점올 톨어 반대 입장율 취하고 있다.108)

8) 극동지역

일본은 !E 다른 IAEA총획가 구성되는 것올 훤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기존 위원회에 판한 규청이 계속 존속되는 것이 바랍직하다논 입장올 취하

고 있다.109)

중국은 이사회가 의사결청기구로서 그 규모가 지나치채 커지는 것은 이사

회의 효율성올 손상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TACC 및 ABC와 관련해서

는 위원회의 임무가 이사회에 권고하는 것임올 생각할 때 회웬국플이 적극

척으로 참여할수록 이사회논 회완국들의 의견을 보다 더 잘 반영하게 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남미그룹의 결의안올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110)

펼리핀은 이탈리아 7R청안이 현재의 청치척 불균형올 충분히 사정하지 못

하고 었으며， 지역대표성도 공팽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척하고 있

다. 특히 SEAP 지역과 극동 지역의 정우에논 지역대표성 측면에서 이사국

수가 중가하고 있지 않은데 주목할 필요성이 었다고 캉조하였고， 잠정의사진

1(6) GC(XXXIV)꺼3O/ADD.l， 천게셔 , pp. 3-4.
1(7) GC(XXXIIT)/없alADD.1， 천께셔， p. 3.
108) GC(XXXIV)재3O/ADD.1 ， 천재셔， p. 15.
109) 천계셔， p. 12.
11이 전게셔，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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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규칙 제50조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경훨 훨요성이 있으며 UN의 다른

거구들의 의사진행규칙과도 형명이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Ill) 이와 동

시에 현장 체6조 I항에 포함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사회는 그 자신이 절차를

만들도록 규청되어 있는 조항올 열거하며 TACC 및 ABC률 포함한 모든

위원회의 구성， 큐모， 참가자격 둥올 수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필리

핀이 제안한 참청의사진행규칙 체50조의 결의안이 정당하고 타당함올 주장

하고 었다. 포한 IAEA의 지역 활당도 수청되어야 함올 강조하고 었다. 즉

현재의 현창 체6조에서 당연칙 선진이사국의 지명은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제외한 어느 국제기구에서도 당연직으로 특청국가틀올 지명하는 예는 없으

며， 이는 주권평둥의 국제 훤칙에 어긋나는 것입올 지척하였다. 또한 IAEA

이사회는 회훨국틀간 차별화를 조장하고 었으며 비민주척이고 시대확오적인

철차로 운명되고 있옴올 주장하고 있다.112)

우리나라는 원자력 활동이 활발한 국가틀이 이사국엑 계속 선임됨으로써

새롭게 도천.혜오고 있는 많은 문제틀에 효과척으로 대용할 수 있는 유연성

，올 합보하여야 하며，113} 이를 위하여는 이사회 규모가 효율성과 효과성올 컬

청한다기 보다는 문제 해결올 위한 효파척인 열쇠를 갖고 있는 국가가 이사

국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입장올 견지하고 있다. 또한 가구의 회원국중 기

구의 모든 원칙올 성설하께 준수하는 국가들이 계속하여 어사국에 선출되어

야 함올 역컬하고， 이는 원자력올 추진하는 국가와 추진하려고 하는 국가들

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114)

제 3 절 IAEA 선진이사국 진출 방안

세계 원자력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10대 국가 내에 틀 청도는 되었다.

그러나 현채 논의 중에 있는 현장 쩨6조 천면재청올 통하여 13재국으로 구

111) 천께셔， pp. 5-6.
112) GC(XXXll)/851, A빼1벼x 2, 천계셔， pp. 14-17.
113) 돼EA， Amendment of Ar섭de VI.A2 of the Statute, Am뀐x， GC(xxxm)1891,

1쨌.9.똥， p.3.

114) GC(XXXllI)까혔2/ADD.l， 천게셔，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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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는 당연칙 선진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나름대로

의 재정안올 제출하고 이 재갱안이 이사회 빛 총회에서 채택되도록 하지 않

는 이상 공염불에 불과할 수 있다. 특히 이탈리아외 4개국이 제안한 재정안‘

이 채택될 경우， 얼마간의 조청은 있겠지만， 아시아 지역이 3개 지역으로 분

할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당연칙 선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또한 힘장 재정시 당연직 이사국 수를 현재와 같온 수준으로 한다

면 기존 당연칙 션진이사국틀의 기득권이 작용할 것이므로， 개정안 자체가

타당성이 있고 공청하더라도 현채의 당연칙 선전이사국률중 특청국가가 제

외되고 다른 국가가 진출한다는 것은 이사회 및 총회에서 채택되기는 어려

울 것이다.

따라서， 개청안의 첫째 조건은 지역별 이사국 수뜰 현재보다는 많께 지역

별로 배청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사회 규모까 지나치게 클 경우 혐채 당연칙

선진이사국틀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사회의 효올성과 효과성이 저해된다

는 비난올 받게 되므로 혐재 이사국 수인 357~국에서 이활리아가 제안한 45

개국 사이에서 이사국 수를 청하는 것이 적당하다.

툴째 조건은 헌장 체6조의 재청안이 제안국플의 이익올 옹호하는 제안으

로 비추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둥 5개국이 제안한

개정안이 지나치게 서유럽지역의 의석수를 중가시키고자 하는 점이 여타 지

역의 국가들에께 좋지 못한 인상올 주고 있다. 특히 아프리차 지역과 :MESA

지역 의석수를 1977년 체안된 현장 제6조의 A항 2의 수정안과 버금가게 증

가시켰옴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국가들로부터 호용올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은 제안국틀의 이익올 위한 제안이라고 비춰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었다.

셋째 조건은 헌장개청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명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측， 단순히 기촌 현장재청안파 대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춰지는 것보다는

IAEA 전체의 효과성과 이사회의 효율성올 체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비뤄

지는 것이 개정안의 신뢰성올 향상시킬 수 있다.

넷째 조건은 헌장 체6조의 각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를올 명확히 청의하

여야 한다는 점이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선훤물젤 생산올 포함한 원자력기술

의 선진화 청도에 따라 당연칙 선진이사국올 션출한다고 하였으나，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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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청안이 제출될 정우에는 완자력 71술의 선진화률 컬청하는 기준은 무엇이

며， 선원물질 생산의 정도는 어느 청도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명확하께

청의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선출이사국 선출 기준야 단순히 지역대표성이라

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한 점이 았으므로 이에 대한 71준 역시 명확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조건은 공풍제안국에 가능하면 많은 회훤국툴이 창여할 수 있도록

도모혜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1973년 헌장 채6조 전면개정과청에서 보는 바

와 칼이 지역척 성격의 한계를 넘는 제안이 되어야만 이사회 빛 총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현장 개정안이 위와 같은 조건올 모두 만족시키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

그러나 최소한 현재의 지역구분은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는 베트남， 펼리핀

둥 풍남아지역에 지리척으로 위치한 국가들이 극동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아

시아 지역이 3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는 동 혐재의 지역구분은 인위척이며，

UN 체제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푼이다. 또한 동구의 민주화 물결， 독일과

예멘의 통일， 구소련의 붕괴， 그리고 동서의 냉전 총식 둥 이념의 장벅이 무

너져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IAEA이사회 구성에서 정치척인 고려는 배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잘못환 지역구분에 따라 회훤국들 간애 혼선올 빚고 이

념올 조장하는 것는 이사회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틀로 헌장 재정시 초

청되어야 합올 주장하고， 현장 부속서 둥에 회훤국들의 지역적 구분올 명시

화하는 제안도 유용할 것이다.

1. 헌장 제6조 전면개정 제1안

헌장 제6조 전면개정 체1안은 어사회 규모를 39개국으로 확대하고， 회휠

국들을 4재 지역으로 구분하며， 융번이사국 규청올 삭제하고， 이사국 임기를

조정하는 것 풍올 골자로 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옴과 같다.

헌장 저16조 A항 및 C항의 각 단락률 다음과 갈이 대처|한다.

“ A. 이사회는 다음과 갈이 구성한다.

95



1. 퇴임 어사회는 선원물질의 생산울 포함한 원자력에 관한 기술에 있어

서 가장 선진한 18개국율 선출하되 아래의 각 지역에서 미주 4개국， 유럽 6

개국， 아표리카 2개국， 아시아 및 태평양 6개국을 선출한다.

(1) 미주

(의 유럽

(3) 아프리카

(4) 아시아 및 태평양

2. 총회는 이사국율 다음과 갈이 선출한다 :

(a) 본조 A항 1에 기쩨된 치역율 이사국 전체로서 공평하게 대표활 수 있

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미주지역에서 5개국 유럽지역으로부터 6개국， 아프리

카지역으로부터 5개국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으로부터 5개국 률이 항상 포함

되도록 21개국율 선출한다. 이러한 범주에 속한 국가는 어느 한 임기후 계속

하여 다음 임기에 동일 범주의 이사국으로 재선출되지 아니한다.

B. 본초으IA항 1에 큐정된 지명은 정기총회 60일전에 행한다. 본조 A항 2

에 규정된 선거는 정가총회 키간충에 시행한다.

C. 본조 A항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되논 이사국은 선출된 총회의

정기총회 회기말부터 그 후 두번째 정기총회의 회키말까지 집무한다 ..

이 제안은 혐재의 헌장파 비교하면 다옴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회원국의 지역구분올 재조정한 점이다. lARA 현장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역척 구분에 따라 회원국들올 분류하여야 하며， 인종이나

언어 둥과 같은 기준에 따른 구분은 척합한 형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북

미로 구분되어 있는 미국파 카나다는 유럽지역에 할당하기 보다는 남미지역

과 더불어 미주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혐채 아시아지역올

:MESA, 동남아시아， 극동 둥 3개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용 중국어 어느 지역

에 속해야 할 지 명확하지 않은 풍 많은 문체를 내포하고 었어， UN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듯이 아시아지역올 하나의 지역구분요로 규정하는

것이 척합하다. 반면 터키와 키프러스의 경우 아시아지역과 유럽지역의 중간

에 위치하고 있는 판계로 터키와 키프러스 자신틀이 유럽지역으로 속하기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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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다면 유럽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환 서유럽과 동

유럽올 통합하여 유럽지역으로 재조정하여 이사국 수를 이에 따라 배청하였

다는 점이다.

툴째， 이사회의 규모가 35개국에서 39개국으로 4개국이 증가된 점이다. 이

는 현재 당연칙 이사국틀어 이사회의 효율성과 효과성 문제를 들어 이사회

큐모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데 대한 효과적인 대웅이 될 수 있다.

셋째， 산원물질 생산올 포함한 원자력거술의 가장 선진화된 개념에 따라

선출되는 당연칙 선진어사국 수를 혐재의 13개국에서 18개국으로 5채국올

증가시킴으로써 남며 지역의 브라질파 아르헨티나 문제， 우리나라의 당연칙

이사국 진훌문쩨 둥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현재의 현장에 규청되어 있는 융번이사국 개념올 삭제하였다. 이는

이제까지 윤번이사국이 상대척으로 부척철하게 아사국 수가 중가되지 못한

지역들에 무마책으로 할당되어 왔올 주시하여， 본 체안에서는 각 지역의 공

평한 아사국 배분이 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혜푼이다.

다섯째， 현재 아프리카 및 R표SA 지역의 이사국 수 중가문체에 대하여

아프리카 지역에 1+2/3석올 증가시키고， MESA 지역올 아시아 빛 태평양지

역A로 통합함으로써 이 지역 국가들의 주장을 만족시키고 었다.

여섯째， 현재 현장에서는 당연칙 선진이사국의 경우 매년 이사회에서 션

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설상 야 재념은 그 의미가 전혀 없다. 따라서，

당연칙 이사국의 경우에도 2년마다 선출되는 것야 당연하다. 이와 같은 규청

으로 모든 이사국들은 그 임기가 2년으로 동일하게 펀다. 현장개청 체1안파

현재 현장을 비교해 보면 (표 3-13)과 같다.

현장개청 쩨1안에 따른 IAEA 회훤국의 지역구분은 다옴과 같다.

。아프리카 지역 : 얄제리아， 카메룬， 코트디브아르， 이집트， 이디오피아，

가봉，가나，케냐，리베리아，리비아，마다가스카르，말리，모리

셔스， 모로코， 남미벼아， 나쩨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레

온， 남아공화국， 수단， 튜나지아， 우간다， 탄자니아， 자이 레， 잠

비아， 짐바브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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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이사국 구성혜 판한 현재 현장규정과 제안 개정안의 비교

현재 이사국구성 제 1 개정안 제 2 개정안

지역구분 국가수

A항 1 A항 2 합계 A항1 A항2 합계 증감 A항1 A항2 A항3 합계 중감

남 미 20 5 6 - 2 5 7
4 5 9

북 미 2 2 . 2
6 2 4 12 2

서유럽 23 4 4 8
6 6 12

통유렵 16 3 4 2 4 -

아프리카 27 4+113 5+1/3 2 5 7 2+2/3 2 5 7 1+213

MESA 16 2+213 3+2/3

SEAP 8 1+2/3 2+213 6 5 11 1+113 2 5 4 11 1+1/3

극통 7 2 1+113 3+1/3

합 계 119 13 22 35 18 21 39 4 9 12 20 41 6

。아시아 빛 태평양 지역 : 아프카니스탄， 호주，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

북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이스라앨， 일본， 요르단，

한국，쿠훼이트， 레바논， 말레이지아， 몽고， 뉴질랜드， 파키스

탄， 필리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시리

아，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베트남， 캄프치아， 예멘

。유럽 지역 :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빨라루스， 키프러

스， 체코， 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교황청，헝가

리， 아이슬란드， 아이팬드， 이탈리아， 리히렌슈타인， 룩챔부르

크，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훼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러시아， 영국， 유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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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미주 지역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카나다， 찰레， 콜롬비아， 효

스타리차，쿠바， 도미니카，에쿠아도르， 앨살바도르，구아테말

라， 하이티， 자마이카， 멕시코，니카라구아， 파나마， 파라구아이，

페루， 미국， 우루구아이， 베네수앨라

2. 헌장 제6조 전면개정 제2안

현장 제6조 천면개청 제2안은 이사회 규모를 41개국으로 확대하고， 회훨

국플올 5개 지역으로 구분하며， 조항을 세훈화하고， 윤번이사국 규청올 삭제

하며， 이사국 임기를 조청하는 것 둥올 골자로 하고 있흐며， 그 내용은 다음

과같다.

흰장 저16초 A항 및 C항의 각 단락을 다음과 갑이 태체한다.

‘ A. 이사회는 다음과 월이 구성한다.

1. 퇴임 어사회는 원자력에 관한 기술에 있어서 가장 선진한 9개국률 선

출하되， 아래의 각 지역충 서유럽 및 기타지역에서 6개국， 아시아지역애서 2

개국， 동유럽지역에서 1개국을 선훌한다.

(1) 아시아

(2) 아프리카

(3) 남미

(4) 동유럽

(5) 서유럽 및 기타

2. 퇴임 이사회는 본조 A항 1에 기재된 지역에서 선원물질 생산을 포함한

원자력에 판한 기술이 선진한 12개국을 선출하되 아시아지역에서 5개국， 아

프리카지역에서 2개국 남미지역에서 2개국 동유럽지역에서 1개국， 서유럽

및 기타지역에서 2개국율 선출한다.

3. 총회는 이사국율 다음과 갈01 선출한다 :

(려 본조 A항 1에 기채된 지역율 이사국 전체로서 공평하게 대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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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아시아지역에서 4개국 아프리카지역므로부터 5재국，

남미쳐역으로부터 5개국 통유럽지역으로부터 2개국 서유럽 및 기타지역으

훌부터 4개국 둥이 항상 포합되도록 20:7H국을 선출환다. 이러한 범주에 속한

국카는 어느 한 임기후 계속하여 다음 임기에 동일 범주의 01사국으로 채선

출되지 아나한다.

B. 본조외 A항의 1과 2에 규정된 지명은 정기총회 60멸전에 행하며， 본조

A항 3애 규정된 선거는 정기총회 기간충메 시행환다.

C.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이사국은 선출된 총회의 정기총회 회

기말부터 그 후 푸번째 정기총회의 회기말까지 칩무환다.“

현장채청 제2안파 현재 현장올 바교혜 보면 (표 3-13)과 같다.

A항의 1은 원자력기술의 선친화 재념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종국과 일

본이， 동유럽 지역에서 러시아，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 미국， 카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둥 5개국과 이탈리아， 스쩨인， 스훼덴， 스위스， 벨기에 중에서 1

개국이 할당되어 총 9개국이 이 조항에 의해 이사국으로 선출되도록 하였다.

A항외 2는 지역선진국 재념과 선원물질 생산국 재념으로， 아시아 지역에

서 71존의 극동， 동남아시아， 중동， 남아시아 둥 4개지역 그룹에서 5재국을

선출하게 된다. 남미 지역에서는 신사협청에 따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왼

자력기술의 선진화 재념에 따라 롤아 가며 선출되던 것올 유념하여 이틀 2

채국을 때청하도록 의도하였다. 서유럽 및 기타지역에서는 현재 현장에서

SEAP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호주를 포함한 2개국을 활당하였다. 또한 동

유럽에서 1개국， 아프리카 지역에서 2개국 퉁 총 12개국이 이 조항에 의혜

이사국에 선출되도록 하였다.

A항의 3은 지역전출이사국 깨념으로， 서츄렵 및 기타 지역에서 4개국， 동

유럽 지역에서 2개국， 남미 지역에서 5개국， 아프리카 지역에서 5개국， 아시

아 지역에서 4개국이 배분되어 총 207~국이 이 조항에 의해 이사국으로 선

출되도록 하였다.

이 제안은 혐채의 헌장파 비교하면 다음파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회원국의 지역구분을 채조정한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혐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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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구분은 척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rvffiSA, 동남아시아， 극동 풍올 통합하여

아시아 지역으로， 북미， 서유럽 오세아니아 둥올 통합하여 서유렵 및 기타

지역으로 재조정하여 이사국 수를 이에 따라 배청하였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속해 있는 태평양 지역은 현재 아시아 지역의 동남아시아 지역과 결부되어

있었으나 통상 유럽지역으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유럽지역으로 활당하였다.

둘째， 이사회 규모가 35개국에서 41개국으로 6개국 중가된 점이다. 이는

이탈리아외 4개국이 제안한 재정안보다 이사국 수에서 3개국이 척은 규모이

다.

셋째， 선원물질 생산올 포합하여 훨자력기술이 가장 선진화되었다는 개념

에 따라 선출되는 당연칙 선진이사국 개념올 분리하여 A항의 1은 웬자력기

술이 가장 선진화된 국가들로 구성하였으며 그 규모에 있어서 현재의 107~

국에서 9개국으로 촉소하였다.

넷째， 현재 현장에 규청되어 있는 선훤물질 생산 재념파 원자력기술의 지

역선진화 재념올 통합하여 A항의 2에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선출되는

이사국 수는 12개국이다.

다젓째， 현재 현장에 규정되어 있는 윤번이사국 개념올 삭제하었다. 윤번

이사국은 상대척으로 부적절하게 이사국 수가 증가되지 못한 지역졸에 무마

책으로 할당되어 왔옴올 주시하여， 본 제안에서는 각 지역별로 공명하게 이

사국 수가 배분되어 있다고 보아 윤번이사국 규정올 삭제하였다.

여섯째， 현재 현장에서는 당연칙 선진이사국의 경우 매년 이사회에서 선

출하도록 되어 었다. 그러나 사실상 이 개념은 그 의미가 전혀 없다. 따라서，

당연칙 이사국의 경우에도 2년마다 선출되는 것이 당연하다. 야와 같은 규정

으로 모든 이사국들은 그 임기가 2년g로 동일하게 된다.

IAEA 회원국의 지역구분올 UN에서 비공식척으로 척용되고 있는 지역구

분올 고려하여 아시아 지역， 아표리카 지역， 남미 지역， 동유럽 지역， 서유럽

지역 및 기타 둥 5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J.. 내용은 다옴과 같다.

。아시아 지역 : 아프카니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 북한， 인도， 인

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이초라앨， 일본， 요르단，한국，쿠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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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말레이지아， 몽고， 파키스탄， 필리핀， 차타르， 사우디아

라버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시리아，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베

트남， 캄프치아， 예멘

。아포리카 지역 : 알체리아， 카메룬， 코트디브아르， 이집트， 이디오피아，

가봉，가나，케냐，리베리아，리비아，마다가스차르，말리，모리

셔스， 모로코， 남미비아， 니쩨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레

용， 남아공화국， 수단， 튜니지아， 우간다， 탄자니아， 자이레， 잠

비아， 침바브웨

0 남미 지역 : 아르헨티나， 불리비아， 브라질， 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에쿠아도르， 옐살바도르， 구아테말라， 하이티，

자마이카， 멕시쿄， 니카라구아， 파나마， 파라구아이， 페루， 우루

구아이，베네수앨라

0 동유렵 지역 : 알바니아， 불가리아， 빨라루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

마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

토니아， 크로아티아， 솔로베니아， 우즈베키스탄

o서유럽 및 기타 지역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카나다， 카프러스， 덴

마크，핀란드，프량스，독일，그리스，교황청，아이슬란드，아이

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록챔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탠드， 노르훼이， 포르투갈， 스때언， 스훼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3. 추진전략

범세계적인 훤자력 기술외교의 팡장으로서 IAEA가 준비하고 결정하며

이행하는 활동에 회원국틀이 얼마만큼 참여하느냐 하는 문재는 IAEA의 장

래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IAEA의 모든 원칙과 규정올 성실히 준수하는

회원국들이 어사회에 진출하여 이사회의 효율성과 퍼EA의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도모함으로써 IAEA 전체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기술외교 무

대로서의 광장이 구축될 수 있올 것이다. 또한 국제적 기술무대인 파E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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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의 대립에 기초한 정치적 문체에 큰 비중을 두어서는 안될 것야다. 최근

이러한 이념의 장벽은 가진 나라와 못 가진 나라라는 측면으로 점차 변화되

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의 구성도 여퍼한 점올 고려해야 할 시기가 되

었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선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문제는 판념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는 것이며， 행동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 빛 연구계 둥 왼자력 판련기판들이 국제협력의 중요성부터 인식하여

야 한다· lAEA 선진이사국으로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관련된 현장 제

6조의 개정이라는 칙접적인 노력과 칙원 진출 확대， 상주대표부 셜치 퉁 칸

접적인 노력이 양면척으로 펼요하다.

IAEA 선진이사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칙접적인 노력으로서， IAEA 창젤

초기부터 모든 회훤국들의 판심대상이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현장 체6조

의 천면재정 과정에서 우리의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 제안이 이사회 및 총회

에서 채택될 수 었도록 노력올 집중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헌장 체6조 전면

개정에 판한 두 개청안올 제안하였다. 두 개정안은 이념의 장벅여 부너친 현

실에서 IAEA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적 고려는 배제하여야 하고， 아시아 지역

올 3개 지역으로 분할하는 것은 인위적이며 UN 체제와도 상충되기 때문에

조청되어야 한다는 전체하에 작성되었다.

현장 체6조 전면개정 제1안은 이사회 규모를 39개국으로 확대하고， 회원

국들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하며， 윤번이사국 규청올 삭제하고， 이사국 임기를

조정하는 것 풍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당연직 선진여사국 수를 현재의 13개

국에서 18개국으로 중가시켜 남미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선진이

사국 진출올 도모하였다.

혈장 제6조 전면재정 제2안은 이사회 규모를 41채국으로 확대하고， 조항

올 세분화하며， 회훤국들올 5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윤번이사국 규청올 삭제

하며， 이사국 임기를 조청하는 것 둥올 골자로 하고 있으며， 야 제안올 통하

여 우리나라는 새로이 규갱되논 당연직 지역선진이사국 및 선원물질생산국

개념에 따라 당연칙 선진이사국으로 진출이 가능하도록 도모하였다.

간접적인 노력으로서， IAEA에서 개최되는 각종 훈련과갱에 많은 인원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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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하는 것이 훨요하다. 이러환 푼제에서부터 적극성을 보여주는 정부의 판

심과 CFE(Cost-Free Expert) 둥의 진출을 위한 재정지원 둥을 확대하는 방

안이 검토되고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고도의 전문기술

지식과 외교적 역량올 갖훈 인력올 양성하고， 보다 많은 인원이 IAEA 사무

국 직훨， 특히 고위칙으로 진출하여야 한다. 파E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

무국으로 진출하는 것이 불가결한 만큼 진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인

교섭 활동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파EA는 그 특성상 고도의 기술외교가 요구되며， 청치나 경제외교와는 달

리 파학기술협력에 초점올 두고 선진국과 동둥한 입장으로 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무대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요 선진국올 포함한 40여개국이 주오

스트리아 대사판 또는 명사판과 별도로 상주대표부를 절치하고 있다. 우리나

라는 점차 IAEA 총회 및 어사회의 활동 뿔만 아니라 작국과의 개별 협력올

통한 국체 원자력계에 그 영향력올 중진시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추후

원자력 핵심기술의 도입확보에 필요환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원자력 정

세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체들을 완화 또는

제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원차력외교 전담부서의 신설과

함께 대사급 대표부로서 IAEA 상주대표부의 첼치가 요구된다. 상주대표부는

특성상 기술척인 측면과 외교적인 측면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IAEA 상주

대표부 절치는 현장개청안 제출 후 판련업무콜 수행활 탑당조직으로서 우리

나라가 선진이사국으로 진출하는폐 중심적인 역할올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

며， 차후 사무총장 진출과 IAEA 총회 개최 풍 수행 가농한 일련의 노력틀과

도 직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두개의 7~갱안은 정부가 협의와 의견 수렴올 통해 하

나의 제얀올 선청한 후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이 척절하며 주변국 및 채도국

틀이 우라나라 현장 재정안에 공동제안국야 되거나 우리 안올 지지활 수 있

도록 공식적 또는 비공식척으로 첩촉하는 것야 필요하다. 또한 현재 계속 진

행중인 비공식 실무작업단 회의에 성실히 참여합은 물론 우리나라 개정안의

적절성 및 공정성 둥올 반복하여 피력할 수 있도록 결집된 노력이 요구된다.

104



채 4 장 원자력 수출통제 대용방향

제 I 절 원자력 수출통제의 목적 및 개요

현자력 수출통제는 훤자력분야에서 제일 앞서 었던 미국이 세계 최초의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구소련과 기타 나라의 핵무기 개발올 저지 또는 지연

시켜면서 독점체체를 유지하려고 시작하였다. 이후 구소련과 영국이 핵무기

깨발에 성공하자 명화적 이용올 위한 원자력 기술 및 정보를 안전조치를 조

건요로 타국에 이전하였다. 그러나 훤자력의 평화척 이용파 군사척 이용의

분리가 불가능함올 인식하게 되어 다시 수출통체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척인 수단플이 미국의 핵버확산법， NPT 하의 수출통체제도인 쟁거위원

회， 그리고 런던클렵 퉁이 었다. 이러한 수출통체제도들은모두 이천되는 기

술， 물질， 장비 풍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

허가시 IAEA의 안전조치률 조건으로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조치

를 수용하더라도 수입국의 훤자력개발 프로그랩이 핵무기 확산의 잔용 위험

야 있올 경우에는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었다.

1잃0년대에 툴어서 이러한 엄격한 수출통제가 취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

고 훤자력 기술여나 부품올 쩨3국올 통해 우회적드로 수입하거나 비법리에

수입하여 핵무기 프로그램올 개발하는 국가가 동장하자， 원자력 선진국틀은

원자력과 일반 산업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사용품목의 수출도 통쩨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여다. 또한 이렇께

핵무기 제초에 칙 ·간접으로 이용되는 기술이나 장비의 수출통제 뿔만 아니

라， 핵무기를 개발한 후의 운반체제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노혁도 진행되어

1987년에는 MTCR 협정도 서명올 위혜 재방되는 둥 핵무기 확산올 위한 여

러가지 방안이 동시척으로 강구되고 었다.

수입국률은 이러한 수출통체가 선진국들이 완자력기술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상업척 독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판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훤자력훈야의 남북문제가 부작되고 었다. 남북문제는 여러 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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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판련 국제회의에서 문제로 나타나고 었는데， 1990년 NPT 평가회의에서

와 같이 1995년 NPT 연장회의에서도 이러한 문체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

면 NPT 연장문제는 어려운 고비를 맞올 것으로 전망된다.

체 2 절 다국간 수출통제제도 현황

1. COCOM

가. 절렵 배경

COCOM온 제2차 세계대전 후 동구권에 공산정권이 출현하고， 1없8년 5

훨 소련이 베를련올 봉쇄하고， 1949년 10훨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장악하는

둥 동서 대립이 첨예화 되었던 1949년 11월 미국의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1950년 I훨 1일부터 정식으로 그 기능올 발휘하였다. COCOM은 구소련 둥

공산권에 대한 경제적 철의 장막으로서 1949년 4휠 결성된 NATO의 청치

적， 군사척 역할올 뒷받첨하는 경제적 방꽤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젤립 초기에 서구 체국은 CCχOM 창셜 체안에 찬성하지 않았으나 마살

플랜에 의한 미국의 원조가 중지될 수 었다는 위협 때문에 대 공산권 무역

축소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COCOM 창설에 합의하였다.

COCOM은 회훤국들이 자국의 안전보장올 위하여 협력하는 비공식 국제기구

이다.

나.목적

COCOM은 구소련올 위시한 공산권 국가들의 군사혁올 강화시킬 수 있는

천략물자와 고도기술의 수출 금지 및 규제를 목척으로 하고 있다. 설립 초기

에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체에 중점올 두었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기술이

전 규제에 중점올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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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훤국

1949년 최초 설립당시 COCOM 회원국은 미국과 유협의 6개 회원국올 포

함하여 7개국에 불과했으나， 1990년 혐재 빨기에， 카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

일，그리스，이탈리아，일본，룩챔부르크，네덜란드，포르투갈，스페인，노르훼

이， 퍼키， 영국， 미국 동 16개국에 이르고 있다 . 각 회원국들은 수출통제에

관하여 각국의 법률에 따라 독자적인 통제 규청올 가지고 있으나， 회훨국 모

두가 준수해야 하는 획일척인 규청은 없다. 이는 전략적 수출통체 규정에 판

한 문제는 각 회원국의 주권과 국가 안전에 판계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기본척인 지침은 제시하고 있으며

회왼국들온 이 러한 사항올 준수하고 있다.

라. 수출통제 품목

최근의 통체품목 수는 (표 4-1)과 갈이 산업 품목 114개， 군수풍 품옥 23

개， 훤자력 품목 217H 퉁이다.

표 4-1. COCOM 통제 품목 분류표

구 분 짧

일반 천략불자 (Industrial List)
1. 금속가공 기계류

2. 화학 및 석유장비

3. 천기 및 발전장버

4. 일반 산업장비 114개
5. 운송장비
6. 전자 빛 통신기기

7. 금속， 광물 및 통체풍

8. 화학체품， 비금속 빛 석유제품

훤차력 물질 및 장비 (Atomic Energy List) 217H

군수물자 (Munitions List) 23개

합 계 1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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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품목은 민수용 빛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논 이중사용 불자 및 기

술로서 (표 4-2)와 같이 국제 품목 I, IT, ill으로 다시 셰분되고 있다.

COCOM애서 통체하는 원자력 품목은 (표 4-3)과 같다.

표 4-2. COCOM 일반 전략물자 품목

구분 성격 비고.

국체 풍목 I 수출금지품목 톡별환 안정이 없는 한 공산권으로 수출하

는 것이 금지된 품목

국쩨 품북 II 수량제한품목 특정 량올 초과하여 수출활 경우 COCOM의

륙별한 언청올 받아야 하는 품목

국제 품목 III 최종용도감시 수출국이 수출물차의 획종용도률 의무적으

훨n 로 감시해야 하는 품목으로 수출국은 관련

감시정보률 COCOM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

옴.

참고 : 비록 회훤국툴이 3개로 구분원 통체품목에 동의하고 있으나 기술 수준에

따라 홍쩨품목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옴. 다국깐 합의에

따라 컬청된 수출홍제제도일지라도 회훤국마다 그 법척 지위가 동일하

지는 않읍.

통체품목은 1985년 초까지 원칙척으로 3년에 한번 그리고 그 사이에 임

시로 개청되어 왔으나， 1잃5년 2월 회의 이후， 매년 1회 1/3씩 채검토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개청 과정에서 천략물자의

규청과 고도 기술의 갱의에 대하여 국가간의 이해판계가 존재하여 왔다. 미

국윤 전략불자 빛 고도기술의 범위릅 가농환 확대 해석하려는데 대하여 서

구 체국은 이를 최대환 축소하거나 철폐하자고 주장하여 왔다.

최근 들어， 구소련이 봉괴되고 동구에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됩에 따라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하여 기존의 C(χOM 규제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

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들 사이에 이해판채가 상존하고 있고， 서방측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통제품목의 수출 규제가 아칙 펼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펼요환 품목에 환해서논 규제를 더욱 강화할 움칙임도 보이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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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COCOM 원자력 통제품목

1. 물질

Special 뻐sile matenals: other fissile materials. Natural or Depleted Uranium:

Zir∞nium Metal: NickeJ Po뼈er and Porous Nlkel Metal: Nuclear-Grade

Graphite: Hafnium: Beryllium: Matenals for Nuclear Heat Sources

2. 원자력시설

Plants for Separation of Isotope of Natural a삐 Depleted Uranium,Special fissile

Materials and other f홉sile materials and 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Equipment and Components (Gaseous Diffusion Separation Plants; Aerodynamic

Separation Plants: Chemical 당change Separation Plants: lon-exchange

Separation Plants: Atomic Vapour Laser Isotopic Separation Plants: Molecular

Laser Isotopic Separation Plants: Plasma Separation Plants: Electromagnetic

Separation Plants)

EQuipmant and Component, 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 Gaseous DiffusIOn Separation Pr，∞ess

- Gas Centrifuge Separation PI'1α훌ss

- Aerl여ynamic Separation Process

- lon-exchange Separation Prlα::ass

- Atomic Vapour Laser IsotopIc Separation Pro<갔킷5S

- Mol않내ar Laser Isotopic SeparatIOn Prl∞ess

- Plasma Separation Process

UF6 Mass Spectrometers or ion Sources Specially D없gned or Prepared for

takeing on-line Samples of F，앉퍼， Product or Tails from UF6 Gas Streams

Nuclear Reactor(Press Vessels: Fuel element handling Equipment. Control Rods:

Electronic Controls for Controlling the Power L면els in Nuclear Reactors:

Pressure Tubes: C∞lant Pumps: Internal Components Specialν Design어 or

prepared for the Opera뼈n of a Nuclear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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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협의 원칙

COCOM의 모든 결정은 회원국 전원 일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회훤국의 거부권올 인청하는 것이지만 질제로는 거부권 행사릅 방지하

기 위하여 비멀 교섭이 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거부권이 행사된 경우는 12회에 불파한다. 그러나 어느 회원국의 특별 수출

신청이 다른 회원국의 반대로 송인될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해당 신청국온

국익상의 행청예외 조치로서 COCOM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

게 되어 었다，115)

COCOM의 모든 합의는 조약상의 강제력올 갖지 않으며， 단지 신사협정

으로서 회원국올 구속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회원국이 위반하더라도

법적 제재률 가할 수 없게 되어 었다. COCOM파 판쩨된 또 하나의 주요 문

제는 수출 특별 심사나 통제품목의 개정교섭 시기에 회원국들이 제출한 기

술청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산업기술 비밀이 누설되는 것인데 특히 미국이

이에 대하여 불만올 표시하고 있다.

2. 쟁거 위원회 (Zangger Committee)

가. 절립배경 및 운영규칙

쟁거위원회는 1970년 발효된 NPT 3조의 “당사국은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서는 핵물질 및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에서부터 출발하

였다. 1971년부터 19껴년까지 15개국이 공급국 또는 준 공급국으로서 몇 차

혜 회합올 거쳐 특별한 핵분열성 불질의 생산이나 사용을 위하여 욕별하 셜

계되거나 준비된 장비나 물질올 청의하였으며， NPT 3조의 조건올 준수하기

위하여 그러한 물질이나 장비의 수출올 판리하게 될 조건파 절차콜 결청하

였다. 이 위훨회는 비공식 그룹이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회원국틀을 법척

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 1974년 8훨 이 위원회는 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

무기 비보유국가로 실제 수출하거나 또는 허가 발급시 청보를 교환하기로

115) 대한푸역진흥공사， r코롬， 우리의 대용방향: 내부홍제제도 J ， 1앉}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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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였으며， 이 廳될r찮찮텐떻繹폈폈4쫓꽃람화였다 116)

나. 수출통제품복

이 위훤회가 합의하여 제정한 수출통제품목은 INFCmC/209로 발간되었

는데 이 문서의 내용은 장비에서 사용되거나 처리 생산되는 특별한 핵물질

이나 선원물질은 기구와의 안전조치협정 하에서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통제품목은 기술이 개발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재

정되어 왔는데 1잃0년 현재까지 4번 채청 또는 추가되었다. 쟁거위원회 통제

품목은 (표 4-4)와 같다.

통제품목은 1977년 런던클럽 통제품목파 비슷하께 개청되어 1978년 12월

INFCmC/209 lrvIod.l으로 발칸되었다. 이때 재정된 품목으로는 중수생산공장，

중수소 및 중수소화합불 또는 이들 물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특별히 준비되

거나 설계된 장비를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회원국인 벨기에， 이

탈리아， 스위스는 상기 품목들이 NPT 3조의 법척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주장하고 그 결청에 대하여 유보하면서 런던클럽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개스확산 농촉방법의 개발에 따라 농축공장 장비가 추가되는 작업이

이루어져 1984년 2월 INFCmC/209/!vIod.2로 발간되었으며， 핵연료 채처리

공장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 1985년 INFCmC/209/Mod.3로 발간되었다. 현

재는 이들올 포함한 INFCmC/209/Rev.l (1앉찌)으로 통제품목올 발간하고 있

다.

다. 회원국

1991년 현채 회훤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멜기에， 카나다， 체코， 덴마크， 핀

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록생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러시아 풍 22개국야다.

116) lNFCmCI209/Rev.l. November. 1앉;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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露훨팩뀔힘황희7쫓헨폴폴L관짧

1. 물질
<Source or Special 짧sionable Mate꺼al>

<Non-Nuclear Materials for Reactors>
Deuterium a빼 Heavy Water: Nuclear Grade Graphite: Plants for the
Reprocessing of Irradiated Fuel Elements, and Equipment Especially
Design어 or Prepared: Plants for the FabricatIOn of Fuel Elements:
Equipment, Other Than Analytκal Instruments, Especially Design혀 。「

Prepared for the Separa한on of Isotopes of Uranium: Plants for the
Production of Heavy Water. Deutrium a얘 Deutrium Compounds ar념

Equipment Especialν Design려 or Prepared.

2. 장비
<Reactors and Equip lT휩n1>

Nuclear Reactors: Reactor Pressure Vessels: Reactor Fuel Charging and
DischargingMachines: Reactor Control Rods: Reactor Pressure Tubes:
Zir∞nium Tubes: Primary C∞lant Pumps.

3. 기술
농촉， 째처리. 중수생산 시싫 또는 이러한 시싫의 충요한 부품의 설계， 생산，

가동， 유지에 충요환 기술적 떼어터.

4. 이충사용폼목
<Ir해ustrial Equip lT휩n1>

Spin-forming and 에ow-forming machines: ’Numerical ∞ntrol units'-machlne
t∞Is: Dimensional inspection systems: Vacuum i뼈lκlIOn furnaces: Isostatic
presses: Robots a때 er떼 effectors: Vibra뼈n test eqUipment: Furnaces-arc
remelt, electron beam. a매 plasma

<Materials>
Aluminum, high stren밟1: Be씨lum: Bismuth. high purity: Boron , isotopically
enriched in OOron-10: Calcium. high punty: Chlorine tnfluoride: Crucibles made
。f materials to lIQuId actinide meta’s: Fibrous and filamentary mate꺼als:

Hafnium. lithium. 홉otOPI영IIy enriched in lithlum-5, Magnesium. high purity:
Maraglng steel. high strength: Radium: TI엄nium alloys: Tungsten: Zirconium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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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런던 클럽 (London Club)

가. 절립배경

카나다에서 수입한 원자로와 자국산 천연우라늄올 이용하여 인도가 핵실

험에 성공하자 미국과 카나다는 NPT 3조 만으로는 핵확산올 방지하는데 불

충분하다는 인식아래 인도와 같은 또 다른 국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

한 쟁각으로 훤자력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핵확산올 우려하는 카나

다와 마국의 입장애 대하여 상업척으로 오리엔트된 프랑스와 서독은 이에

반대입장올 표명하였었다. 야에 대하여 미국과 카나다는 핵확산올 방지하는

데 역행하는 기술올 제공하는 국가에 대하여논 핵연료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위협하였으며， 프랑스와 서독 또한 핵확산 방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과

카나다의 입장올 받아들여 런번에서 최초 회합올 가졌는데 상기 4개국에 영

국， 일본， 소련어 가세하였다. 처음에 모인 7개국은 1976년과 1977년에 걸쳐

실무차원의 협상올 통하여 1978년 1월 소위 런던 가이드라인(London

G띠define)올 발표하였다.

런던 까직드라인은 쟁거위훤회의 지침과 같이 공식적인 성격은 띠질 못하

고， 다만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에 의거하여 행동하겠다는 참가국들의

자올적인 결정이며， 현재까지 국제 수출통체제도의 중심올 이루고 있다.117)

나. 회원국

최초 회원국은 카나다， 서독， 프랑스， 알본， 소련， 영국， 미국퉁 7개국이며，

이후 빨기에， 체쿄， 동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쩨덴， 스위스가 공식

척으로 참가하였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포르

투갈은 후에 서신으로 통보하였고， 남아공화국이 독자적으로 지침올 따르겠

다고 선언하였다， 1992년 4월 바르샤바 회의에는 동독이 독일로 통일되면서

없어지고 남아프리차가 불참한 가운데 쟁거위원회의 참여국가언 호주， 그리

스， 헝가리， 노르훼이가 참가하였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스페인어 추가로 참

가하여 총 ?:7개국이 참가하였다，11B)

11끼 B메라피n N. S강riff， [nteπlQtional Nuclear Technology Transfer - Dilemrrm CI
Dissemination and α1ntrol， Rowman & Allanheld Pub: London, 1앓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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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제품목

런던 가이드라인은 INFcmc/:껑4로 발간되었는데 이 문서에는 이전되는

통제품목은 안천조치를 적용하겠다는 청책선언을 담고 있다. 쟁거위원회의

통제품목이 핵확산에 특별히 젤계되고 준비된 품목인 반면 런던 가이드라인

의 통제풍목은 이외에도 물리척 방호 기술복제 및 농축기술에 대한 더욱 엄

격한 통제， 다국척 핵주기 시설의 권고， 중수와 중수생산 시젤에 대한 안전

조치 적용 및 실질적인 공급개념이라는 용어의 개념 확장올 들 수 있다. 런

던클럽 통제품목은 (표 4-5)와 같다.

런던클럽은 최초 셜립후 회합올 갖지 않고 있다가 그 첫번째 회합을 1991

년 3월 혜이그에서 가졌는데 주요의제는 동유렵 국가의 연방 아탈에 따른

수출통제문제， 이중사용품목익 지침화， 및 신흥 원자력공급국들의 런던클럽

가업문제였다. 이후 1992년 4월 바르샤바에서 2차 회합올 가졌는데 여기서

65개의 이중사용품목(표 4-5 참조〉올 통제품목에 포합시키기로 합의하였으

며， 원자력시쩔， 장비， 부품， 핵물질 빛 71술을 수출할 때 수입국이 IAEA와

천면안전조치협청올체결하지 않으면 수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기존 시절의 안전한 운전올 위하여 훨요하다고 인정되눈 품목은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런던 가이드라인이 기존의 협청이나 계약에 영향올 미

치지 않도록 하였다.

라. 이중사용품목의 통제

런던클럽윤 현자력전용 품목의 수출통체만으로 핵비확산의 추구가 어렵다

고 판단하여 1992년 4월에 2차 회의에서 원자력판련 이중사용장비， 물질， 관

련기술의 이전올 위한 지첨을 작성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9)

〈목적〉

핵무기 확산 방지활 목척E로 공급국들은 ‘핵폭발 활동’이나 ‘안전조치

롤 받지 않는 빽주기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특정 장비， 물질， 그리고 관련

118) PPNN, Ne，ω'sbrid'， No. 18, S따m빼'， 1992.

119) INFCmc/앙54쩌.ev.l끼Part 2, ji퍼y， l잃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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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줬훌뀔끓r 쟁컨렴활회 X漫體폼/5 j

1. 물질
<Non-Nuclear Matenals for Reactors>
Deuterium a때 Heavy Water. Nuclear Grade Graphite.

2. 장비
<Reactor and EqUipment>

Complete Nuclear Reactors: Reactor Pressure Vessels: Reactor Fuel Charging
a며 DISCharging Machines: Reactor Control R여s: Reactor Pressure Tubes:
Zirconium Tubes: Primary C∞lant Pumps.

<Plants for the Reprocessing of Irradiated Fuel Elements, and EqUipment
Especially D없gned or Prepared>
IrradIated Fuel Element Chopping Machines: DISsolvers: Solvent Extrators a때

Solvent Extraction EqUipment: Chemical Holding or Storage Vessels: Plutonium
Nitrate to (뼈e Conversion System: Plutonium OX따e to Me떠I Prl때uction

System.
<Plants for the Fabrication of Fuel Elements>
<Plants for the Separation of Isotopes of Uranium and EqUipment, other Than
Ana뼈cal Instruments. Especially D않ign어 or Prepared>

Gas Centrifuges ar삐 ~emblies ar념 Components Especially Design혀 or
Prepared for Use in Gas Centrifuges: Ro빼ng Components: S빼C

Components: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A삐liary Systems. Equipment
a빼 Components for Gas Centrifuge Enrichment Plants: FI양최 양ste매Prl여따

a때 Tails Wi뼈rawal Systems: Machine Header Piping 앙stems: U돼 Mass
SpectrometersflOn Sources: Frequer찌 Changers: Esp않ialν Design어 or
Prepared Assemblies a때 Components for Use in Gas∞us Diffusion
Enrichment: GaseαJS DiffusIOn Barriers: DI예Jser Housin않: Conψressors a때

Gas Blowers: Ao힘ry Shaft Seals: Heat Exchangers for CO이ing U태;

Especially Design어 or Prepared A때hary Systems. Equipment a떼

co빼onents for Use in Gase어s Diffusion Enrichment Feed 월stems/Product

ar념 Tail Wi뼈rawal Systems: Header Piping 양S뾰n월: Vacuum Systems:
Special Sh따:-off and Control Valves: Uf면 Mass Spectrometers{lOn Sources:
Jet Nozzle Seρaration Units: Vortex Separation Units.

<Plants for 센1e Pr여uction of Heavy Water. Deuteriuma때 Deutrium Compour얘S

ar넘 Equipment Esp않ially Design어 or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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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표 ~4-5~ 련던클합-통쩨폼목~，(쩨판

<Uranium Isotope Separation Equipment and Components>

Electrolytic cells for fll빼ne pr，여uction: Rotor ar삐 bellows eQuipment:

Centifugal mulbplane balancing machines: Rlament wi며Ing machines:

FreQuency changers: Lasers. Jaser amplifiers ar빠 oscillators: Mass

Spectrometers ans mass spectrometer ion sources. Pressure measuring

instruments, ∞rrosion-res흡tant: Valves. ∞π'Osion resistant: Superc이때uctlng

solenoidal electromagnets: Vacuum purrψs: Direct current high-power
supplies, 100 V or greater: High vol힘ge direct current power supplies 20.αm

V or greater: 타ectromagnetic 월otope separators.

<Heavy Water Prodl때on Plant Re떠t영 EQuipment(other than trigger list items»

Sp않ialized packing for water separation. Pumps for potassium amid태Iquid

ammonia: Water-hydrogen sulfide exchange tray columns: Hydrogen-cryogenic

dIStillation ∞lumns: Ammonia ∞nverters or synthes홉 rea다ors.

<ImplosIOn Systems D명elopment Equipment>

Rash X-ray equipment. Mult업tage light gas guns/high veJocI1y guns.

Mechanical ro빼ng mirror cameras: Electronic streak and framing cameras

a때 tubes: Specialized Instrumentation for hydrodynamIC expenments.

<Explosives al해 Related Equipment>

Detonators a때 multipoint initiation systems. Electronic ∞mponents for 폐ng

sets: Switching devICes: Capacitors: Rring sets a때 Equivalent hlgh-current

pulsers, tor ∞ntrl이led detonators: High explosives relevant to nuclear
weapons.

<Nuclear Testing Equipment a빼 Components>

Oscil뼈copes: Photomultiplier tubes: Pulse generators, high speed.

<Other>

Neutron generator systems: General nuclear related 택uipment. Remote

manipulators. Radiation shielding 뻐때O뼈: Radiation-harden 어 TV cameras:

TntJum, tntium compounds a뼈 mix삐res: Tritium 엄cilities or plants ar애

∞11ψonents therefor: Platimzed carbon catalysts: Helium-3: 때pha-emltting

radio nucl삐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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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과 관련된 절차률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급국툴은 다음과

철은 월척. 정의， 그리고 장비， 물질， 관련 기술의 수출통제 품목에 합의하였

다. 본 지칩은 국제협력이 핵폭발 활동아나 안전조치활 받지 않는 핵주기 활

동에 대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 한 국제협력이 방해받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공급국들은 본 지힘울 각 국가의 법률과 국제적 공약에 따라 할 이행활 것

이다.

〈기본원척〉

공급국들은 다음과 칼은 경무 부록에 명시되어 있는 장비， 물질， 판련 기

술의 이전률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 핵무카 비보유국이 핵폭발 활동이나 안전조치률 받지 않는 빼주기 활동에 사

용하는 것.

- 월반척으로 그러환 활동의 전용 휘험올 힐용활 수 없톨 때 또는 이전이 핵무

기 확산를 피확키 위한 목표에 반할 때.

- 안전조치협정률 체결하지 않은 핵무기 비보유국가로의 이전은 안전성톨 휘하

여 뀔수 붙카결한 기혼의 시설과 그러한 시혈에 안전조치카 척용될 것이라는

사실이 있를 컬우에만 수흩를 숍인하여야 한다. 공급국톨문 그러환 사실를 획

원국에케 알려야 하며 그러환 수훌훌 혀카하거나 거부할 것에 대하여 혐의해

야환다.

- 이 정핵은 기폰의 협정이나 계약에 영향률 미쳐지 않는다.

- 추가의 수훌조건은 국가의 정핵으로 척용합 수 있다.

- 런던클랩 지훨를 따료는 것은 모든 국카에게 원자력 수흩시 동밀한 정핵훌 훈

수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수출혀가 절차의 설정〉

공굽국들은 부륙에 명시된 장비 물질 관련 기술의 이전을 위한 수출혀가

절차톨 구촉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률은 위반에 대한 제채조치툴를 포함해야

한다. 이전을 승인할 것인 지톨 고려할 때 공급국률은 기본원칙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충을 기해야 하며 다읍의 관련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수입국이 NPT당사국 또는 톨래텔레코 조약 당사국 또는 이와 비슷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쩍 비확산 조약의 당사국이고， 당사국의 모흔 평화적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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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시철에 적용활 수 있는 IAEA 안전조치협정이 당사국과 발효중인 지의 여부

2) NPT, 훌래텔레코 조약 또는 이와 비슷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비확산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가 IAEA의 안전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받지

않는 시얼률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이전되려고 하는 장닝 I. 물질， 판련 기술이 진술된 최종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진술된 최종사용이 최종사용자에게 적절한 지의 여부

4) 01전되려고 하는 장바， 물질， 관련 기술이 쩨처리나 농혹의 연구개밟. 설계， 저l

조， 건얼. 운전에 사용휠 지의 여부

5) 수입국 정부의 정핵이 핵비확산률 지지하는지， 그리고 수입국 정부카 비확산

분야에서 국제적 의무툴 훈수확고 있는 지의 여부

6) 수입국이 은밀하커나 붙법적인 조달 활동률 했었는 지의 여부

7) 미전이 최종사용자에게 승인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최종사용자가 과거에 승인

된 이전률 본 지힘에 위반되는 목적으로 전용하였는 지의 여부

<01 전조건〉

AI 힘의 목쩍과 기본원척에 따라 이전이 허용할 수 없는 전용의 우|험률 내

포하지 않율 것이라논 결정율 하는 과정에서 공급국은 이전률 승인하기 전

에 공급국의 법롤과 관습에 따라 다음의 사항율 확보해야한다.

1) 최종 사용자로부터 예정된 이전의 최종사용 위치와 사용률 규정하는 진술

2) 예정된 이천이나 그로부터 복제되는 것이 핵폭발 활동이나 안전조치률 받지

않는 핵주기 활동에 사용되지 않률 것이라는 보증

〈재이전에 대한 사전동의〉

지휩율 따르지 않는 국가에게 부록에 명시되어있논 장비， 물질， 관련 기술

의 이전을 승인하기 전에 공급국은 장비 물질 관련 기술 또는 그것둠의 복

제품이 저13국에 쩨이전되기 전에 원래 공급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사전

동의가 보장훨 것이라는 보증률 확보하여야 한다.

〈결의조항〉

- 공급국은 본지혐의 부룩에 나와 있는 폼목 이외에 다룰 충요한 품목에 대한

본 지훨의 척용과 이전조건어! 추카하여 필요활 지도 모르는 다룰 조건의 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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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공급국 자신이 쩨량권률 카진다.

- 본지휩의 효율적인 이햄륨 위하여 공급국은 광련 정보률 교환하여야 하고 지

힘률 따르는 국가와 협의해야 한다.

- 국제평화와 안전률 위확여 세계의 모든 국카가 지훨에 카압하는 것흩 환영한

다.

〈기술이전의 통제〉

통제품목에 있는 품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술의 이전은 장비의 이전시

와 갈이 세밀한 겁토와 통제륨 조건으로 할 것이다. 기술이전외 룡제는 기초

과학 연구와 공공분야(public domai미의 경루에는 척용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1978년부터 사용하여오던 통제품목에 이중사용홈목올 추가

로 통제하기 시착하였으며 통체 범위도 COCOM파 거의 비슷환 수준으로 통

제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롱체에 창여하는 국가가 어느 청도 늘어날 것인 가

와 통제품목에 대한 수출통제시 대두되는 문제점 록， 해석의 범위 둥에 대한

회원국의 이견이 있올 수 있다.

4.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1980년대에 틀어 핵무기 확산문제와 함께 개도국플의 탄도미사일 제조농

력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핵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하나의 문제로 부각되었

다. 이 체제의 주요통제 품목은 탄도 미사일과 우주발사 로켓을 포합하는 로

켓시스템파 순항미사일 무인정활 비행체에 소요되는 무인비행시스댐의 완제

품이며 부품으로는 재폴입 운반체， 고체/액체 연료 로켓 엔진 유도체제 퉁이

다. 아러환 기술능력올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던 국가틀로는 이집트， 브라

질， 아르헨티나， 리비아， 이라크 퉁이 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은 탄

도미사일 제조놓력올 보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결속하여， 1987년 4월 미

사일 기술의 확산올 방지하기 위한 협정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1987년 당시에 서명한 국가로는 미국， 독일， 프량스， 영국， 이탈리아， 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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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둥 7채국이었고， 그후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

부르크， 호주， 웬마크， 노르훼이， 뉴질랜드， 핀란드， 그리스， 아일핸드， 스페안，

스위스가 추가로 가입하여 회훤국은 1992년 현재 22개국에 달하고 있다.120)

이 체제는 COCOM과 분리된 별개의 체제로서 존채하고 있는데， 이논 천

략적인 성격의 풍서문제 조칙에서 정치척인 성격올 띠는 남북문제 조직으로

COCOM올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프랑스가 반대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MTCR에는 COCOM의 주요 국가들이 많이 창가하고 있으며

COCOM 비회훨국가에 미사일 기술이 수출되는 것올 방지하는 역할올 하고

었논데 이러한 역할은 서명한 청부툴어 업안한 MTCR의 특별 수출통체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다.

비록 MTCR의 수출통제가 COCOM의 수출통쩨와 별개이지만 COCOM에

서 행해지고 있오며， 동시에 MTCR의 수훌통제는 COCOM 규청의 부록으로

출판되고 었다.

5. 다국칸 수출통체제도의 문제첨 및 해결방향

다국간 수훌홍쩨쩨도 흉제품목은 이미 국체척으로 일반화된 기술이나 상

품들올 쩨외사키는 한편， 통체의 펼요성이 대두된 품목은 통제를 더욱 강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COCOM의 갱우 1992년 6훨 개청풍목올 밥간

하였는데， 이 새로운 핵심홈목은 향후 10년 동안 서방국툴이 초점올 맞추게

될 수출금지품목의 토대률 이루게 될 것이다. 새로 개청된 COCOM 수출금

지품목은 수천 개의 품목과 기술올 규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서방국가률

여 수출올 수행하는데 펼요한 수훌 인허가 과정도 상당히 칸소화하여 줄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구를 대상으로 한 수출금지품목의 수가 줄어들면

서， COCOM 창가국률의 판심은 점차 COCOM어 취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

는 ‘남북문제’ 로 쏠리고 었다. 남북문제는 핵무기 및 화학무기륨 쩨조하는데

펼요한 기술과 놓력의 확산올 방지하는 것과， 탄도미사일파 함께 그러한 무

기를올 운송할 수 있는 수총체쩨훌륭 체조합 수 있논 수단의 확산올 방지하는

120) PPNN, Newsbrie:f, No. 19, Autumn, 1잃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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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올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문제마저 COCOM이 다루게 된다면，

여러 선진국들의 수출통체품목 수를 중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남북

문제로 이행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장애풀이 되고 있는 것은 남북판계의 기

술이전 문제인데， 이는 기술이전이 COCOM 국가들의 국가안보 기준에 바탕

올 두고 있기 보다는 특청국가들의 외교청책 목표에 바탕올 두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만일 COCOM 회원국들이 기술이전 금지국가를 션청

함에 있어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께 공정하면서도 엄격한 기술

이전 청책올 집행할 수 있올 것인가라는 것도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엄격

한 청책이 부째할 정우， 십중팔구 중요한 이중사용기술 및 무기기술은 확산

될 것이다. 이러한 수출통제체제의 문제점올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리

덴버그(Pa벼 Freedenberg) 와 같은 청치학자들은 수출통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틀이 먼저 수출통제체제의 규정올 준수할 것파 주요한 분야의 체조농력

올 개발 보유하게 되는 새로운 국가플올 수출통체체제 안으로 끌어 틀이는

얼올 플고 었다，121>

또한 미사일 기술 빛 화학무기의 확산올 방지하기 위환 체제가 성공을 거

두기 위해서는 구소련 및 중국의 협력이 휠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COCOM의 경우 수출통체체제들이 대공산권에 대한 수출올 통체하기 위하여

젤렵된 COCOM의 체제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구소련과 중국은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협력할 가농성이 척다고 하겠으며 야러한 문제는 스위

스， 스훼덴， 그리고 기타 중립국 또는 비동맹국들에께도 척용될 수 있다. 그

러나 최근 몇년 동안 대부분의 선진 비동맹국틀은 COCOM파의 협력에 상당

히 우호척이었으며， 지공까지 이 국가률은 통체체제률 청치척으로 이용하지

는 않왔으나， 만일 COCOM의 회훤국들이 통체의 기춘으로 남북문제 차훤올

새로이 추가하려 한다면， 향후 선진 비동맹국가들이 비협조적일 가농성은 크

다하겠다.

향후의 수출통체， 측， 핵무기， 화학무기 그리고 미사일무기의 쟁산과 판련

된 기술 및 상품에 대환 통제는 지난 40여년 동안의 통제보다 훨씬 더 어렵

121) F:π웰e찌erg， F영피，"E파lOIt Controls in the 1앉)os : The Proliferation Dilemma,"
Siemens Reuiew, Apri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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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더 복잡혜질 전망이다. 이러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국가에게 수

출통체룹 확대하여 척용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러한 수출통제가 각 국가의

청책에 따라 차별척으로 취해지는 한 국제적언 수출통체는 산발적이고 불공

정하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서방 선진국들이 보여 주고 있는 비확산에 대

한 노력은 천세계에 비확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천달할 수 있을 것야다.

그러나 현채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새로운

회원국의 명입， 준수의지의 갱신， 수출통제 사무국의 강화， 또는 통제품목 통

합 둥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우， 대량살상이 가능한 무기의 확산올 방지하

고자 하는 현째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갈 위헝이 었다고 핵비확산 전문가들

은 전망하고 있다.122)

이러한 불확실성올 줄이가 위하여 프리덴버그가 제시하고 있는 국제 수출

통제 강화안올 보면 기존에 수출통제를 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주도 아래 통

합된 비확산조직올 새로이 셜립하여 강력한 중앙사무국올 두는 것이다. 이

러한 사무국은 대규모의 판료조직이 아니라， 조직의 제반 사무를 맡아 처리

할 권한올 부여받은 소수의 판리들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이어야 하며， 회원

국틀이 선엄한 조칙의 의장， 서류작업과 번역을 맡아 처리활 사무요원들， 그

리고 회의의 개최와 판련하여 계획올 수립하고 집행하는 요원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채의 비확산체제는 혼란스렵다고 볼 수 었으며 앞으로 버효과척일 가농

성이 많다. 예릅 들어， MTCR의 경우， 통체품목의 해석 차이를 해결해 출 수

있는 권한올 지난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통제대상에 포함되는

품목파 포함되지 않는 품목올 놓고 회현국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발생하여

왔다. 따라서， 회훤국플 칸의 청책척인 차이를 논의하고， 구속력 있는 규청올

청하며， 기술적인 지원올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을 경

우， 회원국들은 가끔씩 개획되었던 본회악애서 합의에 이르는 비공식협정의

해석올 놓고 각 회원국 자체의 방법이나 해석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부 국가틀은 자국이 협정올 준수하고자 하더라도， 협청올 집행할 법적인

기구조차도 가지고 있져 않는 경우가 있다. 회훤국의 범주 밖에 존채하고 있

122) 천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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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국 둥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올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의 수출통제는

미국 둥 주요 선진 산업국들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제적 수출통제제도의 비효과성올 극복하기 위하여 핵비확산 학

자들이 제안하는 내용올 종합 분석하면 하나의 통합된 체제를 셜렵하자논

것인데 그 이유는 다옴과 같다.

첫째， 지난 25년 동안 동서간의 통제를 판리하여온 COCOM의 구조보다

규모 면에서 비슷한 단 하나의 통일된 조칙은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올 반대

하는 전세계의 의지를 상징하는 데에 중요한 구실올 할 것이다.

툴째 단일구조이면서도 강력한 사무국올 갖훈 하나의 통합된 체제는 오

늘날의 버확산 체제들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올 혜소해 줄 것이며

정책척인 사안틀은 권위 있는 사무국에 의하여 의제로 상청되고 토론올 거

쳐 해결올 볼 수 있올 것이다.

셋째， 대다수 국가들은 통제체제의 모든 회의를 담당할 천문가， 기술짜 그

리고 훈련받은 대표자플올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므로， 단 하나의 비확

산 통제조칙이 존재한다면， 전문가들 및 국가대표단들은 통일한 회의석상에

서 넓은 영역에 걸쳐서 여러 문제틀을 취급할 수 있올 것이다. 그러므로 영

세한 국가들은 제한된 전푼언력과 대표단올 최대한 효율척으로 활용할 수

있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조칙은 기존의 통제조칙과는 별개의 것으로 그 차이

가 명백하며 동서간의 기술 이전올 반대하는 조칙이 아니므로， 적극쩍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도록 권유할 수 있올 것이다. 그리고 동서간의 갇풍

이 그다지 중요한 사안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므로 중립국가 빛 l}l 홈맹국가

들도 가입하기가 더욱 용이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갈이 단 하나로 통합된 비확산조칙이 철성되어 운영

된다 하더라도 어떠환 국가틀올 비확산 통제대상국가로 규정해야 할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조칙이 미

국풍 션진국틀에께는 상정척으로나 실질척으로나 여러 가지 장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제품 및 기술 둥 통제품목 작성 자체가 중요한 역할올 하게

되고， 이러한 버확산통체 초칙은 의심스러운 프로책트나 새로이 부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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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술에 대한 기밀청보를 교환하는 회의의 장올 제공할 것이고 분쟁 혜결

올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올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 특

정국가에 의한 통제 대상국가의 선정이 불공정하다고 다른 특정국가가 제소

하였올 경우라던가， 또는 조직의 지첩올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분

쟁의 해결올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천망 된다.

지금까지 껄명한 바와 같이 향후 다국적 수출통체제도는 과거보다는 상당

히 엄격해질 것으로 천망되나， 지금까지 핵비확산올 위하여 미국파 짱두마차

의 역할올 해오던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측， 구소련 국가의 노력과 신흥 원자력 공급국 및 EC 통합에 따른 EC의 수

출통제 정책에 따라 새로운 수출통제 제도의 성격이 규명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환 신흥 원자력공급국에 대한 통체제도 가입 압력이 미국

둥 선진국으로부터 섬화될 천망이다. 이러한 국제적 조류에 역행하면 국제사

회에서 이해 당사국이 체대로 대우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제

도에 척극척으로 창여하여 이혜 당사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제 핵비확산의 노력과 이혜 당사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 3 절 수출통제의 산업경쟁력 영향 분석

훤자력 수출통체제도는 핵비확산올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의 하나

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훤자력 수출통체의 비효용척인 체제와 운영은 원

래의 목적 달성올 어렵께 할 뿔만 아니라 산업경쟁력올 크게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었다.1잉) 따라서， 원자력 수출통제의 훤래의 목적인 핵비확산올 달

성하며， 동시에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부청척인 영향올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수출롱체체제률 구촉하기 천에 그것이 산업경쟁력에 어떻게 착용하

는 지를 분석할 펼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올 통하여 도출된 파급효과의 내용

파 경로는 구체적인 원자력 수출통제체도 구축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

123) p，따셈Ie， π1.S. NatiOT펴1 sec따ity E짜JOrt Controls: Implications for Glo벼

Conπ뼈.tiVI밍홉s of U.S. High-TI때I Finns,n Strategic Mar찍gement Joumal, V01. 13,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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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훤자력 산업의 경우 수출경험이 척어 원자력 수출통체제

도가 원자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올 분석하는 것이 사실 불가농한 실청이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자력 수출통제만올 따로 분석환 자료를 구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철에서는 ccχ。M올 중심으로 외국 참지

에 발표된 몇 가지 사폐124)를 통해 미국의 수출통체제도가 산업경쟁력에 미

치는 영향올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대용올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훤자력 수출통제체제 구축에 유용한 시사점올 얻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수출통제체쩨가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부청적인 효과의 실례

를 미국올 중심으로 살펴보고 과연 수출동체의 어떠한 요소가 산업경쟁력에

부정척인 명향올 미치는지를 분석하며， 이러한 비효과적인 수훌통체를 극복

하기 위혜 최근 미국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올 살펴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 원자력수출통제체제 수립에 휴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시사점올 도출하고

자한다.

1. 수출통제의 비효과성: 미국의 실례

수출전략 전문가틀온 기업의 수출성공과 청부의 수출통제정책 칸에는 매

우 중요한 판계가 었옴올 지척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국 청부에 의해 행해

지는 수출통체의 목척은 다옴과 같다: φ대외정책의 목척올 촉진하고，t2)국

가안보를 증진시키며，®공급부족 (short-supply) 물질의 수출올 금지하고，@

핵비확산올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수출통제의 궁극적인 목

표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안전파 수출통제는 판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책의 동기가 다르고 기업의 청명활동에 대한 효과도 상이하다. 그러므로

국가안전파 수출통체를 동일시하는 것은 기업활동올 위혹시키기 때문에 위

험한 발상인 것이다. 쪼한 야천에 사용되던 규정과 규칙틀은 혐째의 급격환

1장) 본 철은 Bu화leSS WI쌀(1않n， NollenU앓7)， Nonnan(l앓n， Pot암(1990> ， House of
R뺑-esentatives(l990>， KuttI합(1990>， M행nusson(l뾰>， NAS/NAEIM(l99l),
P앓셈le(l992> 풍에셔 발빼한 사혜홉 중심으로 천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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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수출통제제도가 그 목표를 국가안전에 두고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 미국의 기업들은 다옴의 말콤 볼드리지

(Malcolm B려dridge)125) 충언에서 보는 바와 같은 어려움올 겪고 있다.

“유협 견차산엽의 '1 엽훌흘 착샤빼훌빼 .요한 매육j홈홉。1 ’1 학의

혜츄훌훌빼빼 빼당퍼져 많，j，혹 노력하예， 호한 j훌운 야육슈훌홈빼

~도빼 때~퍼에 잊는 동챙의 여지와 .1:1 연까놓생에꺼 엇에냐치 위

하얘 그률 자쩨의 프훌쩌꺼톨 옐계하기호 캘쟁하었다. 이러한 컬쟁

운 판혐 빼훌 샤걱}에꺼 톨l 육의 빼외때흩액훌 1/.3 야상 예앗야 까고

없다끼'ltl 육 상퓨.:4， 발훌 훌드러지 (M외calm Baldridge) 의 증언，

1않7년 3뭘 12업).

·‘영육의 유츄~ 항공기생산기엽은 착션의 콩융자훌에껴 01 육 슈흩

홈빼 쩨빼애 ‘쩨혜퍼에 없는 률확싱생확 져연까능생빼꺼 벗어냐'1

해빼 까능 하언 oj 육혹훌융 샤용하지 발도혹 요유하는 꺼한융 i ‘껴

고 엽다:' (매육 장퓨혹， 땅홈 훌드리 xl(M외colm Ba1바idge)의 증언，

1987년 3뭘 12앨 ).

수출통체의 시행이 미국내 기업 활동 특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부청척인 측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었다. 다옴에서눈 수

출통체가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앵향에 대해 분석되어 있는 것을 인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수출통제의 단기적 영향 분석

수출통체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단거적인 비용에 대해 알아보면， 최근

1986년에 수행된 미국 학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가안전 수출통제와 판련

원 미국 경체의 직접척이고 단기척인 버용은 약 93억불에 달하고 있용을 밝

히고 있다126). 구체척으로는， 서방칸의 수출판매장실 59억 달러， 동구권파의

125) 1앓7년 3월 12혈 국제재푸 및 금용청책 소위훤회에셔 당시 미국 장푸환장관언 말롬

볼드리지의 중언율 P없·따lee!앞}2)에셔 인용합.

126) P，없핍leo 전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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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판매 상실 14억 달러， 기업에 대환 판리 비용 5억 달러， 연구개발의 감

소 5억 탈러， 라이젠싱 거절의 가치 5억 달러， 그리고 외국 자회사의 판매이

익상설 5억 달러이다. 또한 수출상실과 관련하여 미국의 고용감소는 188，αm

명이다.1낌)

나. 경쟁력에 대한 영향

아래 인용문은 미국의 한 공급업자가 내놓은 거래 협상안으로 수출통제가

경쟁력에 마친 영향올 잘 사사하고 었다.

“만약 당신。1 "1 육 슈훌해까 요건의 요흔 것융 쳐리한다연 유라는

15%톨 함언빼 률 것엽나다‘”

여기서 간접적으로 알 수 었는 것은 미국 수출통제규청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거래 상실과 같은 칙접비용 외에도 가격 활인， 거래 협상력 약화 톰

과 같은 간접척인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천체비용이 매우 높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국립과학원(NA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이 천자， 항공， 공작기계 산업에 속하는 170개 71 업올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용답자들은 수출통제로 인하여 자유세계의 고책들이 점차 다룬

국가로 돌아서고 있다고 용답하였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52%가 수출통째의 얼차적인 결과로 판매의 상실융 경험합.

。 26%는 통제로 인해 자유세계고책들이 거래률 거철함.

。 38%는 기존의 고잭야 미국 홍체의 분규률 피하기 위혜 미국이 아닌 다른 국

가로 바꿀 의사률 표명함.

시장점유율의 상실은 영구척일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장실은 판매의 상

실보다 중대한 경쟁력의 상실올 나타낸다. 미국 시스댐과 호환할 수 없는 장

비를 구매한 고잭플은 추가척인 부품올 구매활 때에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

에서 구매할 수 밖에 없다.

127) 야 수치는 미국의 GNP 감소에 의한 효과률 포합하지 않은 것야며， 시장첨유용의

명속척인 장실로 언한 손실도 포함되지 않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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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언급한 것플은 편견이 있을 수 있는 수출업자틀의 판단에 기초

한 것으로 주의가 요망되지만， 제3자들도 역시 유사한 결론올 짓고 있다. 예

률 틀면， 대통령자푼기구인 국가 경쟁력위훤회 (President’s Corrunission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는 미국의 과다하고 일방적인 통제로 인하여 매

년 110억 달러의 판매 장실올 가져온다고 추계하고 있다128>. 심지어 엄격한

통제를 주장하는 사랍들도 다른 국가들이 미국보다 통재률 느슨하게 해서

미국기업틀이 손혜를 보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다. 목표달성에 실패한 수출통제

져금까지 살펴본 많은 중거틀은 통제체제가 제품파 기술의 수출 제한이라

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비효파척임올 지척하고 있다. 비록 미국 중앙청보부

(CIA)의 한 연구가 구소련이 이중사용기술올 비합법적으로 획득하는데 시장

가격의 두 배를 지불한다는 결파률 발표하였지만， 다른 증거들은 수출통체가

첨단기술 품목의 대량 유출올 막올 수 없옴올 지적하고 었다. 예를 플변， 페

어웰 보고서 (Farewell papers)1정)는 구소련이 목표로 삼았고 또 서방에서 성

공척으로 획득한 품목의 70%가 국가안전 수출통체에 속하였던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1980년대의 유명한 사건의 하나가 일본 도시바 회사의 경우이다.

COCOM 규체를 어기면서 도시바는 척발되기 전까지 꺼의 2년 동안 소련해

군에 청밀공작71 계를 선적하였다. 그러나 밝혀진 사찬틀은 단지 빙산의 일각

에 지나지 않올 뿔이다. 미국 국렵과학원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2B) 야 위훤회는 기업계. 노통계， 학계， 천적청부판리로 구생획어 었다.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계의 경명자들은 위원회가 발표한 컬과가 NAS(1앓7)가 170'청율

대상으로 초사한 결과보다 면견야 쩍은 것이지만 아마도 현견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고 었다'. pi없셈le(992)에셔 재인용합.

129) 쩨어햄 (F;없-eWI밍1)은 소련의 한 고위 KGB환리에 불혀진 프랑스 갱보계의 암호명으로，

그는 소련이 서방에셔 벌이고 었는 비밀 기술획득활동의 계획， 초칙， 자금 풍에 관한

상세한 청보를 1981년애 프랑스에 제공한 인물이다. 쩨어햄 보고셔에 의하면 1 10차

5개년 계획기간(1976-1앓0) 풍안에 소련의 기술획득 프로그랩은 1271 소련의
산업성에셔 필요한 하드꿰어와 문셔 3，500가지륨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밝혀고

있다. 또한 1얹~년에는 10억홉에 혜당하는 문셔， 청사진， 시험장비 풍올 확득하였다.

이와 갇이 대큐모척으로 지원되는 구소련의 기슐 천용 및 간협 활풍에 의혜 구소련의

과학연구 인력이 연언훤 100，αm명융 뛰어 념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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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육쟁휴는 엠쩍~ 슈훌홈빼빼 츄얀껑훌 훌환 그것의 효과냐 배용

빼는 판샘융 튜칙 않는마. 훌바혼 혹쟁가유의 확째 를}에꺼 폐휴희는

이러한 용빼흩윤 .!L다 놓윤 빼까톨 까껴훌 갯。1 다"

라. 산업별 사례 분석

1) 첨단재료

첨단재료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체 적용은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미국의

경쟁력에 대한 영향은 막대한 것으로 추청되고 있다. 채료산업에 대한 통제

는 첨단채료 자체와 그것올 이용하는 제품에 대해 시행된다. 챔단재료 산업

이 갖고 있는 특성은 첨단채료 자체가 군사척으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천략척으로 척용되는데 중요한 것은 껄계， 조립， 용용기술인 것이다.

그 좋은 예가 천루기의 조갱석 덮개인데， 이것은 확수한 특성올 갖는 복합탄

소천으로 만툴어진다. 복합탄소천으로 조정석 엎깨를 만툴기 위해서는 륙수

한 과정올 거쳐야만 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공청 노하우Omow-how)

언 것이다. 복합탄소천은 수출통제를 받지만 공정이 없이는 아무런 까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챔단채료가 자세한 청보쩨공올 방지하는 조항이 없이

상업척흐로 특허 둥록이 된다면 수출통체의 효과는 감소될 것이다. 이에 덧

불여， 용용기술파 공청 노하우도 무역비밀로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첨단 채

료에 대한 산업 노하우의 많은 부환은 미국 중소기업의 다국척 기업에 대한

판매를 통해서 수출되고 있다.

상무부는 미국의 첨단채료 산업 또는 첨단재료에 기초하는 부풍겨술에 있

어서 더 이상 일본올 앞서지 못하고 었옴올 밝히고 있다. 그 철과 미국의 기

술통제권은 제한되어 가고 있고， 방위판련 재료의 미국내 공급은 점차 부족

되고 었다.

2) 상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

항공거와 체트 엔진 산업의 동태성， 혁신척인 똑성， 충가하는 국제화 추세

는 항공 산업에 있어서의 수출통체의 판리와 유지률 어렵게 하며， 상용항공

키와 쩨트엔진과 판련된 중요한 키출은 합공기 자체가 아니라 젤계， 쩨료，

129



제조꽁청이다. 더욱이 항공기 구매 결정은 계속적인 부품의 공급파 미래의

통일까종 구매 결청에 막대한 영향울 미치는데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

국의 정책은 이러한 구매 결정에 막대한 영향올 미치고 있다. 특히， 항공기

시장에서는 한 대의 항공키 구매가 미래의 최소한 세 대의 항공기 구매와

연결되고 항공사가 특정 기종올 선태하께 되면 몇 십년 동안은 계속 그 기

총올 유지하며， 엔진의 청우는 특히 그러하다. 그러E로 한순간의 판매 상실

은 천체 수출시장의 장실올 의미하는 것이다.

3) 컴퓨터

컴퓨터 분야의 경쟁력 상실에 판해 수출통제는 이차적인 요인이지만， 특

청 컴퓨터 훈야에 있어서는 미국의 경쟁력올 크게 해치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컴퓨터 분야는 세계 어디에서나 미국의 수준으로 각국의 여러 가

지 부품올 결합하여 놀라운 수준의 컴퓨터률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수출통제는 수출허가에 걸려는 시깐 동으로 인해 경쟁력과 시장의 상실만올

가져오고 었다. 즉， 컴퓨터 기술의 통제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인데， 내재적으

로 통제가 불가능한 제품의 수출통제는 미국의 경쟁력과 수출통체의 신뢰성，

갱부인력자훨 활용에 나뻗 영향만올 미치고 있다.

2. 수출통제 비효파성의 원인

미국의 경우， 수출통쩨가 그 목척올 달성하는 데도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도 부청척 효파륨 가져오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에서 찾올 수 있다. 국가안

천 수출통제의 비효과성은 수출통제체제를 구축하는 파청 빛 그 실행과청에

포함되는 많은 불펼요한 정책철청에 기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옴에서는 미

국의 국가안전 수출통째가 가지고 있는 비효과성의 원인올 살뼈봄으로써 우

리나라의 수출통체 구촉에 유용한 시사점올 도출하는 근간올 마련하고자 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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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범위하고 진부한 통제 품목

재별수출허가(Individual V려idat때 Licenses: πLs)를 받아야 하는 미국

통체품목은 더 이상 청단거술도 아니고 더욱이 세계시장에서 쉽게 얻올 수

있는 제품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작기계에 대한 COCOM의 세

부사항은 허용오차에 기준하고 있는데， 1974년 미국 국방부는 구소련의 능력

이 10-미크론(1-미크론 = 백만 분의 1 미터) 내외라고 추청하였고， 그래서

M...s는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런데， 금속주

조 빛 금속절삭 공착기계(산업용 선반 펀치， 드렬)는 컴퓨터의 발전으로 5

미크론 허용오차의 프로그랩 공작기계와 합쩨 전세계척으로 가능한 최청단

기술이 되었다. 그런데， 16년 동안 10-미크론 M... 기준은 변하지 않았고 미

국의 COCOM 파트너틀은 미국의 엄격한 기준때문에 실체적인 이득올 보고

있다. 예를 들면， 구서독은 1989년 소련에 5억6천8백만 달러， 일본은 1억2천2

백만 달러의 공착기계를 판매하였으나 미국은 단지 130만 달러의 공작기계

를 판매한 것이 고작이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불균형은 다른 국가들에서

도 찾아볼 수 있다.

다른 국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올 미국이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동안， 미국은 다른 국가틀파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그 결과는 시장의

상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온 1950-1970년 기간에는 공작기계 분야에서 쩨

계척인 선두를 유지하여 왔는데 최근 공착기계산업의 무역 통계치는 자유세

계시장의 수출에서 미국이 세계척인 리더들인 일본과 서독에 크게 뒤져 있

다고 밝히고 었다. 서독은 유럽공동체에 대한 판매에서 강력환 위치를 접하

고 있으며， 일본은 ·네 마리 호량이’로 불리는 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만올

포함환 태평양 연안 국가틀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올 유지하고 었다. 미국의

청우는 단지 그툴의 이웃언 카나다， 멕시코에서만 견고한 시장점유율올 나타

내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미국의 쩨계시장 첨유율은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각하게 첨해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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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주요 공작기계 수출국의 세계 시장 점유용， 1969-1988 (10억 달러)

수출국 1969 1971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8

일 본 0.9 0.9 1. 7 1. 2 1. 5 2.6 4.6 3.3 5.2 6.3 8.4

서 독 1. 1 1. 8 1. 9 2.2 2.3 3.9 3.9 3.0 2.9 6.3 6.6

국 1. 8 1. 1 1. 8 2.2 2.1 3.9 4.8 2.1 2.3 2.2 2.1

(자료훤) Association for Manufacturing Technol명y， 1989, p 164.

1985년의 미국 수출판리재정법은 외국에서 쉽게 획득활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통제를 풀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상무부는 1990년 6월에 가서야 단지

개인용 컵퓨터와 메모려협올 널리 유용한 ‘기술상품’에 포함시켜 통체를 풀

었올 뿔이다. 미국의 통체품목 판리는 통제와 비통쩨의 기춘과 청의가 애매

하고 국내와 국제 품목 목록의 형태와 구조가 상이하여 비효과척으로 되고

있다. 또한 통쩨해제 여부를 평가하논 ‘외국에서의 획득가농성 평가’ (foreign

availability assessment)는 품목당 명균 평가기간이 7개훨 청도 소요되는 것

으로 나타나 시의적절환 통체 해체가 어려운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나. 규칙과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지연

미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은 거의 600쪽의 규칙파 절차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다른 나라의 것을 훨씬 농가하는 것이다. 미국의 허가절차가 비효율

척인 원인중의 하나는 이미 허가된 것파 정확히 같은 기술일지라도 재개의

신청올 별도의 것으로 취급하는데서 발생하는 ‘판혜기억’(institu디anal

m앉lOry)의 부재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실적치를 중심으로 수출허가에 걸려는 소요시간의 실태를 상푸부의 수치

를 통해 알아 보면， 1986년 1월 19억불에 혜당하는 2，131건의 신청이 60일의

법청 기일융 념기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올 차지하는 1920건은 120일 넘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제품수명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시대에

서는 록각척인 운송이 고책의 신뢰훌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반면

132



에 지연과 불확실성은 매출의 상실올 가져 온다. 판매릅 추진하는 기업들은

총종 언제 선척이 허락될지 모르고 또한 허가 절차가 국방부의 의견올 펼요

로 하면 매우 킬께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자유셰계에 대한 수

출허가에 있어서 100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4

일， 일본의 경우는 단지 2-3일이 소요된다고 한다13이. 더욱이， 미국의 기업틀

은 생산과 선적올 조청하고 고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환 허가신청의 진행

상황에 관한 시의척절한 청보를 얻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올 발견하였다. 그

결과 고객들은 쟁해진 기간동안에 허가숭인올 받지 못할 경우 계약파기를

허용하는 조항올 판매계약에 포함시킬 것올 점차 주장하고 있다.

다. 일방적인 통제와 치외법권적 엄격성

미국의 경쟁력 문제는 만약 다른 선진국간에 수출통체와 명풍이 발생되지

않으면 쉽게 없어지지 않올 것이다. 며국의 독자적인 엄격한 수출통제 청헥

은 미국 수출통제확 불확실성파 지연올 꺼리는 많은 고잭올 잃었고， 세계시

장에서의 판매륨 감소시켰으며 생산에서의 규모 경제 달성과 연구개발에 있

어서의 비용 상환옳 방해하였다. 그 결파 미국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저하되

었다.

미국온 독자척으로 국제 C(χ。M 품목에 포함되지도 않은 이충사용품목

올 통체하여 왔으나， 최근 틀어 미국만이 통게하던 이중사용품목을 런던가이

드라인에 포함시켜 국쩨척으로 통제하고 있다.

일방적 통제는 단기간에 한 국가가 독점이거나 훨둥한 우위를 갖는 품목

올 청확히 선청하여 엄격하께 수행되면 효과척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방척 통

체가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거나 다른 곳에서도 획득가농한 품목에도 적용되

면， 통체가 버효과척일 뿔만 아니라 볼필요하게 미국의 수춤업자에게 타격올

줄 것이다. 예를 들면， 스때리-유니팩(Sperry-Univac)의 구소련 뉴스기판인

타스(Tass)에 대환 컴퓨터 수출허가가 거절되었올 때 프랑스는 자국기업에

게 그 판매를 신속히 허락하였다. 미 하훤은 독자척인 통제률 제거하기 위해

수출혹진법을 상청하는 둥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미국 수출통제 혜체와 다

130) 이러한 주장은 House of R빼E똥nfatives(l990)와 Non뻐n(l앓7)에 의혜 쩨시원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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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깐 통체의 일환안 COCOM악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의 통제가 재수출 위임 조향을 통하여 마국의 외국

자회사 또는 미국산 제품 및 외국산 제품에 장착되는 부품올 판매하는 외국

기업 심지어 미국기술올 여용하여 제조되는 외국산 제품에 까지 확장되는

것이다.Cα:OM회훤국 중에서 채수출통제률 가하는 국가는 아무도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통제품목어 C(χOM 비 회원 서방국가로 천환되는 것올 방

지하기 위하여 미국이 사용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올 사용하고 있다131).

COCOM 비회원국 경쟁자에 대한 며국 수출업자들의 불이익은 매우 섬각

한데， 이는 미국이 공툴인 통제체쩨와 비교하여 COCOM 비회원국중 어떤

나라도 이중사용품목의 수출율 통제하지 않기 때문이다.132) 더욱이， 체3세계

국가틀과 통쩨협청올 맺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은 미국 기업들이 국쩨시장애

서 경쟁하는데 어려움올 주고 있는데， 이는 단기척으로는 거래상대 71 엽이

협상의 지렛대로 허가률 거부하거나 지연하며， 장기적으로는 상대국가가 단

지 미국 기술 수훌의 롱체만올 동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 급격한 청치·경제·기술 환경 변화

미국은 더 이상 서방 동맹국들의 이념척 지도국이 아니며， 더 이상 동맹

국률의 행동에 강혁한 t형향올 미훨 수도 없다. 예률 들면， 많은 유럽국가툴

파 일본은 동유랩파의 무역이 가쳐오는 정치， 경제적 장점이 군사척 안전에

대한 잠째척 타격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련 까닭에 그들은 첨단

제품이 동유렵으로 수출되는 것융 벌 제한하고 있다 (표 4-7 창조).

미국은 더 이상 훨퉁한 기솔척 우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다른 국가

(주로 C(χOM 회원국률)률은 미국과 함께 기슐지도력율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이 상실한 기술척 우위훌 채우기 뷔해 능력 있는 대체국툴이 탈려툴고

있다. 한때는 곡물 및 석휴와 칼은 쩨품에만 척용 가놓하였먼 대체성

(fungib:피ty)의 개념은 이쩨 챔차 대팍분의 첨단제품률에 척용가놓하게 되었

131) 이러한 것에논 획총사용차 :!£는 션척후 검사가 포항되며 또한 거철주폼자목륙이

포항훤다. 커협추훈자확륙용 미국 쩨홈이나 기슐외 구매훌 거후당한 당사자롤 수확한

것이다.

132) 예외인 국가는 스위스， 스쩨멜， 오스트리아， 인도， 휴고울라비아 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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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동구권에 대한 첨단제품의 수출， 1987년 (백만 달러)

천체 챔단쩨홈 컴퓨터

수출국

판매액 비융(%) 판매액 비옳(%)

셔톡 447.0 39.8 174.6 51.2
얼본 235.1 20.9 34.0 10.0
프량스 158.3 14.1 45.9 13.4
영국 141.3 12.6 52.9 15.5
이활리아 74.8 6.7 22.3 6.7
미국 65.8 5.9 11.0 3.2

합계 100.0 100.0

(참 고) 중국 포함휩.

(자료훤) Hud없1 (1앉~).

고， 그 결과 미국의 많은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하락하고 었다.

미국은 국내 경제의 활력훤으로서 수출올 더 이상 가볍게 여킬 수 없게

되었다. 청단체품의 수출은 1960년에는 GNP 성장의 4.6%률 차지하였으나，

1987년에는 9.5%률 차지하고 었다. 청치·군사척 동맹국들이 경쩨적인 척이

되어감에 따라， 국가안전 개념은 군사·경제척 힘올 포함하도록 수청되고 쩨

청의되어야 할 펼요가 있다.

기술의 급격한 변화 및 개발로 언하여 위에서 언급한 환경의 변화와 판련

된 요인툴이 수출통쩨의 실행과 강체성에 문체가 되고 수훌롱쩨의 효과률

캄소시키고 었다. 청단 이중사용 제품틀어 개발되어 널리 빠르게 전파되고

있으며， 수명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기업률은 휴롱 촉면에서의 지연융 극복하

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고 있다. 또한， 소형화기솔의 발달에 따라 홍제가 펼

요한 제품의 크기가 작아져 밀수와 천용이 보다 웹게 이루어 지고 었다. 이

러한 요인은 발달된 기울융 보휴하고 있는 국가의 충가와 결합되어 수훌롱

체의 회피용 쉽게 가놓토록 하고 있다.

마. 기타 푼쩨첨

。 다수의 볍륨， 기환， 쩨도의 장존: 이는 수훌롱체 판리의 혼동과 키판간

중복업무률 발생시킨다. 훨자력의 청우에도 다융의 (표 4-8)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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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다수의 기판이 관련되어 었다.

표 4-8. 미국의 핵비확산 통제 : 법률， 기판， 체체133)

홍제목척 기판 법월 통제범위 관련룡체제도

핵비확산 상무부(BXA> EAAlNNPA 이충사용품목; 없용

훨자력 기술;

민감휠자력활동

국무부(CDT> AFA,A 핵무기 셜계 및 핵비확산 협청

시험 컬비

NRC AEA/NNPA 훨자력 발전， 핵물질. 런번콤렵

빽주기 설비 및 기술 /쟁거위원회

에너지후 AEM‘mPA 기술지원/부속약청 련던콤렵

(자료원) NAS씨AEIM， Finding common Ground, Natior펴1 Aca뾰ny Press,
Wa강rlngton， D.C., 1991, p. 88.

0 판활구역 논쟁: 많은 청우에 특청 품목올 어떤 기판이 담당해야 하는 지

가 불분명하다. 이것은 판할권을 결청하는 용어가 다양하게 청의되고 있

기 때문이다. 폭정 품목에 대해 어떤 법파 기판이 척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환 혼동이 미국 수출통쩨의 지연파 비용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버효확객언 챙첨혜철 과청: 수출허가에서 발생하는 쟁점올 해결하는 파

갱은 불명확환 청책과 복잡하게 얽힌 책임소재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

다. 쟁점사항틀은 주로 수출허가 여부와 품목의 통체 혜체 결정에서 발

생한다. 예를 틀변， 타국에서의 획득가능성 평가는 1985년에 반도체 와이

어본더 (wire bonder)를 검토하여， 통제 혜체를 권고하였고 1않7년에 대

통령의 송인올 받었다. 그러나 이 안은 외국과의 협의과청에서 미국 기

133) BXA = Bureau of Export Aφ피nistration; CDT = Center for De옳nse Trade; NRC =
Nucl짧 R앨띠atory Commission; EAA = E:찌)()rt Administration Act; NNPA ;:;:
Nucl않r Non-Proliferation Act; AECA =Arms E자)()rt Control Act; AEA =Atomic
Energ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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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간의 언식 차에 의해 1990년에도 결론올 내리지 못하고 있다. 1989년

의 소련에 대한 개인용 컴퓨터의 수출통제 해제 논의도 사전에 의획에

의해 젤청된 거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이와 같이 타국에서의

획득 가농성 기준에 대한 혜석상의 문쩨는 관련기판간의 많은 논쟁올 발

생시키고 었다. 기준에 대한 해석상의 논쟁과 수출허가 결정에 대한 논

쟁올 해결하는 체제가 구촉되지 않아 기판간악 알력이 충가하고 수출업

자들이 불이익올 받고 있다. 그러므로 수출허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

챔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수출통제 비효파성을 극복하기 위한 최근의 노력

가. 1990년대 COCOM 자유화 조치 및 통제풍목 개정

COCOM윤 1잃0년 6월 통제품목의 범위를 크께 줄여서 다국간 통체흉 효

율화하기 위한 충요한 조치를 취했다. COCOM의 새로운 조치는 다융의 너}

재의 범주로 분류가 가능하다.

CD COCOM 홍쩨품목 116개중에서 307H 률 1앉%년 7월 1일자로 환천히 해쩨합.

그리고 8개 품목융 추가로 1얹xl년 8월 15일 이천에 해제하는 것올 검토합.

@ 컴퓨터， 홍산， 공작기계의 우선분야에셔 홍째의 범위률 1900년 7훨 1일자로

실쩨척으로 줄이도록(완전 또는 부분척인 해체) 합.

@ 나머지 홍쩨목록온 8깨 제품분류에 군거하여 처옴부터 재구성하여 1991년 1

월 1일자에 발효될 수 있도록 합.

@ 폴란드， 헝가리， 체코슐로바키아에 대혜서는 그틀이 구소련의 ‘기슐 철도’에

반대하여 안천죠치률 채택하면 그툴에 대한 수출율 차별화하고(우선척 려가

쳐리)， 구동독에 대해서는 통체률 거의 중단합.

보다 척은 품목에 대해 보다 높은 장벽올 쌓으려는 노력에 의해，

COCOM은 품목과 기술에 대환 새로운 통제목록올 만들고 시행하기로 동의

하었다. 이것은 키폰의 산업목록을 참조하지 않고 행하는 독창척인 노력이

다. 통제목록에 포함되는 품목은 다음의 8개 범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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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전자공학 썰계， 개발， 생산

@ 첨단채료 빛 채료처리

@첨단통신

@ 센셔， 챔셔 사스댐， 혜이져

@ 항법 및 훈항(avionics)시스템

@해양기출

@ 챔단컴퓨터(빽타배열올 갖는 륙별한 대형컴퓨터 및 슈왜컴퓨터)

@추진시스댐

핵버확산 분야에서도 풍제품목에 대한 깨청작업이 이루어지고 었다. 챙거

위원회논 원자력 통체품목올 개정하기 위하여 청규적인 회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런먼클럽은 절립 이후 2번의 회합을 가졌는데， 1992년 4월의 2번째

회의에서는 미국의 원자력 통제품목올 런던 가이드라인의 통제목록에 포함

시켰다. 미국의 원자력 통제품목에 대한 재정은 임시위훤회 성격으로 진행되

고 있는데 1988년 포괄척인 재청이 어루어진 바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미국 수출업자틀은 새로이 통제가 해제된 품목

의 세계서장에 수출 허가 없이 참여하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야다. 통제가

해제된 품목은 현재 미국의 세계기술수출 중 약 30%(엠0억불)에 해당한다.

그 양은 장래에는 매우 크게 증가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허가가 가능한

미국과 동유협의 수출이 놀랄만하게 증가활 것이고 자유세계에 대한 허가요

건이라는 점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뜰면 1989년에 COCOM 회원국에

대한 미국 수출허가는 총 81 ，αm건을 념어섰는데 7R 갱 후에는 아마도 반으

로 줄어들 것이다.

가장 중요한 새로운 수출기회는 정밀공작기계， 컴퓨터， 통신 분야일 것이

다. 이러한 품목틀은 1우선분야(priority sector) ’로 지청되었는데， 그 까닭은

이 품목들이 COCOM 사건의 대부분을 절명하며 또한 새로이 자유화된 동유

렵국가들이 그틀 경제의 하부구조와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들 체품을

긴급하쩨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품목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해제

로 인하여， 많은 미국기업들은 그들의 세계매출올 확장하는 기회를 갖게 되

었다. 예를 들면， 3천5백만 딸러에 상당하는 671 의 COC(Contro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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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 대형컴퓨터가 원자로의 안전성 분석에 사용될 목적으로 소련에

수출되었다. 이충 5기는 철계연구실로 나머지 1기는 체르노벌에서의 사고후

연구를 위한 것이었다.

나. 다자간 협약 추진

미국은 통체를 태만히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다른 국가들도 수

출통제를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올 고려하고 있다.

혐 상황 하에서， 국가안전 수출통체갱책과 보다 합리적인 통제체제 간의

조화는 다음의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 φ모든 주요 COCOM 국가들이 그

룰의 수출 및 재수출의 규제책임올 받아 들이고 @한국파 같은 선진 NICs

틀이 그틀의 수출에 대해 COCOM파 비슷한 체제를 채택할 때이다. 그러나

각 국가의 경쩨 및 안천에 판한 판심이 매우 다를 수 있고 각 국가가 수출

제한국가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1990년의 걸프사태와 같은 사건들은 동맹국들올 하나로 모으는데

부분적인 도웅이 될 수도 있올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보다 효과적인

다자간 수출통제제도는 여러 국가의 경제 및 안천에 대한 판심이 보다 밀접

하게 되어 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확산에 대한 두려움

이 자유세계국가들을 수출정책과 행동에 있어 충분히 일체화하는 것이 불가

농하다는 것올 되새겨야 한다. 많은 국가틀이 참재적인 적성국가들에 대환

칼은 의견올 공유할 수 있다면， 그 다음 행동은 COCOM 개정에서 깨진된

바와 같이 기술의 흐름올 함께 통제하는 것이 합리척일 것야다. 활케

(P.킹·피Ie)와 같은 학자는 새로운 수출통제체제는 국가 및 초국가척인 수준에

서 진행되어야 함올 주장하고 그 예로 비협약조직언 COCOM올 정규적인

협약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합올 제시하고 있다. 그는 또 이러한 체제가 효과

척이기 위해서는 한국파 같은 NICs의 협조가 반드시 훨요하며， 세계에 걸쳐

동일한 높이의 장벽셜치가 전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국가안전 개념의 수정 및 확대

명둥하고 효과척인 세계 수출통제체제의 부재 하에서， 미국은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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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채의 체제를 최초 탄쟁 동기의 측면에서 재평가하여야 하고 국제가술 이

전올 규제하는 파업올 채평가하여 군사안전， 경제활력， 과학기술의 진전과

같은 서로 판련된 목표틀 간의 균형올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환 어떠한 목표도 톡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목표를 간의 상

호판계의 상질은 최근의 군사척 안천 목표를 강조하는 청책과 절차를 만들

었고 그 결과 세가지 목표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 수출에 판한 일방적

안 정책의 유지는， 예릅 들면， 슈퍼컴퓨터의 개척자인 크레이(년간 매출액 7

억5천만 달러)의 경쟁력올 약화시켜 제약올 렬 받는 일본의 경쟁자인 히다

치， NEC, 후지쓰(년간 매출액 각각 500억활， 320억불， 180억불)와의 경쟁에

서 크레이가 낮은 매출성창， 높은 단위 al 용， 경쟁력의 하락을 경험하게 하였

다. 수출이익의 장실은 국내 청체력올 약화시키고， 그에 따른 기술선도력의

상질은 군사척 안전올 부식시킬 것이다. 결국， 무역은 경제적， 군사척 힘올

촉진하고， 따라서， 무역은 군사안전에 중요한 것이다.

미국애 있어 국가안전， 기술업척， 청제적 성공올 상호 결합하는 것은 결코

강력하지 않았다. 미국정부와 기업의 상호 이해관계를 평가하고 또환 국가안

전의 개념올 군사적 힘 뿔만 아니라 경제척 성파를 포함하는데 까지 확장하

기 위해서는 군사척 안천올 국가안전의 중요한 부분집합으로 보는 견해가

펼요하다. 이것은 미국의 주요환 경제적 적수인 일본， 독일과 같은 정치， 군

사척 동맹국툴파의 판계의 본철에서 볼 때는 어느 청도 사실이다. 미국 국무

부의 차판인 로헨스 이글버거(Lawrence Eagleburger)는 미국의 모든 대사에

게 다옴의 전문올 보댄척이 었다，134)

“상황흘 언하~..il， 쩌계시창빼꺼 청 1명혁훌 가져고 휴액하는빼 해요

한 유펙청혜의 건강과 유리의 응혁용 야마도 다융 쩌가톨 장빼 s4
랴 반영 요쇼효꺼는 가장 홈요한 육>}얀견의 요쇼까 훨 것야다"

미국이 이중사용품목에 대한 수출충가를 허용하는 것은 그러한 품목이 그

천보다 더욱 널리 유용하게 됩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가안전에 약칸의 부

청척인 효파훌 가져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보다 척은 품목에 보다 높은

1없) p하빠le(l992)에셔 째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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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벅올 쌓올 수 있다면 국가안전에 대한 장기적안 효과는 긍정적일 수도 었

다. 오늘날의 기술 환경에서 군사척으로 중요성이 있는 품목은 무엇이고 그

러한 품목올 방어하기 위한 방어벽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계속척

으로 진화되어 가는 첨단기술의 본질과 밀접히 연결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견해는 선진 개발도상국이라고 활 수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유용하게 척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환 개념은 보다 적은 품목만을 통제하여 우리산업에

해당되는 통제품목의 수률 감소시킬 수 었기 때문이다.

라. 새로운 통제기준의 셜정

오늘날의 공유된 기술지도력의 세계에서 다양한 홈목의 판매를 효과척으

로 감시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려는 시도는 전

반척인 수출통체 프로그램올 해치고 었다. 하나의 효과적인 방안은 초크포인

트(choke point) 첩근방법올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민캄한 셜바와 운용

에 펼요한 또는 그것이 없이는 시스댐이나 생산과정이 체기농올 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만올 통제하는 것이다1똥>. 그리고 소수의 중요 풍목올 선택하기

위해， .통제기술’은 유용한 용량올 넘어서는 특청 비슐에서 동태적으로 청의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주기적으로 재조정되지 않으면 자동척으

로 보다 낮은 수훈의 품목을 제외하도록 실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슈찍

컴퓨터는 COCOM 내에서 그리고 COCOM 외에서도 규제가 해제되어야 하

고 포한 슈퍼컴퓨터는 현재 운용중인 컴퓨터의 속도를 않% 어상 농가하는

것으로 청의혜야 한다고 인탤(Intel)사는 쩨안하였다. 제품수명주기의 초기에

있는 제품올 통제하게 되면， 수출통제는 최첨단기기들의 진화에 따라 보전될

것이고 일정수준 아래에 있는 컴퓨터는 자유홉게 판매될 것이다.

135) 초크포인트 캡근법율 판리하고 감시하는데 있어셔， 미국청후는 기술이나 사업에 대한

지식이 부록한 환리툴에게 전쩍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산업계의 기슐천문가롤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Kuttner， 1991). 이에 따르면， 홍제홈북에는 단지 초크포인트 요소와

홈목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미국 갱후 또는 다른 청부에 의혜 쩨출된 모든 다른

흉쩨홈복제안셔는 팡법위하제 구생된 미국 산업계의 고푼률에 의해 폭넓게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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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수출통제제도 구축에 주는 시사점

지난 25년 동안 세계의 산출은 3배로， 국제무역은 4배로 증가되었다. 점차

적으로 통합되고 상호 의존하는 세계경제에 있어서 동맹국들 칸에는 첨단기

술의 무역애 대한 통체률 감소시키고 반면에 척대국틀에게는 보다 강력한

통제를 하는 수출통제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이상적

인 통제체제에서는 척대국이 이중사용홈목파 기술올 획득하는 것올 총체척

으로 봉쇄하고 반면에 동맹국틀 간의 무역에는 모든 통제를 없애야 할 것이

다.

현재 미국 수출통제청책은 개념과 실행간의 차이로 인하여 지정학적·기술

척 환경에서의 급박한 흐름에 매우 뒤떨어져 있다. 전략적으로 위협올 받고

있는 미국 기업의 갱치척 로비는 세계 챔단기술 시장에서 미국 경쟁력이 약

화되는 것올 방지할 수 있올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의 국가안전 수출통체가 갖는 경쟁력에 대한 부정적

효과의 분석은 우리나라의 훤자력 수출통제 구촉시 다음파 같은 유용한 지

침올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수출통제시 불펼요한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축 전에 수출

통제 심사에 요구되는 활동과 기준올 사전에 명확히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

요가 었다.

툴째， 수출통체체제의 복잡성 및 엄척성과 수출통제의 목척 달성을 위한

효파성간의 상쇄판계(없de-짧)를 분석하여 최적의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

다. 구체척으로， 독일은 수출통제체체를 구축하고 있으면서 심사소요 기간이

4일 밖에 걸리지 않고 일본의 경우논 2-3일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반면에

미국은 심사기칸이 10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독일이

나 일본과 미국의 수출통제체체는 어떻게 다르며 과연 미국이 보다 높은 수

출통제 효과성을 보이고 있는 지를 분석혜 보면 우리 수출통체제도 구촉사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올 것이다.

셋째， 수출심사 결청이 지연될 경우， 그 진행 상황에 대한 시의적절한 청

보를 판련 기업에게 제콩해 출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어러한 정보는 기업이 수출대상 기업과의 판계 조청에 필요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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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넷째， 미국의 경우， 관례에 대한 체계적인 거록이 폰채하지 않기 때문애

각 수출통제 섬사가 때번 최초의 단계에서 시착되는 어려움이 상존하고 었

다. 이려한 미국의 경험올 교훈 삼아 우리의 훨자력 수출통제체제 구축시에

는 매번 결청되는 심사 결과 빛 내용올 촉척하여야 하며 그것이 다옴의 의

사결청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출통체와 판련한 모든 갱보틀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앞으로 기업 활동이 전 세계를 때상으로 하고 해외 칙첩투자가

급증할 것임올 감안하면， 한국기업의 외국자회사 및 외국 판매상， 부품판매

상， 그리고 한국 기술올 이용한 외국기업의 제품생산 수출을 어떻께 다룰 것

인 가도 본 연구의 법위애 포함되어야 할 껏이다.

여섯째， 챔단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천되어 가기 때문에 통체품목의 범위와

기준은 계속척으로 수청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통제품목 및

통제기준올 계속적으로 개청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통체품목의 선정시 혜외에서의 대체 가농성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 쉽게 구활 수 있는 것을 우리만이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는

없다. 측， 통제품목 선정시 대상 품목에 대한 대체가농성과 해외 각국의 대

상 품목에 대한 통제 판례를 참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하여야 하는 점은 런던 가이드라인의 이중사용품목에 대한 세계시장에

서의 경쟁자가 누구이고， 우리가 구축하려는 원자력 수출통체체도가 그들의

수출통체제도와 균형올 이루고 았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국제 청치， 기술，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통제품목의 재

정 및 해외에서의 대체가능성올 평가하는 것올 목적으로 하는 품목평가활동

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중사용품목에 대한 품목 평가

활동은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상파 같이 미국의 수출통체 제도에 내채

된 불합리한 요소를 분석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표 4-9)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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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 점

표 4-9. 미국 수출통체 제도의 비효과성과 시사점

수출통제 버효과성의 원인

( 미국의 경우)

1. 광범위하고 진부한 통체 1- 통제품목 판리의 강화 (통체기준의 명확

품목 | 한 정의， 국내와 국제 통제품목의 형태

와 구조 일치， 신속한 통제해제 평가〉

- 통체품목 평가기판 지정 또는 셜립 (산업

계 전문가 포함)

2. 규칙파 철차의 복잡성에 1- 수출허가된 내용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의한 지연 | 허가결정의 신속성 쩨고

- 허가진행 상황의 충요한 단계를 수출업

자에게 통보하여 기업의 대용력 제고

3. 얼방적인 통쩨와 치외법 1- 결청된 통제품목의 범위에서 우리의 경

권적 엄격성 | 쟁상대국이 누구인지를 확악하고， 그들

의 수출통제 수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품

목， 절차 풍올 셜청

4. 다수의 법률， 기판， 제도 1- 판련 법률， 기판， 제도릎 중복이 없도록

및 판할구역 논쟁 | 젤정

- 민감 특수 품목의 경우， 담당기판을 사전

에 지청

5. 비효파척인 쟁점해결 과 1- 쟁점은 수출허가 결청과 품목의 통체혜

청 | 체 결청에서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는

세부적인 절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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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원자력수출 부상 국가들의 수출법과 정책

다국간 수출통체제도 가입 타당성올 분석하고 국가 수훌룡쩨제도 구축방

향올 껄정하기 위환 기초 작업으로서， 본 절에서는 새로운 원자력 수출국으

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품의 수훌법파 청헥올

분석혜 보고자 한다. 이틀 신홈 훨자력 수출국들은 전반척으로 자국의 수출

융 흉체할 수 었는 법척언 토대가 결여되어 있다. 이률은 대재 개발도상국이

거나 신생 산업국틀이어서， 외교정헥장의 명분올 위한 수출홍제보다는 ;형제

청책상의 아익올 뷔한 수훌에 더욱 노력올 기울이고 었기 때문이다. 예를 훌

면， 1980'년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올 챔공하여 카터 행정부가 소련에 푹물수

출 금지조치활 취하였올 때，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당시 법률로는 카터 행청

부의 대소련 콕불수출 금지에 동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던 척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천통적인 훨차력수출국의 수출통제정책은 얼환성올 휴

지하지는 못하였으나， 핵비확산올 위한 일익올 담당하여 왔다. 수출홍쩨는

주로 챙거위훤회와 런던클럽올 롱하여 추진되어 왔으나， 수출 가농국틀은 아

칙 이러한 체제에 동창하고 있지 않는 경향이다.

선진국들의 수출통쩨 만으로는 효파적인 국체 핵버확산 체제의 유지가 곤

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1991년 3월 런댄플럽은 원자력수출 판련문제를 논의

하기 위한 활동올 채재하여 이러한 국가들올 런던클럽이나 쟁거위원회에 가

입시키는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1992년 4월의 2차 런던클럽 회의에서는 신규

국가들이 참가환 가운데 수출통제에 대한 대한 지청과 이중사용품목의 통체

퉁이 논의되었다.

본 철에서는 미국 문헌올 창조로 하여 원자력수훌국으로 부상하고 었는

국가들의 핵규체법안올 살펴 보고， 이률 국가률의 원자력 수출통제 청책올

분석하였다.136)

136) C값nat펴n， B따ras M., "Export Law and Policy of the Emerging Nucl않r Suppliers:
A Basis for Cautious ()p파ni파m." Eye on Supply, No.5, Fal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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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 국

중국은 비확산 및 수출통체 판련법올 구비하지 않고 있다. 충국은 성문화

된 원자력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청부의 비밀 지첨 형태로 수출통체가 행해

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통제 품목중 유일하게 중수만이 성문화된

수출통체규청에 원자력판련 품목으로 명시확어 있다.

1980년 중반이래， 중국은 줄곧 “자국은 핵확산에 판여하지 않올 것이며，

다른 국가틀의 핵무기개발올 지원하지도 않올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제6차

국가안민회의는 이러한 갱책올 청부의 모든 기판의 지칭으로 삼은 것으로

전혜지고 있다. 수출판련 활동올 규제하는 주요기관으로서는 국가위훤회

(State Council), 혜외경체무역부(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and Trade), 상공업 행정국(the State Administration of Industry and

Cornm많'ce)， 그리고 지방 빛 지역의 장콩업 행정판청톨이 있다. 거의 모든

사업활동에는 많은 행정기구들이 판여하게 되므로 어떤 특청한 경제조직이

발각되지 않은 채 인가 받지 않은 수출을 할 수 있올 것으로는 평가되지 않

는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역 및 시 행정관료틀에게 그 권한을 이전한 상품 및

경제분야와 관련하여 제도척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발생활 위험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행청판리뜰윤 핵버확산 및 기타 외교정책에 대하여 그다지 중

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권한올 위임 받았기 때문에 지역 및 시

행정판료들윤 수출올 중진하고자 하는 용심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올 무시할

소지도 었다. 또한 중국의 국가방위산업체들운 중국의 다른 기업들이 받고

있는 경제적 통제를 받고 있지는 않는 것 칼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가방위

산업체들은 확산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길올 걸어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 3월 9일 NPT에 가입하므로써 국제 핵비확산을 위하여 노

력하겠다는 서약올 한 만큼 향후 원자력 수출통제도도 현재의 체제보다는

강화할 첫으로 전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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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도

인도는 1962년의 원자력법에 구체척이고도 포괄적언 권한올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법에 의거하여 중앙정부가 훤자력활동과 무역올 규게하는 권한올

보유하고 았다. 중앙갱부는 광의로 정의되어 있는 째산(공장) 및 활동(연구)

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올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수출통제에 대한 권환

도 포함되어 있다. 또환 중앙청부는 기술되어 있는 물질 빛 71술되어 있는

장비를 규쩨하는 권한올 가지고 었다. 이러한 물질 빛 장비에 대하여 정부는

판보(Gazette) 를 통하여 개념올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의 수출통쩨권

한은 1923'견에 제청된 공식비밀법(Offi cial Secrets Act of 1923) 및 1947년

의 수출입 (통제)법 (hnport and Export (Control) Act of 1947) 에도 명 시되어

있랴.

3.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원자혁법온 인도의 훤자혁법 만큼이나 포팔적인 것은 못되며，

원자력법올 채태한 동기도 분명하지 못하다. 파키스탄 수상은 훤자력장판칙

을 겸하고 었으며， 수상 직속기판으로 있는 파키스탄 원자력위원회

(Pakistan Atomic Energy Commission)가 모든 왼자력수출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권올 보유하고 있다. 원자력위원회는 1956년에 절립되었고， 현채는 1965

년 파키스탄 원자력위원회 조혜 (Ordin없ee)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 조례

는 왼자력위훤회가 연방정부의 갱책훈령을 따라야 하고 정책문제와 연판되

어 있는 사안의 결청 권한은 청부에게 있다고 규청하고 있다. 원자력위훨회

는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에서 진행되는 원자력 활동올 규제하는 일반척인

권한올 부여 받았는데， 이러한 권한올 맡게 된 것은 1984년의 파키스탄 훤자

력안천 및 방사선 방호조례 (NSRPO: Nuc1않r Safety and Radiation

Protec피on Ordinanee)~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또한 핵활동올 통체할 수 있

는 일반적언 권한올 위원회에게 부여하는 초항이 조혜에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핵물쩔(materi머) 빛 ‘기술되어 있는 물질’ (subs떠nee)의 수출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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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4.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NPT나 를래탤레코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흐며， 핵강대국

률이 그플의 수칙 핵확산은 추진하면서 약=형 핵확산은 저지하고 있고， 확히

련던클럽이나 쟁꺼위원회는 훨자력 션진국들의 원자력 수출 독점옳 위한 제

도라고 비난하여 왔다. 그러나 수훌몽쩨에 있어서는 실체척으로 런번클럽의

회원국인 것쳐럼 행동하고 있으며 비록 수출의 전제조건이 전면 안전조치가

아닐지라도 INFCmC/66 형태의 부분척 안전조치률 조건으로 하고 있다.

1986년에는 훨차력 장비의 대규모 판매가 아니면 농축파 재처리 기술의 수

출올 쩨한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아르헨티나의 수출통체는 성문화되어 있

지는 않지만 철차는 판혜화되어 었다.

수출 숭인올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훨자력위훤회 (CNEA)에 수출올 신청하

여야 하며， 훨자력위훤회는 이러한 수출 신청에 대하여 대통령과 외무부 및

군축부서에 보고한다. 1986년 3월 13일 서명한 대통령형에 따라 외무부는 원

자력 수출의 비확산에 대한 평가 책임울 지고 었다. 의회는 수출을 달성하기

위한 판련 규청의 수청이 펼요할 때 창여한다. 수출이 송인될 경우 원자력

위원회가 수출 계약올 체결하는데 어때 수입국은 오칙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꼈다는 문서를 제훌하여야 하고， 퍼EA와 부분적 안전조치 협정인

INFCmC/66쩌ev.2 형태의 협정올 체결하여야 한다.

1992년 4월 zl얼 아르헨티나 대통형은 민감한 품목의 수출에 대한 성명

을 발표하었는데， 이는 아르헨티나가 대량 살상무기의 제조에 사용되는 품목

에 대하여 수훌홍쩨 의무를 느끼고 었으며， 야와 판련하여 미사얼， 핵무기，

화학무기 둥에 사용되는 핵물질， 장비， 기출의 수훌율 몽제하기 위한 법륨올

체청하였다고 션언한 것이다. 이 새로운 규제법안은 합법척인 무역올 쩨한하

지는 않.Q.나 다국간 국체척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을 포함하고 었으며 선진

국률이 혈청하여 운용하고 있는 통체와 같은 수준이다. 그리고 다른 국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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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기준이 개정되면 이 새로운 통제 법안도 개청될 것임도 선언하였다.

제 5 절 다국간 수출통제제도 가입타당성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 핵비확산 및 대량 살상무기의 통제를 위

한 제도들은 제각기 륙칭은 가지고 있으나 추구하는 목표는 서로 비슷하다.

본 철에서논 현재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틀어 한국을

훨자력공급국으로 간주하여 국제 원자력 수출통체에 가입하라는 합력올 가

하고 있는 실청에서 우리나라에 산업파급효과를 최소화 시키면서 국제 사회

에서 신뢰성올 중진시킬 수 있는 대안올 선핵하고자 하였다. 이률 위하여 우

선 COCOM, 쟁거휘훨회， 빛 런던클럽 일반 개요와 통제품목올 (표 4-10)과

같이 비교 분석할 수 있다.

표 4-10. 다국간 수출통체제도 비교 분석

C(χOM 쟁거위훤희 련헌클럽

창가국 16개국 (협력국온 22 개국 Z77~국

한국포함 9개국)

셜렵연도 1949 1974 1978
주홍제대상 공산권 15개국 천지역 천지역

판련규정 C(χOM 통제품목 INFCIRC;200 INFCIRC져54

통쩨홈목 -’85년(3년에 1회) ’ 74- ‘ 90(4회 재정 ) 1얽2.4(1차깨청 :이중

개청 -’86년 이후 (매년113씩) 사용품목 추가)

주요대상 1. 화학 및 석유장비， 특수핵물질， 쟁거위훤희

품목 전기 및 발전장비， 선훤물질 빛 이의 홍쩨품목 이외에

일반 산업장비， 쟁산올 위하여 기슐이천， 물리척

훈송장비， 천차 및 특별히 껄계되거나 방호， 기술북쩨，

통신기기， 금속， 팡물， 준l'I 1 된 장비 재이천에 대한 흉쩨

동체풍， 화학체풍， (중수생산공장， 빛 형화척

비금속， 석유체품 충수소 및 중수소 목적사용에 대환

2. 휠차력판련장비 빛 화합물의 생산율 셔약 빛

물질 휘한 장비 : 개청에 이충사용품목의

3. 군수물자 따론 추가품목) 홍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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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다국간 수출통체제도 비교 분석 (계속)

COCOM 쟁거위훤회 런던클럽

훤차력 우라늄 기타 핵연료 우라늄 동위훤소 우라늄 동위원소

시절 분리공장 분리공장 분리공장

- 공장
-장비및부품

재처리공장 채처리공장 재처리꽁장

- 핵연료
훤자로， 부속장비빛 부품 훤차로및 부속 장1"11 훨자로 빛 부속 장비

뼈연료 성형 가공공장 성형가공공장 성형가공공장

충수 생산공장 중수쟁산공장 중수쟁산공장

UF6 생산공장
핵관련 중성자 발생장치(시스탱)

장비 발전용 또는 전용장비

(죠사용， 우주용，

혜상용， 이동용 훤차로)

불소 생산용 천해조

리륨 동위훤소 분리 장비

트리륨 생산， 회수장비

(빽)물질 - 빽분열성물질 - 선훤물질 및 - 전휩물질 및

- 천연 ·감손 우라늄 특수핵분열성물질 특수핵분열성물질

- 지르코늄
- 니켈분말 충~소중수’ - 중수소， 중수

- 혹연(훤자력급) - 혹연(원자력급) - 혹연(훤자력급)
- 리륨
- 하표늄
- 베렬늄
- 트리늄
- 핵발열물철(플루토늄，
웹륨)

- 우라늄동위원소분리
북쩍 물질

- 빽금 촉매체

기 술 - 상기품목관련기술도 - 놓촉， 재처리，

홍쩨 중수생산 시젤

또는 이러한

시절의 중요한

부품의 절계， 생산，

가동，유지에

중요한 기술적

데이터

이중사용 일반산업체 및 군수풍 - (표 4-5) 참조
함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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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에서 알 수 있듯이 세 제도의 주요 통제품목은 모두 원자로와

핵물질의 조성 변경 및 변형애 필요한 물질 및 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1993

년부터 우리나라가 COCOM의 통제 품목올 따르기로 한 마당에서， 란던플렵

이나 쟁거위훤회에 가입하는 것올 고려해 볼 때 다옴파 깥은 분석올 할 수

있다.

먼저， 현재 원자력 기술자렵올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로서는 가입함

으로써 국제척 신뢰도가 중진되고， 기술 도입 및 재이전이 용이혜지며， 향후

수출산업화를 위한 법척 껴반을 구축환다는 측변에서 보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COCOM 협력국인 경우에는 5-K조항137)에 따

라 채여전에 대하여 통제하지 않고 핵심기술의 이전에 대하여 비협력국보다

특혜를 주고 었으며，1$) 런던클럽이나 쟁거위웬회의 경우도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III 하여 동참국가에제 우대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가업에 따른 단점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첫째， 행정수요의 중대

를 들 수 있다. 이는 수출통제릎 행하지 않다가 행하게 되면 수반되는 행정

적인 검토절차가 중대하게 되고 그에 수반되는 기술적 명가농력올 때양하여

야 한다. 둘째， 국제 시장에서 비가입국가와의 산업경쟁력올 잃올 수 있다.

미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산업경쟁력 영향분석에서 수출통체로 유발되는 비

용이 미국의 경우 당해년도 수출액의 약 4-5%에 달한다는 결파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의 원인으로 수출통제로 인한 판매 상설과 통제의 불편함올 피하

기 위한 거래선의 변경 둥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과 단점 풍올 중심으로 국내 산업경쟁력 영향에 대한

면빌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가입올 결정하는 것이 바랑칙한 것으로 환단

된다.

어느 채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지에 대해서논 다옴과 같이 분석할 수

13η 미국의 수훌판리법 제5조 K항에 의한 회원국 및 협력국에 대한 륙혜로셔

C(χ。M국가에 대한 째수출 허용 풍의 륙혜를 주는데 협력국충 비교적 수출흉체제도륨

엄격히 운명하고 있는 국가률융 소위 천면 협력국(F띠ly-C∞홈rating Country)이라고

하여 모든 5-K혜택융 주되 i휴분켜 협력국인 한국， 생가훌 풍의 국가에는 한청된

뻐태만 주고 었다.

138) 상공부， 「미국의 수훌판리법 J， 1991.
대한무역진홈풍사， r코콤， 우리의 대용방향: 내부홍쩨체도 J ， 1앉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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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 런던클럽은 수출시 수령국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서약， 기술 수

출의 통제， 재여천의 통체， 복제된 기술이나 장비의 통제， 그리고 제일 중요

한 걸렴돌이 되는 이중사용품목의 추가 통제퉁 쟁거위원회보다 더 엄컬한

통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논 상태에서 이

중사용품목의 수출통제는 국가의 수출산업화 정책에 악영향올 마철 것으로

천망되며 만약 런던클럽에 가입하여 통제를 행하게 되면 현 시점에서 많은

품목야 통체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툴째， 쟁거위원획의 롱체품목은 이미 COCOM에서 통체하는 품목파 유사

할 뿔만 아니라， 런먼클럽애서 롱제하는 품목보다는 품목수가 적으며， 훤자

력 천용품목이E로 통제시 행정척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었다. 륙히 산업의 파급효과 측면애서 볼 때 우리나라가 훤자력에 국

한하여 통제할 경우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현재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향

후 수출올 한다 하여도 기술자립 시첩인 2α)()년 이후에나 수출이 가농하기

때문에 현째로서는 우션 쟁거위원회에 가업하여 수출통제제도의 청셰와 실

체를 청확히 파악하고 난 후 런던클럽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랍칙

하다고 본다. 쟁거위원회에 가입시 대두되는 다른 문제는 쟁거위원회에 가입

한 나라의 대부분이 1992년 런던클럽 회의에 참석하여 런던 가이드라인올

따르겠다고 동의한 점이다. 이에 대한 대처방향은 향후 더욱 연구하여 보완

할 사항이지만 우선은 혐채의 가입 압력올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는 쟁거위

훨회에만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가입시 고려하여야 할 사향으로는 기술자렵올 추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펼요로 하는 기솔파 핵물질 확보를 위한 협상올 천재하여 가입에 대

한 보상올 받아야 한다는 점 퉁이 있다. 물론 가업의 전제조건으로 반대급부

를 얻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타당하지 못한 일일 수도 있으나， 가업

협상시 우려가 펼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지렛대(leverage)로 이용할 수는 있

올 것이다. 다국간 수출통체제도에 가입시 반대급부로 고려될 수 있는 것으

로는 국내 연구개발에 장애요인으로 둥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이동에

대한 포괄척 사전동의체쩨 추진， 농축 역무 빛 핵연료 공급보장의 명시화，

사용후핵연료의 중수로 사용에 대한 국제척 협력 촉진 풍올 틀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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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리나라가 1993년부터 시행할 COCOM의 수출통제로 인환 영향 형가 및

쟁거위훤회나 런먼클럽 가업에 대한 산업경쟁력 평가， 외교적·기술척 파급효

과 분석， 그리고 수출통제를 행할 전문인력 양성 풍에 국가가 심혈올 71울여

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및 여러 션잔국플로부터 가입하라고 1980년대 후반부터 종

용올 받아 와서 무착청 가입올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용

전략 또한 필요하다. 최근의 국제 핵비확산 정세에서도 알 수 있돗이 신흥

훤자력 공급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들애 대한 가입 압력은 더욱 심화될

천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압력올 완화 시키면서 내부척으로는 가업에 대비

한 준비를 착실히 해야한다. 현채 우리의 원자력 기술수준이 미홉하여 통체

하는 품목의 청우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거의 없고， 포한 가업에 따라 운영

하여야 할 내부통제제도의 운명방법올 모르며， 내부통제쩨도가 껄갱되지 않

은 점 및 그러한 흉체제도를 운영할 천문가들이 없으므로 가입시기를 늦추

어야 한다는 풍의 논리를 펼 수도 있올 것이다.

한편， 실청에 맞는 통쩨품목올 작성하고 핵비확산올 위한 수훌홍체와 검

토켈차， 검토기간， 및 판련부서가 결청되어야 훤자력 수출통체제도 가입 압

력올 능동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제 6 절 국가 원자력 수출통제제도 구축방향

1. 수출통체제도 구축의 배경

칙근 한국은 국제적으로 훨자력수출 부상국가로 명가받고 있으며，1웠) 미

국 둥 선진국으로부터 다국칸 수출홍체제도애 가입하라는 압력올 받고 있는

실청이다，1 40) 다국간 수출통체제도에 가입하께 되면 국가 내부 수출통제제도

를 구축하여야 한다.

139) Potter, w.e., IntenTJtiαα N따;lear T1갑de αJd Mαψrolife빼ion， Le쉰ngton lb디ks，

Mas앓당lU똥nttsIToronto. 1:앉}().

140) 실쩨로 1992년 제14차 한·미 원자력공동장셜위웬회에셔 공식척， 비꽁식객 채널훌 흉혜

국쩨 수출흉체쩨도에 가업할 것융 총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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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상품의 수출통제는 하지 않는 것이 수출 증진에 제일 좋은 방안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며， 국체적 신질서의 개편애 따라 세계 최강의 유

일한 대국으로 남아 있는 미국으로부터 수출통제를 하지 않논 것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영향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수출통제는 이러한 부정

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평화 증진 및 국제적 신뢰도 확보， 핵심

기술 도입 퉁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틀이고 실행

하는 것도 고려혜 볼만 하다. 또한 왼자력 수출통체제도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올 위환 개도국과의 협력사 핵비확산올 위하여 필히 셜청하여 적용하여

야 할 제도이며， 현채는 원자력 수출기회 및 대상품목이 극소한 설쟁이나 향

후 수출산업화에 대비하여 운용하여야 할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통제제도의 구축 포는 국제적 다국간 수출통제제도에

가입하논 것에 대하여 개도국틀은 선진국들이 상업적 륙점체제 유지를 위하

여 하는 압력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출통체를 행하지 않던 국가

가 수출통제를 행하게 되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올 잃어 버리는 결과를 가

져올 수도 있다. 이는 수출기회가 상설되거나 수출통제 심사로 인한 납기 지

연’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원자력 수출통체제도 현황

현재 우리나라 훤자력 수출통체의 근간올 이루는 원자력법 106조의 수출

입절차 규정을 보면 “원자로 및 판련시철， 핵물질，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

선 발생장치의 수출입철차는 과학기술처 장판이 상공부 장관과 협의하여 갱

하는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 수출통제를 위한 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

렵다. 다른 관계법규로는 상공부의 수출입 공고에 따른 HS(Harmonized Set)

품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원자력판련 모든 물질 및 장비， 부품이 원자력법의

대상품목야라고만 명‘시되어 있어서 수출통체를 효윷척으로 수행할 수 없는

실청이다‘

따라서， 훤자력 수출통제를 효파척으로 판리하기 위하여는 판련 법령의

개정 또는 보완 둥이 펼요한데 이를 위한 방안요로 기존의 원자력법올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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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대외무역법형올 수청·보완하거나， 훤자력법의 시행령 포는 시행규칙올

개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동향올 반명환 통제체제의 기술척·제도척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원자력 수출통제제도 구축방향

통체제도 구촉시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은 국가 훤자력법이나

대외무역법형의 개정·보완이라고 하겠다.

가. 국내 법령의 개정 및 보완

원자력법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대외무역법령을 개청·보완할 때 포함되어

야할 내용은 다옴과 같다.

- IAEA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활 것

- 원자력협력협청 체결올 조건으로 활 것

- 수출송인의 방법 및 절차 그리고 허가 심사기간 둥올 명시할 것

- 청부 및 사업자의 권한 빛 의무사항올 명시할 것

이외에도 정책선언 또는 서론의 형태로 “ NPT 내용과 동둥환 수준으로

핵비확산올 추구하는 국가로 한정한다” 둥의 추가 조건이 명시될 수 있다.

나. 수출숭인올 위한 절차

원자력품목의 수출 또는 이중사용품목의 수출이 핵무기 체조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외판련 정부부처 및 판련기판이 수출에 대한 평가

륨 하여야 한다. 미국의 수출통제체도는 셰계에서 가장 엄격하며 수출송인올

위한 평가기간도 최대 없0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며， 극단척으로 원자

차기 공명장치 스팩트로메타를 동유럽의 의화연구소에 판매한 경우 1잃3년

3월에 신청한 것이 910일이 지난 1앉짖3년 11월에 가서야 숭인된 척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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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프황스의 경우는 청부주도 형태의 수출통제갱책올 추진하여 약 30일

청도가 걸려 미국보다는 상당히 척게 소요되며， 제4장의 제4절에서 분석한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인도 뭉 신홈 원자력 수출국들의 수출통제제도도 상

당히 노슨한 상태이며 다국간 수출통체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핵확산의 위험올 적절히 평가하면서 수출올 촉진시키거나 최소한으로 영

향올 미치도록 고려하여 수출통체체제를 구축하여야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수출송인 철차에 포함되어야 활 내용은

- 수출 송인올 위한 접수 및 평가 부서

- 수출 송인 최종결정 부서

- 수출 숭인올 위한 청부 협의체

- 수출 송인 평가기칸

둥이며， 수출송인올 위한 이견이 발생하였올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위 원

차력수출심의회를 운영하는 것아 바람직하다. 훤자력수출심의회는 각 부처간

의 이견이 조청되지 않올 청우 의견 조청을 위한 전푼가 차훤의 회의로서，

과기처가 주무부서가 되고 판련부서 빛 그 기관의 부속 연구기판 둥이 참여

하여 수출 송인에 대한 가부를 결청하고 핵비확산올 명가하는 중요한 심의

기판이 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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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컬론 몇 건의사항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자립에 영향올 미치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국내의 내부 사청으로서 국가의 원자력 기술자립 의지， 자훤의

투입농력， 효융척인 기술개발 체채의 정립 빛 추진 둥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

훤자력 청세의 동향이다. 국제 원자력청세에 주로 영향올 미치는 것은 핵무

기 보유국파 원자력 기술선진국들의 대외정책이다. 최근 들어 국제 원자력

정세는 핵비확산 측변에서 상당히 어려움올 겪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려움올

겪고 있는 주요 요인은 이라크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구소환의 붕괴

로 인한 구소련 공화국 빛 동구권에서의 핵비확산 통체력 약화를 툴 수 있

다. 이러한 문제에 대용하기 위하여 훤자력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조치로

는 원자력 수출통제의 강화， 핵확산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조치， 국제척

다국간 제도의 보완 빛 구소련 국가에 대한 기술적 지훤 IAEA 안전조치 강

화 둥이다.

현재 국제 원자력 정세의 특징은 원자력의 명화적 이용을 추구하려고 노

력한다기 보다는 핵무기 비확산이라는 대전체 하에서 평화적 목적올 위한

원자력 활동올 쩨한하기 위한 수단틀올 강구하고 있으며 냉전 종식으로 국

제적인 문제들이 동서문제에서 남북문제로 변화하고 었다는 것이다. 이 변화

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야에 위치한 우리나라에게는 자칫 잘봇하면 이

중찬에 끼여 이쪽 저쪽에서 손헥만 볼 수도 있고 잘 하면 양쪽의 중채자 역

할로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높일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논

기로에 있다는 것올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신속하고 융통성 있꺼} 대쳐할 수 있는 농력올 키워야 한다. 이는 원자력 분

야에 있어서 더 철실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본 연구는 핵비확산 동향 어외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IAEA와 판련하여 선진이사국 진출올 위한 두개의 현장 제6조 개청안올 체

시하였으며， 원차력 수출통체와 판련하여 다국간 훨자력 수출통체제도 가입

타당성올 분석하고 국가 훤자력 수출통제제도 구촉 방향올 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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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이사회와 관련된 IAEA 현장 처116조는 IAEA 창설 초기부터 모든

회원국들의 관심 대상어었고， 우리나라가 선진이사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현장 제6조의 전면개정 과정에서 우리의 개정안을 제출

하고 이 제안이 이사회 및 총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올 경주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장 제6조 전면개정에 관한 두안을 제안하였다. 이 안들의

기본적인 천체는 이념의 장벅이 무너진 현실에서 정치적인 고려는 IAEA 이

사회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현재 아시아지역을 3깨 지역그룹으로 분활

하는 것은 인위척어며 UN쩨제와도 상충되는 것이어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청안이 갖추어야 조건으로는 첫째 이사국 수는 혐째 이사국 수인

35개국과 이탈리아 퉁이 체안한 44개국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한다. 툴째，

개정안이 제안국들의 이익올 용호하는 제안으로 비추어져서는 안된다. 셋째，

현장 개정에 대환 타당환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넷째 현장 제6조의 각

조항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청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공동체안국에 가능하

면 많은 회원국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는 정 퉁이다.

헌장 제6조 전면개정 첫번째 안은 이사확 규모를 39개국으로 확대하고，

회원국들의 지역 구분을 현재의 8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조정하며， 윤번

이사국 규정올 삭제하고， 어사국의 임기를 조청하는 것올 팔자로 하고 있으

며， 당연칙 선친이사국 수를 혐재의 13개국에서 18개국으로 중가시켜 남미문

제의 혜결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선진이사국 진출을 도모하였다.

헌장 제6조 전면깨청 두번째 안은 이사회 규모를 41개국으로 확대하고，

조항올 찌분화하며， 회원국틀의 지역구분올 5개 지역으로 조정하고， 윤번이

사국 규청올 삭제하며， 이사국의 임키률 조정하는 것올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제안을 통하여 우리나라논 새로이 규갱되는 당연칙 지역선진이사국 빛

선원물질생산국 개념에 따라 당연직 선진이사국으로 진출이 가웅하도록 도

모하였다.

이러한 두재의 재정안은 정부에서 협의 및 의견 수렴올 통해 하나의 제안

이 선정된 후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현재 계속

진행중인 헌장 체6조 재정 비공식 실무작업단 회의에서 우리나라 재정안의

척철성 및 공갱생올 피력할 수 었도록 결집된 노력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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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선진국툴의 핵비확산 노력중 현재 제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수

출통제를 효율척으로 달성하기 위한 다국깐 수출통체제도의 강화이다. 따라

서， 향후 국제 수출통제체제는 과거보다는 상당히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

다. 지끔까지 핵비확산올 위하여 미국과 짱두마차의 역할올 해오던 구소련

공화국틀의 핵비확산 의지 노력， 신흥 원자력 공급국들의 의지， EC 통합에

따른 EC의 수출통제 정헥 둥이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변수가 훨 수 있으며，

최근 IAEA 이사회풍의 회의 내용올 살펴 보면 어떠한 형태로든 강력환 조

직이 새로야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신축

적으로 대웅활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혐재 우리나라는 수출가능국으로

평가되어 수출통제를 운용하라고 종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 기술자렵

올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국쩨척인 수출통제제도에 가

엽함으로써 국체적 신뢰도가 중진되고， 기술도입 및 재이전이 용이해지며，

향후 수출산업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그라나 가업에 따른 단점도 고려해 볼 수 었다. 첫째，

행정수요의 중대를 플 수 았다. 이는 수출통제를 행하지 않다가 행하게 되면

수반되는 행쟁적인 검토 절차가 증대하께 되고， 행정적인 절차로 언한 수출

지연이 생킬 수 있다. 둘째， 국제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판계에 있는 국가중

비가입국가에재 비해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이중사용품목의

경우 우리와 경쟁 상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대만이나 중국풍은 아칙 가입

하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산업경쟁력 명향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출통제로 유발되는 손실이 미국의 경우 당해년도 수출액의 약

4-5%에 달하는 컬과를 볼 수 있으며 수출통제로 인한 판매 상실과 통제약

불편함올 피하기 위한 거래선의 변경 둥올 틀 수 있다. 물론 미국의 경우 세

계에서 가장 엄격하께 통쩨함으로써 발쟁되는 손실이지만 우리가 수출통제

를 활 경우에도 이러한 총류의 손질이 쟁킬 가능성이 었다. 이러한 장점파

단점올 중심으로 국내 산업경쟁력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

에 가입올 결청하는 것이 바랍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가입타당성과 더불어 국제 훤자력수출통체제도인 런던클렵과 쟁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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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어느 제도에 가입할 것인 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런던클랩에 가입할 경

우， 통제되는 훤차력 품목은 쟁거위원회에서와 비슷하지만 수출시 수령국의

평화적 목적올 위한 서약， 기술 수출의 통제， 재이전의 통체， 복쩨된 기술이

나 장벼의 풍제， 그리고 제얼 중요한 걸림돌이 되논 이중사용품목의 추가 통

제둥으로 더 엄격한 통체를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이 급속도로

발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중사용품목의 수출통제는 국가의 수출산업화 갱

혜에 악영향올 미철 것으로 천망된다. 쟁거위웬회에 가입할 경우， 이미

COCOM에서 통제하는 품목과 유사할 뿔만 아니라 이중사용품목 둥 런던클

럽에서 통제하는 품목보다는 품목 수가 척으며 훤자력 전용품목이므로 통제

시 국내의 행정척 부담둥 고혀하여야 할 사항이 련던클럽에 가입할 때보다

는 상당히 적다; 산업 파급효과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가 원자력에

국한하여 통쩨할 경우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향후

수출올 한다 하여도 기술자렵 시점인 2000년 여후에나 수출이 가능하기 때

문에 현재로서는 우선 쟁거위원회에 가입하여 수출통체제도의 정세와 실체

를 정확히 파악하고 난 후 런던클럽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올 것

으로 판단된다. 쟁거위원회에 가입시 대두되는 다른 문제는 챙거위훤회에 가

입한 나라의 대부분이 1992년 런던클럽 회의에 참석하여 런던 가이드라인올

따르겠다고 동의한 점이다. 이에 대한 대처방향은 향후 더욱 연구하여 보완

할 사항이지만， 우선 현채의 가입 압력올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쟁거위완회

에만 가입하는 것올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다국간 수출통제제도 가입시 가업에 대한 반대급부 분석， 1993년부터 시

행할 COCOM의 수출통제로 인한 영향평가 및 쟁거위훤회나 런던클럽 가입

에 대한 산업경쟁력 평가， 외교척 ·기술척 파급효과 분삭， 그리고 수출통체를

행할 전문인력 양성 동에 국가까 심혈올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수출통체제도에 가입할 경우 우리의 실청에 맞는 통제 품목의 작성과 핵비

확산올 위한 수출통체의 검토절차 및 기간， 판련참여 부서의 결청이 이루어

져야 훤자력 수출통쩨체도 가입 압력올 농동적으로 신속하고 효흘적으로 대

처할 수 있올 것어다.

컬론척으로， IAEA 당연칙 션진이사국 진출파 더불어 원자력 선진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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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려면 다국칸 수출통체제도에 가업하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다국간 수출통체제도 가업 여부를 파급효과 측면에

서 계속척으로 분석하고， 이를 범부쳐척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칙하는 둥 국민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랍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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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B. 최초의 IAEA 현장 제6조

A. 이사회는 다옴파 같이 구성한다.

1. 퇴임이사회(또는 초대 이사회의 청우에는 부속서 체1에 언급된 준비

위원회)는 훤료물질의 생산올 포함한 원자력에 관한 기술에 있어서 가장 선

진한 5개국과 전기 5개국에 의하여 대표되지 아니한 하기의 체지역에 있어

서 완료불질의 생산올 포함한 원자력에 판한 기술에 있어서 가장 선진한 I

국가를 이사국으로 지 명 한다.

(1) 북 미

(2) 남 미

(3) 서유렵

(4) 동유렵

(5) 아프려카 및 중동

(6) 남아시아

(7) 동남아 빛 태평양

(8) 극동

2. 퇴임이사회(또는 초대 이사회의 경우에는 부속서 체 1에 언급된 춘버

위훤회)논 하기의 원료생산국중에서 2개의 이사국올 지명한다.

폴란드， 체코， 벨기 에， 포루투갈

또한 다른 1개 국가를 기술원조 공여국으로 지명환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국가는 1년의 임기후 계속하여 차기연포에 동일종류의 이사국으로

재지명되지 아니한다.

3. 총회는 본조 A항 1에 기재된 지역올 이사국 천체로서 공평하께 대

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북미를 채외한 각지역의 1대표가 이러한

범주에 항상 포함되도록 10깨 이사국올 선출한다. 본조 D항에 의하여 1년악

임기로서 선출된 5개 이사국올 제외하고 한임기동안 이러한 범주에 속한 이

사국은 동일종류의 이사국으로서 차기연도에 채선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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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본조의 A항 1 빛 2에 규청된 지명은 총회의 갱기총회 60일전에 행환

다. 본조 A향 3에 규쟁된 선출은 총회의 정기회기에 시행한다.

C. 본조의 A항 1 및 A항 2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되는 이사국은 지명후

의 총회의 청가회기말로 부터 그 다옴 총회의 정기회기말까지 집무한다.

D. 본조 A항 3외 규정에 의하여 대표되는 이사국은 선출된 총회의 정기

회기말부터 그 후 두번째 총회의 청기회기말까지 접무한다. 단 초대 이사회

를 위한 이러한 이사국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5개 이사국은 1년의 임기로서

션출되어야 한다.

E.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올 가진다. 기구의 예산액애 판한 결청은 제

14조 H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석투표하는 이사국의 3분의 2 다수결로서

한다. 3분의 2 다수로서 컬청될 의체의 추가 또는 의체의 종류를 포합하는

기타의 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투표하논 이사국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전

이사국의 3분의 2는 청족수를 구성한다.

F. 이사회는 본 현장에 규청된 총회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올 조건으로 하

여 본 헌장의 규청에 의거환 기구의 칙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G. 이사회는 그 자체가 철갱하는 시기에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에서 별

도의 결정이 없는 한 회의는 기구본부에서 개최한다.

H. 이사회는 그 이사국중에서 의장과 기타 역원올 선출하고 본 현장의

규정애 따를 것올 초건으로 하여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I. 이사회는 척당하다고 인청하는 위원회률 셜청할 수 었다. 이사회는 타

기판과의 판계에 있어서 이사회를 대표할 사람올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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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이사회는 총회에 대하여 기구에 판한 사항 또는 기구에 의하여 송인된

계획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사회는 국제연합과 또는 기타 기판으

로서 그 업무가 기구의 업무와 판련된 기판에 제출케 된 또는 제출케 될 보

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이틀 보고서는 연례보고서와 같이 총회의

청기회기 척어도 I깨월 천에 각 가입국에께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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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ν
로1부l 현재의 IAEA 현장 제6조

A. 이사회는 다옴과 칼이 구생한다.

1. 퇴엠 이사회는 션훤물질의 쟁산올 포합한 원자력에 판한 기술에 있

어서 가장 션진환 107~국과 이풀 10개국에 의하여 대표되지 아니한 아래의

모든 지역에 있어서 션훤물질의 생산올 포함한 훤자력에 판한 기출에 있어

서 가장 션친한 한 국가률 이사국으로 지명한다.

(1) 북미

(2) 남미

(3) 서유렵

(4) 동유렵

(5) 아프리카

(6) 중동 빛 남아시아

(7)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8) 극동

2. 총회는 이사국올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a) 본조 A항 1에 기재된 지역올 이사국 전체로서 공I경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남미지역에서 5개국， 서유렵지역요로부터 4개국，

동유럽지역으로부터 3개국， 아프리카지역으로부터 4개국， 중동 빛 남아시아

지역으로부터 2개국，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으로부터 1깨국， 극동지역으

로부터 1개국 퉁이 향상 포함되도록 20개국올 선출한다. 이러한 범주에 속한

국가는 어느 한 임기 후 계속하여 다옴 임기에 통일 범주의 이사국으효 채

선출되지 아니한다.

(b) 아래 지역의 회훤국중에서 1개의 이사국올 더 선출한다 :

중동 및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극동;

(c) 아래 지역의 회원국중에서 1개의 이사국올 더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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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중동 및 남아사아，

동남아시아 빛 태평양.

B. 본조의 A항 1에 규청된 지명은 청기총회 60일전에 행한다. 본조 A

항 2에 규청된 선거는 청기총회 기간중에 시행한다.

C. 본조의 A항 1의 규갱에 의하여 대표되는 이사국의 임기는 지명후의

정기총회 폐막후부터 그 다음 정기총회 회기말까지 이다.

D. 본조 A항 2의 규청에 의하여 대표되는 이사국은 선출된 총회의 정

기총회 회기말부터 그 후 두번째 정기총회의 회기말까지 집무한다.

E.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올 가진다. 71 구의 예산액에 판한 결청은

제 14조 H항에 규청된 바와 갈이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3분의 2 다수

결로서 한다.3분의 2 다수로서 결청훨 의체의 추가 또는 의체의 종류를 포

함하는 기타 문제에 판한 결청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천 이사국의 3분의 2는 청족수를 구성한다.

F. 이사회는 본 현장에 규갱된 총회에 때한 이사회의 책임올 조건으로

하여， 본 현장에 따라서 기구의 칙능올 수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G. 이사회는 그 자체가 결청하는 서기에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에서

별도의 곁청이 없는 한 회의는 기구본부에서 개최한다.

H. 이사회는 그 이사국중에서 의장과 기타 칙위차를 선출하고 본 헌장

의 규청에 따를 것올 조건으로 하여 그 자체의 의사규칙올 채택한다.

I. 이사회는 척당하다고 인청될 경우 위원회률 껄치할 수 있다. 이사회

는 타기판파의 판계에 있어서 이사회를 대표할 사랍올 임명할 수 있다.

J. 이사회는 총회에 대하여 기구에 판한 사항 또는 기구에 의하여 송인

된 사업에 판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사회는 국제연합파 포는 기타기판

과 그 업무가 키구의 업무와 판련환 경우 제출케 될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

회에 쩨출한다. 이들 보고서는 연혜보고서와 같이 적어도 총회의 청기총회

회기 1개훨전에 각 회훨국에게 체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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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D. 현장 제6조 개정안

1. 1973년 재정안

가. 불가리아외 6개국 개정안

Propo않d by Bulgaria, the Byelorussian So찌et Socialist Republic,
the Czechosloval‘ Socialist Republic, Hung없y， Poland, the Ukrainian

Soviet So미a1ist Republic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 Replace sub-뼈ragraphs A.l - A.3 by the following:

1. The outgoing Board of Governors sh떠1 designate for

membership on the Board the five members most advanced in the

technology of atomic en밍'gy including the production of source materials

and the memb많. most advanced in the te하Inology of atomic energy

including the production of source materials in each of the following

areas not represented by the aforesaid five:

(1) North America

(2) Latin America

(3) Western Euro뿜

(4) Eastern Europe

(5) A한ica and 단Ie Middle East

(6) South Asia

(7)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8) Far East.

2. The General Conference sh머I elect nineteen[twenty-one]

members to memb얹'ship on the Board of Governors, with due regard to

equitable representation on the Board as a whole of the members in the

areas listed in subparagraph A-I of 뻐S 하ticle， so that the Board sh려l

at 머1 times include in this category four[five]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Latin Am려ca， four[five] representatives of 삼Ie area of Africa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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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East, three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Eastern Europe,

four(five[ l])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Western Euro야 and a

representative of each of the remaining areas except North. America. No

member in this category in anyone tenn of office wi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in the same category for the following 따m of office.

(b) Corresponding changes should be made in 당le subsequent

맹ragraphs of Article VI.

[1] : If 당1였 is agreement to the tr없lsfer of the "floating" seat to

the area of Western Eurot몽.

나. 파키스탄 재청싼

Proposed by P와as않n

(a) Replace sub-뼈ragraphs A.1 - A.3 by the following:

1. The outgoing Board of Governors shall designate for

membership on the Board the five members most advanced in the

te다mology of atomic energy including the production of source materi머s，

and the member most advanced in the technology of atomic energy

including the production of SOtπce materials in each of the following

areas in which none of the aforesaid five is located:

(1) Nor상1 America

(2) Latin America

(3) Western Europe

(4) Eas놨n Europe

(5) Africa

(6) Middle East and South Asia

(7)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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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ar East.

2. The General Conference sh머1 elect to membership of 암le

Board of Governors:

(a) Twenty-three members, with due regard to equitable

representation on the Board as a whole of the meml웅rs in the areas

listed in subparagraph A-1 of this article, so that the Board sh머1 at 려I

times include in 압lis category five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Latin Am얹iea， six representatives of the 하-ea of Wes않mEum야， three

representatives of 감Ie area of Eastern Europe, four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Africa, three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the Middle East

and South Asia, one representative of the area of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and one representative of the area of the Far East.

(b) one fur암ler member from among the members in 암Ie

following 짧as:

A효ica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Far East.

(b) In 없ragraph B:

(n First sentence - replace "sub-뼈ragraphs A-I and A-2"

by "sub-paragraph A-I"; and

(피) Second sentence - replace "sub-par맹raph A-3" by

"sub-paragraph A- 2"

(d In paragraph C, replace "sub-paragraphs A-I and A-2" by

"sub-paragraph A-I"; and

(d) In 행ragraph D, replace "sub-행I견graphs A-3" by

"sub-paragraph A-2", and delete the second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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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멕시코 개정안

Proposed by M잉QCO

(a) Replace sub-뼈r쩡raphs A.l - A.3 by the following:

1. The outgoing Board of Governors shall designate for

membership on the Board the :five members most advanced in the

technology of atomic energy including the production of source materials.

2. From among the remaining members it sh려1 designate

the 단rree States which are most advanced in the te하mology of atomic

energy, including the production of source materials, or which are the

pnnC1뼈1 suppliers of source materials in each of the following groups of

States:

(a) A화ca and the Middle Eastern States

(b) La파1 American States

(c) Asian States

(d) Western European and other States

(e) East앙n European States.

3. The Gen하a1 Com앙"ence sh삶1 elect fourteen members to

membership on the Board of Governors, with due regard to equitable

representation on

삼le Board as a whole of the members in the groups of States listed

in sub-paragraph A-2 of this article, so that the Board shall at all times

include eight representatives of Mrican and Middle eastern States, six

representatives of Latin American States, seven representatives of Asian

States, nine representatives of Western EuroPean and other States

and four r，멸>resentatives of Eastern EuroJ)(월1 States. No member in this

category in anyone term of 0'해ce sh와1 be eligible for re-election in

the same category for the following term of office.

(b) Delete the final sentence of paragraph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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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라크외 5개국 7H쩡안

Proposed by Iraq, Kuwait, Lebanon, Saudi Arabia, Syrian Arab

Republic and the United Arab Republic

(a) Replace sub-없r맹raphs A.l - A.3 by the following:

1. ’The outgoing Board of Gov앉nors sh퍼1 elect annu삶ly ten

memb앙's for m밍nbership on the Board from the following areas:

Two representatives from North America

One representative from Latin America

Two representatives from Western Europe

One representative from Eastern Euro맺

One representative from Africa

One representative from West and South Asia

One representative from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and

One representative from the Far East.

2. The Gener삶 Conference shall elect twenty-three members to

membership on the Boa펴 of Governors, as follows:

Five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Latin America

Five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Western Elπ0야

Three representatives of the 않ea of Eastern Europe

Five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Africa

’Three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West and South Asia

One representative of the area of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and One representative of the 하ea of Far East.

One r，맞>resentative of each of the areas of Latin America,

West앙n Europe, East앉n Europe, Africa and West and South Asia shall

be eligible for imm려iate re-election; the remai피ng members elected in

this category for anyone term of office sh와1 not be eligible for

re-election for the irnrn벼iately followi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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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 뼈ragraph B:

(D Amend the beginning of the first ’ sentence to read: "The

elections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A-I of 뻐S 없ticle...끼 and

(파) In the second sentence, replace "sub-paragraph A-3"

by "sub-맹ragraph A-2".

(c) In paragraph C, replace "sub-paragraph A-I and A-2" by

"sub-paragraph A-I", and the word "designation" by "밍ection"; and

(d) In 햄ragraph D, replace "sub-paragraph A-3" by

"sub-paragraph A-2", and delete the second sentence.

마. 미국외 33개국 재정안

Proposed by Argentina, Br없U， C없ada， C뻐e， China, Colombia,

Cos떠Rica， Ecuador,France, the Federal Republic of Gennany, Ghana,
Italy, Ja맹n， Kenya, Liechtenstein, Malaysia, Monaco, the Netherlands,
Nicaragua, N땅eria， Par떠rna， P，밍U， the Philippines, Senegal, Spain,
the Republic of Korea, Thailand, Turkey,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삼lern Irel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ruguay, Venezu러a， Vietnam, Zambia

(a) Replace sub-뼈r행raphs A.l - A.3 by the following:

1. The outgoing Board of Governors sh려1 designate for

membership on the Board the 피ne members most advanced in the

technology of atomic energy including the prl떠uction of source

rna따ials， and the member most advanced in 삼Ie technology of

atαmc energy including 당Ie production of source mat려als in each of

the following areas in which none of the aforesaid nine is located:

(1) North America

(2) Latin America

(3) Wester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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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ast앙nE따ope

(5) Africa

(6) Middle East and South Asia

(7)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8) Far East.

2. The General Conf앉'ence sh와I elect to membership of 갑Ie

Board of Governors:

(a) Twenty membE표's， with due regard to equitable

representation on the Board as a whole of the members in the areas

listed in sub-paragraph A-I of 뼈S 하디cle， so that the B없rd sh와I at 외I

펀mes include in this category :five representatives of the 하ea of Latin

America, four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Western Europe, 뼈ree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Eastern Europe, fOtπ r멸Jresentatives of

단le area of Africa, two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the Middle East

and South Asia, one representative of the area of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and one representative of the area of the Far East. No

member in 뼈s category in anyone term of office w피 be eligible for

re-election in the same category for the following term of office; and

(b) one further member from among the memb암's in the

following areas:

Middle East and South Asia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Far East

(c) one fur삼ler member from among the members in 간Ie

following areas:

Africa

Middle East and South Asia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b) In paragraph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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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irst sentence - replace "sub-paragraphs A-I and A-2"

by "sub-맹ragraph A-I"; and

(ii) Second sentence - replace flsub-paragraph A-3" by

녕lb-paragraph A- 2"

(c) In paragraph C, replace"sub-paragraphs A-I and A-2" by

fIsub-paragraph A-I"; and

(d) In paragraph D, replace "sub-paragraphs A-3" by

"sub-paragraph A-2", and delete the second sentence.

2. 혐재 현장 제6조 개청안

가. 스쩨안 개청안

Replace 맹ragraph A of Article VI by the following;

A. The Board of Governors sh외1 be composed as follows:

1. τ"he outgoing B떠rd of Governors shall designate for

membership on the Boa펴 twenty members from among the most

advanced in the technology of atomic energy including the production

of source rnateri머s， so that the Board shall at 려1 times include in 뻐S

categOIY two representatives of the 없ea of North Am앉ica， two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Latin America, seven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West휠n Europe, two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Eastern

Euro뿔， two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Africa, two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the Middle East and South Asia, one representative of

the area of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and two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the Far East.

2. The General Conference sh왜 elect to membership of the

Board of Gov앙nors;

(a) Twenty-삼rree members, with due regard to eq띠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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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on on the Board as a whole of the members in the areas

mentioned in sub-paragraph A.I of 뻐s article, so that the Board sh떠1

at 려I times include in this category

five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La파1 Am망ICa，

four representatives of 삼le area of Western Europe,

three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Eastern Euro:야，

six representatives of 당le 없'ea of Africa,
암rrer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the Middle East and South

Asia,

one representative of the area of the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and one representative of the area of the Far East.

No mem뾰r In 뼈s category in anyone tenn of office will be eligible

for re一election in the same category for the follow ing tenn of office;

and

(b) One fur암ler m，앉lber from among 암Ie members of the

areas of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and the Far East, two

consecutive 따m of 0해ce seπed by members of the area of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alternating with one tenn of office serv려 by a

member of the area of the Far East.

나. 이탈리아 재갱안

AMENDIvtENT TO ARTICLE VI OF THE STATUTE OF THE

AGENCY

Proposed by I떠ly and co-sponsored by Belgium, Poπug려， Spain

and Sweden

Replace the text of 뻐ragraph A of Article VI of the Statute by the

following;

A. τbe Board of Governors sh외1 be compos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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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outgoing Boa펴 of Governors shall designate for

membership on the Boa펴 seventeen members from among the most

advanced in the technology of atomic energy including the production

of source rna따ials， so that the Board sh싫1 at 하1 times include in this

category two rl한:>resentatives of the area of North America, one

representative of the area of La파1 America, seven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West앙n Europe, two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East앉n

Euro뻗， one representative of 암le area of Africa, one representative of

the area of the Middle East and South Asia, one representative of the

area of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and two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the Far East.

2.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elect to membership of 삼Ie

Board of Gov얹nors;

(a) Twenty-six members, with due regard to equitable

representation on the Board as a whole of the members in the areas

mention려 in sub-paragraph A.I of this article, so that the Board sh려l

at all times include in this category six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Latin America, four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Western Europe, three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Eastern Euro야， seven representatives of

the 하ea of Africa, four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the Middle East

and South Asia, one representative of the area of the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and one representative of the area of the Far East.

No member in 뻐s category in anyone term of office will be

eligible for re-러ection in the same category for the following term of

office: and

(b) One further member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areas of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and the Far East, two

consecutive term of office seπed by mem'놓rs of the area of South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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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and the Pacific 려ternating with one tenn of office seπeel by a

m밍nber of the 없'ea of the Far East.

다. 아르헨티나의 비공식 조청안

A. The B없rd of Governors sh외1 be composed as follows:

1. The outgoing Board of Gov앙nors 양펴11 designate for

membership on the B떠rd the fifteen members most advanc어 in 삼Ie

technology of atomic energy in each of the following areas:

a) Western Europe and Others

b) Latin America

C> East앙n Europe

d) A효lea

e) Middle East and South Asia

f) East Asia and the Pacific

2. The General Conference sh왜 elect to membership of the

Board of Governors:

(a) Twenty three members, with due regard to equitable

representation on 암Ie Board as a whole of the members in the areas

listed in sub-paragraph A-1 of this 하다cle， so that the Board sh와1 at

려1 times include in this category four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La디n

America, four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Western Europe, 비ree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Eastern Europe, six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Africa, tlπee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the Middle East

and South Asia, three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East Asia and t1le

Pacific. No member in 단lis category in anyone term of office will be

eligible for re-머ection in the same category for the following term of

o많ce;

B. no change

C. no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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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Mern밟's represented on the Board of Governors in

accordance with sub-맹ragraph A.2 of this article sh려1 hold office from

the end of the regular annual session of the Gener，려 Conference at which

they are elected until the end of the following regular annual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E. no change

F. no change

G. no change

H. no change

I. no change

J. no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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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 런던클럽 이중사용품목

ANNEX

LIST OF NUCLEAR-RELATED DUAL-USE
EQUIPMENT AND MATERIALS AND RELATE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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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까Ie Inte:-nationa1 System of Units (51) is 따ed in this Anna. In many places, the
approximately equiv꾀ent physical quantity in English units is given in parentheses ( ) after
the 51 quantity. In 와1 cases the physical quantity defined in 51 units should be considered
the official recommended control v외ue. However. some rna야피le t∞I parameters are 양Yen
in their customary units, which are not 51.

Commonly 따ed abbreviations (and their prefixes denot피g size) in this Annex are as follows.

A - ampere(5)
•C - degree(s) Celsius
Ci ~ curie(s)
an"'- αhie야nt바leter(s)

dB - decibel (s)
dBm-d‘ccibel referred to 1m피iwatt

g- gram(s); 와SO， acceleration of gravity (9.81 ml∞∞nct2)
GBq-링ga뻐cquerel(s)

GHz - gigaher효

Hz - hertz
J - joule(s)
K- kelvin
keV -thou요nd 티earon volt(s)
kg - kilogram(s)
낭1% - kilohertz
kN- 파lonewton(s)
lcPa - kllopasca!(s)
kW- 힘10watl(S)

m - meter(s)
MeV-m피lon 티ectron volt(s)
MHZ - megahertz
MFa - megapa.scal(s)
MW - megawatt(s)
μF - microfarad(s)
μn - mia-omeler(s)
μs - microse∞nd(s)

mm - millimeter(s)
N - newton(s)
run - nanometer(s)
ns-nanose∞nd(s)

바1-따nohenry(ies)

PS - pll∞second(s)

RMS - root mean 찍따re

llR - totaI indicator rea벼ng

w- wa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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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NOTE

The following paragraphs are app뼈 to φe 니.st of Nudear-Related Dua.1-~se Equipmen t,
MateriaL and Related Technol。밑·

1. Thede원iption of any item on the List includes that item in either new or se∞nd

hand ∞ndition.

2. When the desaiption of any item on the List∞ntains no qualifications or
후강fications， it is re흙cd혀 as including 삐1 varieties of that item. Cat，앵:ory captions
are only for∞nvenience in reference and do Dot affect the interpretation of item
de파'litions.

3. 까le 。비eel of these ∞ntt。뇨 should not be defeated by the transfer of any non
∞ntrolled item (including plants) ∞n떼파19 one or more contrall혀 ∞Impon했

when the∞nσoμd∞mponentor∞mponentsare the p바닙혐l 하anent of the it야1

and can feasibly be removed or us혀 for other purp<옳·

H와효:
lnjud양ng whether the∞n앙。u혀 ∞mponentor∞mponentsare to be co뼈deted the
p띠'lcip외 앙ement， governments should weigh the !actors of quantity.빼ue， ad
technologic외 know-how involved 빼d other 후혀a1하'CUI햄&DC훌wbic:h m필lit

establish the∞ntel때cd ∞mponent or∞mponentsas the 야빼빼aI씌ement ofthe
item being prα파red.

4. The 。펙ect of these ∞n압0뇨 sho띠d not be defeat혀 by the transfer of∞mponent

parts. εach government w피 ta1ce such action as it can to achieve φis aim and will
@때lue to seek a W9r뼈bled때피lion for∞mponeatpa랩，빼빼@띠dbe 빼edby

외1 the suppliers.

TECHNOLOGY CONTROLS

The transfer of -technology" directly ass뼈.ated with any it빼s in the List w파 be subject to as
great a degree of scπψlyand∞ntrol as will the 억uψment i양따 to the eltent permitt혀 by
nationallegislation.

Controls on -technology" transfer do not apply t。 피fonnation -꾀 the public domain- or to
"'basic scientific research.-

Note: - The item on machine t∞Is ∞nta파S 후강fic ∞ntrols on t혀Ulology.

SfA1"EMENT OF UNDERSrANDING

The approv매 of any List item for export 하so authorizes the export to the same end user of
the min1ITlum technology required for the installatio~oper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th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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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S

"Technology" -means specific infonnation required for the "developmen t..," "production,· or ’ use"
of any item ∞ntained in the 니.s1. This infonnation may take the fonn of ‘ technical data" or
"technical assistance."

멈asic scientific resear강l"- Exp한퍼lenta! or theoretical work undertaken princip와Jy to acquire
new knowledge of the fundamental prin다pIes of phenomena and observable facts, not primarily
directed toward a sp강표c practical 획m or objective.

"'development" • is related to 삐J phases before "production" such as:

<) design
• design r양ear야1
• design analysis
• design concepts
톨 assembly and testing of prototypes
용 pilot production씩1emes

• design data
용 process of tr때stormingdesign data into a product
• ∞뼈웰ra다.on des팽1

• integration design
• layouts

Olin the public dom와n"' - ·In the pub!얼 dom획~" as it applies herein. m라ns technology that has
been made available without restrictions upon i양 화rther빼앓m피a다。n. (Copyright restrictions
do not remove t학malogy from being in the public dam혀n.)

'))roduetion" • means 와1 production p따ses such as:

• constructIon
• produαion en믿nee파19

• manufadure
• mtegratIon
• assembly (mounting)
• m뿌eellon

• testmg
• quality assurance

"'s앨cially designed software"
까le min피lum ·opera따19 핸stems，· "diagnostic 앙S앙ns，" "maintenance 앙stems."and

"applica디。n 잊뺀are" necessary to be C'Xc파ted on혐퍼마lar equipment to perfor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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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for which it was ceslgned. To make other, incompatible equipment perlorm the
same functlon requlfes'
(a) modIfication of this "software" or
~ b) addition of "programs."

’tech띠cal assistance ’ - "'Teclu니cal assistance" may take fonns su야1 as: instruction.. s싸1ls，

tr따nmg. wor쉰ng knowledge‘ cons띠tin훌 똥π1Ce$.

NOTε: "T야뻐cal assistance" may involve transfer of ‘t혀mica! data."

’ technical data" - "Technical data· may take forms su야 as btu앵rints. plans. d i3grams.
models, fonn띠.ae， en밍nee대19 designs and sp혀표.cations， manuals and instructions written or
recorded on other media or devices s따1 as 띠s~ tape. read-only memories.

·use" - Operatioι 피stallation (including on-site install.ation). maintenance (ch앙ing)， repair,
overhauL and refurb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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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LISI‘ OF NUCLEAR-RElATED DUAL-USE EQUIPMENT AND MATERIAlS AND
RElATED TECHNOLOGY

1. INDUSTRIAL EQUIPMENT

1.1. Spin-forming and f1ow'....ormmg machines~

L acmrding to the m빼，ufl훌빼I톨r's tee뻐kal spedfk:at뻐n， caabe여uippe빼 with
-D따Del'파1 control- units or a computer φaaol; 빼d

b. w뼈 two 0 1' 톨ore axes 빼at CaD 빠 a삐벼lD.ated sl톨UItaD빼sly for ~뼈touring

control;’

and precision rotor.formJng IIWIdreJs desJpe빼 to 101빼 cyUnd껴cal rotors ol 1aslde cllameter
between 7S DUD (3 hL) aad~톨톨 (16 뇨.) and speda1ly des놓led SOItWaft therefor.

E와흩: 까Ie only spin-fom파19 machines centroU혀 by this entry are those∞mbining the
function of spin-fonning and flow-forming.

1.2. ’Numerical cootrolw뼈삽， spedιly des뺑eel-톨@빼 coatrol be훌퍼s· for wDUJDeric훌I

CODtrol" applkatloas GO maCh.lDe tools，-aamer웰Uy contro따d- III빼IDe tools,
S야dally des뺑ed wsoftware,. and techn뼈흩'f as follows.

Detailed sped.fka빠ons of빼e 핵삐p톨eat are sbmra ID the Apκ:DeUx.

1..3. Dimensional inspection 빼뻐DeS， deYkeS, or Iπt빼IS， as rouows, specially designed
software therefor.

(a) Computer co빼빠eel or 빼빠rICaUYcoatroUed d뻐웰S뻐w inspection
mad파!e5 haviag 뼈tb or the following cbancterist1cs:
(1) two or more u es; til낭

(2) a 빼←값IDeIlS뻐oal 뻐훌h·톨easare삐eat~πalntY' 학UaI to or less
(better) 빼aa (1.25 + L/lO(배) μ. tested with • probe 01 ... 낭cxuracy"'

d 납$(b하ter) 야an 0.2 μm (L Is the measured length In mlUimeteπ)
(Ref: VDIfVDE 2617 paπs 1 &li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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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inear and angular displacement measuring devices, as foUows:
(1) linear measuring instruments having any or the foUowing

강laracteristics:

(i) Don -contact type measuring systems with a "resolution" equal
to or less (better) than 0.2 μm within a measuring range up to
。그 mm;

(ti) linear variable clifferential transformer (LVDT) systems
having both or야eroU~찌ng char톨deristks:

(A) -ωlearl앙II equ혀 to or less (better) than 0.1% within a
measuring range up to S m.m; DI1d

(B) drift equal to or less (better) 뻐an 0.1% per day at a
야빼danl ambient test room tempe매ture :1:: 1 K; or

(ill) measuring 양stems that have 뻐th of the foUo삐ng

d녀racteristics:

(A) contain a ’ ksefi aid
(8) 빼ainta1n for at least 12 booπ， over.temperature

. range of %1 K around a standard temperature and a
.standard pressure:

(1) • -resolutioa- over their full scale or 0.1 μmor
better; tI1Id

(1) with. -measure톨ent ancert파n함 펙ual to or
less (bette다 t뻐D (0.2 + L/2(00) μm (L 뇨

빼e measured 뻐황hID Dllll1meteπ)i ezapt
톨easw삐g Interferometer IJSUDIS,without
dos빼 or opal뼈pli훌d뻐야. coat.lnlng •
-Jaser' to me얼w야 sUcIe men톨톨eat enors of
m훌chine tools, dimension퍼 Ins야diOD

machines,or similar여파pmeat;

(2) an뻗ar measuring instruments ha에Dg 뻐 -.ngular posltioa devia빼I’

equal to or less (better) thaa 0..00025·;

Note: The 5l파·item (b)(1.) of this ltem does 뼈t o:뻐trol 때t1alln훌:naments ，

웰dI as .utocollimatoπ， using co뻐matedU행t to detect aagUIar
displacemeat ola lll1JTor.

(c) Systems for sim띠빼eously Unear..an휠피ar Inspect빼 of bemJsbells, having
뻐tb or the rou‘JWlng charaaeristlcs:
(1) ’ measurement onceπ삐nty" 매ong any lInear a화S 어wl1 to or less

(better) than 3.5 μm per 5 IIUD; and
(1) ·빼휠피ar p«훌ition devia뼈R’ 핵g퍼 to or less than om-.

Note: Spe다와I， desl웰eel S(빼ware for the 앙stems desσibed in paragraph (c)
of this item iDdudes softwve (or lim따taDeous measu.remalts or wall
thickness and contour.

Technical Note 1: Ma야파Ie t∞Is that can be u앓d as me좌U다ng machines are∞ntroDed if
they meet or exceed the σiteria 후학fied for the machine t∞1 function or the measuring
machine function.

Technical Note 2: A machine described in this section. 1.3.. is controlled if it exceeds the
control threshold a따where within its operating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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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tcal ~ole 3: The probe used in determining the measurement uncertainry of a
dunenslonal insp야tlon 양stem sh따1 be as described 피 VDI/VDE 2617 parts ~ 3, and 4

Te-chnical Note 4: All parameters of measurement values in this item represent plUS/minus,
1e., no< total band.

-Measurement uncertainty"
The 다laraderistic parameter whi상i 후획fies in what range around the output value
the∞πectv와ue of the mea월rable빼riable lies with a ∞ofiden야 level of 95%. It
includes the un∞πeel벼 양st앙na다c deviations. the uncoπectedbacklash, and the
random deviations (Referen야: VDIfDE 261꺼.

tlResolution"
The least increment of a measuring deyioe; on 띠gita! in힐umen양， the least
significant bit (Reference: ANSI 8-89.1.12).

’Linearity’

(Usually measured in ‘erms of nonlinearity) is the maximum deviation of the actual
ch따aetcr빼c (average of upscale and downscale rea빼홈)， pc융itive or 0탱a앙ve， from
asπ와양1t 파1e so positioned 얼 to equal뇨g and aliaimie me ma피mum deviations.

"Ang\때r posi디。n devia다。nil

Them월imum di흘'erencebetween an웰과r position and the actual. very ace따ate양

meas따ed 뻐맹1ar position뼈erthe빼rkpiece moUDt of the ta바e 뼈s been turned
。ut of its 피i다.al POSl'다。κ (Refer'앙1CC: VDIfVDE 2617. Draft: -Rotary table on
∞ordinatemeasuring rna상파les.

tl

1.4. VacuWD or matroU혀 ·en껴roameat (IDeπ ps) 1ndact빼 fan톨ees capable of
ope댄다00 above 8500 C and ba배ng ladue화빼 colis 600 톨.. (24 lD.) or less in
diameter, and power supplies spedally desl활eel for lad따빼뻐maceswith • power
supply of S kW or more.

Tech" ica.LN~te: πisentryφes not∞ottol furnaces design혀 for the pr야률하Jg of
semi∞nductor waleπ.

1.5. ·Isostatic pres풍s· capable 01 •섭blering a 톨i피mOlD wor얼III pressure 01 69 MPa
(10,000 psi) or greater and ba에ng • cbamber CI껴tywith an 뻐side cI1ameter in
excess 01 152 mm (6 la..) and sped.aUy clesl휠eddie률 and 톨olds， and controls and
’speclaUydes뺑led s야ware- 야eref'or..

Technical Notes:

( 1) The inside chamber dimension is that of the chamber in wh삽1 both the working
temperature and the working pressure are achiev，혀 삐d does not include fixtures.
까lat dimension will be the smaller of either the inside 바.ameter of the pressure
chamber or the 피side diameter of the insulated fuma야 chamber. depending on
which of the two chambers is loe그ted inside th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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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ostatic presses"
EqUlpment capable of pressurizing a closed cavity through various media (gas. 1Jquid.
solid partIcles, etc.) to create equal pressure in 와1 directions within the cavity upon a
wor4Jiece or material

1.6. -Robots" and -end-efTectors- ha에ng either or the rOUowing char훌eterist앙:

(a) S야다외Jy desi웰eel to comply with a.at빼aaI safety studards .pplicab~ to
han삐피g 피gil explosives (for example, meeting elec압빼1 code ntlngs for
high explosives); or

(b) SpedaUy des방홉d or rated as 뼈dia다on ba뼈efted to withstand greater than 5
x 1<f grays (51) (S x 10‘ r톨d (Si»빼h어It operatio빼ld행톨dation;

and specially designed controllers and -Sped-lIy des행aeCI 뻐한빠.re.~빠Of.

TechnicalNotes'

(1) ’ Robot’
Am원up띠.ation moe없피파n. which may be of the∞ntinuo\패 path or of the point-to
point variety, may use ·양파ors，· and has 뻐1 of the following c:haraderistic:s:
(a) 뇨 multifunαional;

(b) 양 capable of positi。띠ng 。r orie찌ng materia..l. parts, t∞Is， or후윌al devices
through vari.able movements in three빼nensior벼 후ace;

(c) in∞rporates three or more dosed or 야>en loop aervo-devices which may
include st앵ping motors; α'Jd

(d) has -user-acxessible programmability" by means of teach/pia뼈ad method or
by means of an 티oc:tronic∞mputerwhich may be a progr킬mmable logic
∞ntroll혀， ie., without m«hanical intervention.

N.B.:
까le above de파피tion does not include the following devices:
(a) M빼띠ation m야1때없 which are only ma뼈Uy/t，티g빼'alor ∞ntrollable;

(b) Fixed sequence m윌up퍼.ation mechanisms w바ch are automat혀 movmg
devices operaω19 a，α얼rding to mechanically 필xed programmed motions. The
program 양 m앙13JUca파’ 파피ted by 갑xed SlOpS, such as p피s or cams. The
sequence of motions and the selection of paths or an명es are Dot variable or
changeable by mechani，때. electronic, or electr뼈lmea파;

(c) Mech빼cally ∞ntroUed v훌riable 훌q빼lCC m빼ip따ation mechanisms which
are automated moving devices φeraω19 aocor벼ng to mcchanically fix혀

programmed mo다.ons. 까1e program is m얼Lanially limit혀 byfa혀. but
adjustable, stops such as pins or cams. The s억uen∞ 。f motions and the
seJection of paφs or an멍es are variable within the fixed progr뻐1 pattern.
Variations or mod파a니。ns of the program pattern (ε용. changes of p피s or
ex마anges of cams) in one or more motion axes are aa:omplished only
through mechanicaJ 。κfa다ons;

(d) Non-seπe∞ntrolled variable s억야nee manip띠.ation m혀1하\isms which are
automated mov피g devices, operating aαXJrding to mechanically fix벼

programmed motions. The program is variable but the s쩍uence proc: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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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by the binary signa! from mechanically 감.xed eleζtrica1 binary devices or
adjustable srops;

te ) Stacker cranes defined as C와lesian ∞ordinate manipulator systems
manufactured as an 피tegral part of a vertical array of storage bins and
designed to access the contents of those bins for storage or retrieval.

2) .εnd-effectors·

-End-effeaors· include grippers, lIactive too파19 u떠ts，· 삐d any other t∞ling that is
atta상led to 배e baseplate on the end of a -robotll rna띠p띠.ator ann.

3) 까le definition in (a) a빼ve is not designed to ronteol ro야ts 후윌ally designed for
nonnucl양r industrial applications such as automobile paint-spraying booths.

•7. Vibration test액따뼈eat using cligital aHltrol tee:빼lqoes &lid feedback or dosed
loop test eq띠pment and software 빠IeMOr capable or에brat1q a system at 10 I RMS
or more between 20 Hz and 2000 Hz, Imp.πlag forces of 50 kN (1l,25O 뻐$) or
greater•

.8. Vacuum and coatroUecI atmospber톨 톨a파Ju명calme띠III ud casting faπ흩ces as
follows; 빼d speciaUy co톨n홈lftd computer CIOIltrol and 톨oa1toring앙stems and
IISpe다aUy des펼，eel software· 야eref'or:

(a) Aπ remelt빼d cast1ng fan파ces 찌tb consumable elect빼decap뼈다g

between 1000 em' and 20,000 em' and capable or operating with 톨e1tfng
tempentures above 17000 C,

(b) Electron beam mel야Dg and plasma atomizatloa aDd lIIeltlDg fUnIaCeS with a
power or so kW or greater and capable of operating with me1tiDg
tempentures above noo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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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TERlALS

2.1. A1u판i따m alloys capab~ or an ultimate teasUe str빼훌h or 460 MPa (0.46 x 10'
N/m~) or more at 293 K (w·e), In tM form of tubes or soUd fonas (뻐dUd1ag
for휠ngs) with 빼 outside diameter of more than 75 mm (3 la.).

Technical Notε Tbep뇨좌e -capable or en∞mp좌g 외uminum퍼lays before or after beat
treatment.

2.2. BeryUi따피 as foUm양: .et피， 피lays mataia.뻐g 톨01톨 뻐l톨 힐훌 ofbeπWum by
we훌hμ compounds co톨α빼뻐« beryW‘111ι aad maaafactu.res 빼enol， nupt

(a) Metal빼빼M[OI'X껴!ym&*ha;

(b) ozjde빼옐흩~in힘k흩훨g용'Ifi.카빼빼~훨mr혼흩힐Dy-행빼dfiγ

빼~，빼앨JON:IItpart.r 01' αS훌bstn흩~ford«tn빼야톨빼g

Technical Note: This∞otrol 뼈plies to waste and 힐때 c:onta뼈빼 betytlium as 야훨led

here.

2.3. H쌓I-purity (9999% or greater) bismuth with very low ,Uver coal빼t (less tIUm 10
parts per million).

2.4. Boron and boroa compc빼ds，1Il월w융， and k톨4혀 톨aterlals Ia빼kb 빼e boroo-l0
isotope is more 뻐.an ZO% by weight of 빠Ie total boroa a삐teat.

Z퍼. αl다um (피gil purity) coat.lnlng 1M뼈 less 야aD 1000 par빼 κf 톨피빼 bJ we1휠It of
metallic impurities other thaa ma훌:Daium빼d 양S 빼aD 10 parts per 톨피빠l 하
boron.

2.6. ChloriM Trifiuori~ (αF，).

2.7. Crucibles ma~ or materials re웅lstant to Uquld actinide metals, as follows:

(a) Crucibles with • wlume 01 between 150 mf and 8 Uteπ and 톨.de of or
mated with aay of the following 톨aterials baving a puri암 of 9ft or greater:

(i) C와dum fluoride (CaF1)'
(il) Calcium 피.rconate (meta피n:oaate) (CazZrOJ)
(피) ~riWD su1flde (Ce효)
(iv) Erb ium oxide (erlJ la) (Er10 l )t
(v) Hafnium oxide (hafnla) α1101) ，

(vi) MAgnesium oxide (MgO),

Annex 2-1



(v니) Nitrided niobium-titanium-tungsten alloy (approximately 50% Nb,
30%Ti, 20%찌q

{viia) Yttrium 0잉de (yttri.a) α2°)
(ix) Zirconium oxide (zirconia) (zr01)

(b) Crucibles with a volume of between SO mt and 2 liters and made of or lined
with tantalum, ha에ng a purity 아 99.9% or gre훌ter.

(c) Crucibles with a volume of bdween SO m' and 2 Uteπ and made of or뻐ed

with tantalum (having a pari양 01 98% or greater) a톨ted with tantalum
carbide, nitride, or bo꺼de (or any mmb ln.ation or these).

2.8. (a) Carbon or aramid 헨brous and~~ry’ materials ba애ng a·왜ecific

mod띠따• 0(12.7 x 10- m or poe톨ter or a I.spedlk 야a.sUestreo항h
W oI2J.5

x l~ m or greate디 or

(b) Glass 께ibrous and r&1ameDtary" 톨ateri피sa얘.ag a ‘i야dfic 톨OCI띠us· of3.18
:I 10‘ mor 휠-eater and a -sp웅!rae 양mile str빼훌hW 0I 7SJ. K lot 톨 or pater.

(e) Composite stnJctu.res 뻐 the form of tubes with aD 뇨side diameter or between
7S mm (3 삐.) and 400 IILID (16 ilL) made with 8fibrous aad f11a톨eataπ·

mate야als controlled in (a) above.

Technical Note:

(a) ’The tenn llfibrous and 피.amentary mater빼·뼈뼈g∞ntinuous monofilamen양，

continuous yams, and tapes.

(b) -Specific m여띠us’ 뇨 the Young's mod띠us in N/m2뼈d혀 by the후밟ewe낳1t in
N/mJ when measured at a temperature of 23 % 2°C and a relative humidity of 50
± 5%;

(c) wS야뼈ct태sile strengt_h’ 파 the 띠따녀te t해me strength in센터 divided by the
후강fie we낳1t in N/mJ when meuur어 at a temperature of 23 % 2° C and a relative
humidity of 50 ± 5%.

2.9. Hafnium of the foUO'I에ng clesaipt1on: 톨etal， alloys, and mmpc밍nds or bat며um
con tJI ining 1IIOr'e than 60% hal떠WII by w，잉gilt and lIWIutactures tMreof.

2.10. Uthium (때topicaUyenrichedIn Uthium-6) as fo llows:

<a) M~taI hydrides or alloys containing lithium all'뼈빼 ln빠 6때tope (‘U) to
• concentration 피형ler than the뼈e existing 뻐 nat1lre (7.5% on an atom
percentage basis);

(b) Any other materials contalning lithium~ In the 6 lsotope (including
compounds, mixtures, and concentrates),aaπ ‘'u incotπ>n1κdin
μgπmωnψ1LSCD1J dosim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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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Magnesium (h뱅h pu꺼ty) containing bo‘h less than 200 parts per million by we;~t

of metallic impurities other than calcium and less than 10 paπs per million of
boron.

2.U. Mar힐명ng ~teel capable of an ultimate tensUe stnngth of 2Q5O MPa (2.oso
x 10’ N/m‘) (300,000 lb/뻐..z) or 톨o~ at 293 K (20- C) era￥1t fomu in 빼idz llO 파~
dimouψn~잉(so 75 nun.

Technical Note: The phrase -capable or eo∞mpa.sses mar훌벌ng st야1 before or after heat
treatment.

2.13. IUdium·，강6~혈 f훌훨Mπ aJIIIJJiMd ill n흩tiaJl씬환"rnh‘'%.

2.l I.. n잉뼈따I 파Jo양 capable of an ultimate tensile streagth 01900 MPa (0.9 X 10’ N/m2,)

(13따00 1b1뻐치 or 톨ore at 293 K (찌·C) 1a 빼e fona of tabes or .Ud fol'lllS

(including for멍n양) with aD outside d.1amder 01톨ore 빼an7S.톨 (3 뻐.).

'ildJnical Note; The p뇨좌g ‘capable or en∞mp월윌s titanium 피lays before or after heat
treatment.

2.13. T따195ta:μ as foUows: paπS 톨ade ortun훌ten， tunl홈tea camide, or t1ID훌tea alloys
(greater 뻐an 90% tungstea) ba애nga 빼ss grater th빼 20 빼빼cia 뼈Dow

cylindrical symmetry (iDducl1ng cyUader s용:meats) with aD laslde cI.1ameter greater
뻐an 100 DUD “In.) but less 빼aD 300 DUD (12 In.), errept parts 혼융댈'CQ/lYdI:.행ned

tγμIe as 삐행'!Ja or홈l'IU11ll-lU)' CD뻐'IVIIon.

2. 16. 강n:onium as fol1ows: 톨야삐， 피빼S COdtaln1ag more 야u s(빼 drc:빼lam by wei빼ι

and compounds 10 wbkh the rat찌 01 hafnium content to dra:찌lam content is Ie를S

than 1 part to SOO 빼ItS by"빼gh~ 뻐d manufactures whoUy thereof; a:흩톨t희π*힘m
in the101m of.뼈M뺑 a 빼납*훌 not ax:e빼"，0.10 mm (Q.0tU in..).

Technical Note: This control applies to waste and saap ∞nta피!fig 킥r∞피urn as define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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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RANruM ISOTOPE SEPARATION EQUIP~표NT AND COMPONENTS

3.1. Electrolytic ceUs Cor Ouo뻐e product뻐a with. prodαa뼈 capacity II톨야rthan

250 g of fluorine per hour.

3.2. Rotor fabricatioa aad assembly equipmeat aDd beUows-lor톨.lag 톨aad!허s aad dies,
as (ollows:

(a> Rotor assembly eq띠pmeat for use톨bly of톨Ice톨하luge ntor tube sections,
baftles, and end caps. such eq따pment i.aclucla precision 톨aadrels， damps,
and shrink fit machines.

(b) Rotor stra벌Itea빠g 학따p톨빼t feu:- alIP.톨eat olps (Ie톨여luge rotor tube
sections to a aJlDIDOII ax뇨. (Note: Normally lUCb빼며p톨eatw뻐 consist or
precisioa llla.S1lriDgpro야s l1DI때 toaco빼ater 빼at sub훨qaeat양 a삐trois

the act빼a ort lor egmple, paem뻐tic lUIS뼈혀 for .lIplng the rotor tube
sec:tio따.)

(c) Bellows·form뻐g 톨빼dre뇨 od dies for prodac뻐IIID양윌MnOIa빼.. beU빼S

(bellows made of blgb응야빵h alumhl1빼 alloys,빼R힐.ag steel, or 빼항I-

stre뻗b f1lameataπmaterials’. The beUOWS have 피1 01' 빼e followlDg
dimensions:

(1) 75-mm to 4O().mm (3·ln.. to 16-1D.) 뇨side d1u훌월n

(2) 1%.7 mm (0.5 la.) or 톨ore III 뻐훌b; 빼d

(3) .뻐gle aJIIl'Olatioa depth 톨M톨 빼aa2 톨톨 (0.뼈 뻐.).

3.3. Centrifugal m띠tiplaDe balaDdag mach빠es， Ilxed or portable, 뻐rb:oatal or ftrtical,
as follows:

<a> Centr파1pI ba1aD야ng maddnes desiped for baland삐g fleDble 뼈on ba년ng

• len훌h ol600 Dl톨 or 톨ore aDd ba'에!II 삐101 the fol뻐!뻐gcharactu얼tics:

(1) a 혐빼 or J때m피 삐i톨e야r 0l 75 톨톨 or빼뻐
(2) 빼5S capab따，ty or fr빼 0.9 to 23 k훌 (2 to SO lb.); and
(3) capable of balancing S야빼 oC rnolut빼 톨빠빼an S(뼈 매m;

(b) Centr퍼떻at balaDdag maC:h1DeS desl훌빼 for balanclag 빼uow cyUndriCll
rotor compoaents aad b뼈III 따I 01 the folJowUlg charact벼sties:

(1) • J애mal diameter ol75 mm or 톨01획

(2) -.ass capab빠ty of from 0.9 to 23 kg (2 to SO lb.);
(3) capable of ba1톨IIftI’g to a raldu피 1mbalaDCe or 0 .010 뼈1IlDI /kg per

plane or better; aDd
(4) ~lt drive type;

and "specially designed sortμare" there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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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Filament wU1ding machines in which the motions for positioning, wrapping, and
winding fibers are coordinated and pro함"3mmed in two or more axes, speci2Uy
designed to fabricate composite stnJαures or laminates from fibrous and fa1amentan
materials and capable of winding cylindrical rotors of diameter between 1S mm
(3 il니 and 400 mm (16 in.) and len힘hs of 600 DUD (24 In.) or greater; COOr녕inating

빼d programming cootrols 배erefor; precision mandrels; and -specially des빵led

software’ therefor.

3 .5. Frequency dw1흙rs (a뇨0 빠own as a삐ver1ers or iDftr1ers) or 흙IUatOrs ba껴ng aU
or the foll(빠mg characteris앙cs:

<a> Am띠tiphase output capable or providing a power of OiO W or more;

(b) Capable of operat뻐g in the frequ훌cy range 놓tw훌II 훌삐 &lid 200삐 H혹

(e) or，뼈1 harmonic distortion below 10월 and

(d> Frequency cootrol better φan O.l~

except such [，핵uency cbangers sped퍼Iy des뺑eel or prepar빼 to supply 껴lOtor 훌ators- (as
defmed below) 빼dba헤ng the cbaracteristk:.s listed la (b) 빼d (d) at얘¥f.， to활tiler with a
total banDoaic distoπi빼 of less 야an ~ and aD emd웰qofgr톨tel' thaD 없)%.

Defmi센on:

-Motor stators": 뿌강ally designed or prepared 짜Ig-뼈맹ed stators for hi앙1-힐eed

multiphase AC hysteresis (Of fl혀ue:tanoe) motors for synchronous
operation within a vacuuum in the fr여uency range of 600-2000 Hz
and a power range of 50-1α)() VA. The 훌atoI'S ∞nsist of mul때hase

windings on a laminated low-loss iron∞re ∞mprising thin layers
typi생ly 2.0 nun (008 피.) thκkorl~

3.6. μsers， laser ampl1f"aeπ， and osdllatOI톨 as follows:

<a> αpper ftpor lasers with 때 W or greater aTerage output power operating at
wavelengths between SOO RID and 600 lUll;

(b) Argon loa Ia양π with greater 뻐aD 40 W a ftl'age output power opeπt1ng at
wavelengths betweeo 400 DID and S15 DDt;

(c) Neodymium.ooped (0th6 thaD 힐윌s) laseπ as follows:

(1) having an outp따 1ft애ength between 1아)() DID and 1100 nUl, being
pulse을xdt벼 and Q-swltcbed with a p따.se duntion equal to or
greater th뻐 1 as, and ha애ng ei빼er of the following:
(a> As~erse 톨odeou때따 h뼈ng an average ouφut

~r ex~ing 40 W;
(b) Am띠tip le-tnlnsveπemodeouφmha애ng an average output

power exCffd log SO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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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perating at a wavelength between 1000 Rm and 1100 om and
inrorponating frequency 뼈ubling gi까ngaa 뻐tp따 wavelength between
500빼 and SSO빼 with뻐 aver뭘~ ~r at the daubl혀 frequen안-

(new wavelength) or greater tba.a 뼈 W;

(d) Tunable pulsed single--mod~ dy~ oscillators capable of all aveπge power
밍Itp따 of greater φan 1 W, a ~itioa πte greater than 1 앙h， • pulse Jess
야an 100 os, and a wavelea.훌h betwec:힐 필삐 lUll aad 훌삐 am;

(e) Tunable pulsed dye laser amp따iel"5 aad oscillators, CtCI!흩I캘쟁iemα~

ovillaιn， with an average power CM때따 ofpater 빠WI 30 W, a repetition
rate II'톨tel'φAlI I 필뇨，. p따se widdllea 빼aD l뻐 빼 anct • waftleagth
betw~300 DID and 훌삐 Dm;

(0 μ없빠ite laseπ 헤tb. bandwi뼈 ol o.DOS빼 01' less, • roe뼈t뻐n rate or
greater 뻐aD 125 Hz, and an average power output II톨i야r 빼an 뻐W
operating at wavelengths bet‘빼a πOil톨 aDd 훌k»am;

(g) p\파edca뼈R 빠@화de Jasen with a roe빼빼 rate greater빼aa2해 Hζ M

average power 뻐!put or훌uκr 빼aD SOOW,빼dap며seal홉S 빼AD 200 ns
operating at wave뻐훌hs betw훌a 9(홉삐 R톨 aaclll뻐)Oam;

N.H. 11us s홈dIb빼)II Is DOt late!녕혀 toa톨trOI 빼ell힘빠I' power
(양P따1Iy 1 to S Ii깨 Industrial CO2 Jasen .뼈 1a 빼，pUcadoas such
i αtting and wei삐ng， as these latter Ia융naree뻐er COl뼈noous

wave or are puJsed with a pu뇨~ width 톨ore 야aD 200 as.

(b) P따S혀 exclmer 1a양rs (X앉" XeC1, KrF) w뼈 are함뼈빼 nte II'톨ter 빼an

250 Hz and an average power output 01 gr훌ter 빼.aD soo w빼eradDg at
wavelengths or bedtween 240 and 360 IUD;

(i) Para·bydr뱉eo Raman shifteπ des놓ned to opera야 at 16 μ톨 output
wav타@훌h and at. re함ldoa rate 훌-eater 빼.aD 250 Hz.

Technical Note: Ma야inet뼈so measuring devices, 뻐dass생at혀 technology that have the
potenti외 for use in the nuclear ind파try are control!혀 under items 1.2 and 1.3 of this list.

3.7. Mass spectrometeπ capable of measuring 뻐1$ 01깅o atomic: 톨ass a삐삽 or greater
aDd ha에ng a resolution of better than 2 parts in 230, and loa 혜un:를 therefor as
follows:

(a>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π αCP!M5);

(b) Glow 빠야.arge mas‘ spectromdeπ (GDMS);

(c) 1berm삐 빼llz:atioa mass ‘pectrometer웅 (TIMS);

(d) Electron bombardment IIUlSS sp«trolDdeπ wbi야1 have a sou.πe chamber
constructed from or~ with 0 1' plated with m2(er~ls resistant to 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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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olecular beam mass spectrometers as (oUows:
(l) which have a s아πe chamber COnstnJded (rom or lined with or plated

with suinless steel or molybdenum and have a cold trap capable of
cooting to 193 K (-80° C) or less; or

(2) which h2ve a 54빼rce chamber construded from or lined wi야1 or plated
with materials resistant to UF‘; or

(0 Mass spectrometers 액띠P야dwitba mJa하lu삐natioaloo 뼈u.rce des빵led

for use with adinides or actinide n뻐rides;

gζ쟁1

때ed퍼ly desi홈，eel or prepι톨dma률etic or quadrupole 톨ass spectrometers capable
orta파ng ·oa-뻐，e· samples of reed, product, or tails froID UF‘ 훌55압am.s and
having aU or 앙Ie following charade껴S야cs:

(1) Unit res이uOOn for 톨ass pater-빼aa32야

(2) I빼 빼urc:es c:onstnactεd or or-J.iDeCI with akhrome or 톨OaeI or 마ekel

plat싫;

(3) Electron bombardment Ioll1ZJltioll 웰lI"CeS;
(4) Ha쩌ng a mUec:tor렁stem suitable for isotopic a따I양is.

3 .8. Instruments capable of measuring p l'eS$W."eS up to 13 kPa (2 psi, 100 tolT) to an
accuracy or better than 1% (full-양:ale)， with mnosioDaresistaDt pressure-sensing
elements constn뀔edol~빠야d 피Joys， phosphor bl'OOZl특a삐파ess steel,
aluminum, or aluminum 삐loys.

3.9. Valves 5 mID (0.2 In.) or greater in d1ameter, with • bellows seal, w'뼈Uy made ofor
파leel with alum삐UIII， al~um파loy， DiCICe~ or 피1oy co삐U파뇨g 뻐'1:1 or 빠ore

nicke~ either manually or automat빼Uy 야~ted.

3.10. Superconducting 5아eDoidal electromagnetS with an of야e~따lowin훌 빼.anderistics:

(a) capable 여. creating ma홈'etic fields 아'more 빼an 1 talas (2.0 셀logauss);

(b) with an LID (length di에decl by inner diameter) greater thaD 2;

(c) with an inner diameter of more 야WI 300 mm; and

(d)· with. IDa행etic때d 뻐leorm to better thaD 1% over tM <:altra1 SO% of the
inner volume.

언와ξ;

The item does not ∞ver magnets 후학ally design혀 for and ccported as parts of medical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imaging 양stems. It is underst∞d that the wording ·as
part or does not necessarily mean physi해 part in the 뚱me빼ment. Separate shipments
from different sources are allowed, provided the related export documents dearly 후강fy the
·part of'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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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l. Vacuum pumps with an input thmat siR Of 38 cm (l5 iII.) or grater with a pumping
speed of 15,000 liters/second or greater and capable of producing an ultimate
vacuum better than 10~ Torr (0.76 " lO~ mbar) ‘

T«hnicaLNot~: The 띠I피late vacuuum is determined at the input of the pump with the
input of the pump blocked off.

3.ll. Direct auTeOt b앨'-power supplies capable or co뼈빼MlSly PI뼈뼈ng， over a time
period or 8 b애rs， 100 V or puter with CIU1'eDt output 01 500 amps or 홈uteI' and
withα1"I"eRt or \'01αgere홈1latioo better 빼aD O.l%.

3.13. H벌i-voltage direct current power suppUes capable of coatbtl뻐빼sly producing, over a
time pe꺼ad or 8 bours,20,000 V or II'톨tel' with CUlftal빼tput or 1 amp or greater
and with αrrent or 빼，Itage r형따a“on better thaD 0.1% •

3.14. EledrOma멜etk lsotop톨 separators, de$l뺑ed for or학띠ppeel w뼈， .iIl혈e or lIIult1p1e
ion sources capable or providing a total 삐R 야am aureat of SO 톨It. or greater.

Notes:

1. 깐us entry w피 ∞ntrol 똥parators capa바e of enriching stable i힐t야)es as well as thosε

for 따없니urn. A separator capable of separating the 싹。topes of lead with a one-mass
unit differen야 is inherently capable of enr넙ling the isot，。야s of uranium with a
three-unit mass differen~.

2. This entry includes 양P원ators with the ion sources and∞Uectars both in the
magnetic field and those ∞nfigurations in which they are external to the field.

3. A single 5().rnA ion source w파 pr여uce less than 3 g of separat혀 I포U 야ryear

from natural abundance fo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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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EAVY WATER PRODUCTION PLANT RELATED EQUIPMENT
(Other 1han Tri.앓er List Items)

4.1. S야다~liz.ed pa야피gs for use in separating heavy water from or냉!nary water and
made of phosphor b l"OC1U 톨esb or a씨pper (뻐thche.m삐lIy treated to improve
wettability) and desi황eel for use III ftCU'WD d1stillaωa towers.

4.2. Pumps 다π띠ating solutioas of diluted or coo야IItrated potassiDJII ..lde cataJyst ln
liquid ammonia (KNHμNUl)'with aU 01 the roUowlng charader뇨μcs:

(a) ail쉰힘It (나.， benaetka11y sealed);

(b) (or concentrated potassium amide 101m빼톨s (l~ or ere톨ter)， 아»entlDg

pn용sure of 1.5올OMP. (15올00 atmospberes (an톨)]; for 왜파얄W월sslum

amide s따ltioas (less thaa 1%),operat.lDg pressure or 2().뻐 MPa (200
600 atm); and

(다 a capa강，ty greater than &.S 뻐/h (5 cubic fed per 톨laute).

4..3. Water-bydrogen sulfide exchange tray colamm coastructed fro톨 nne ca빼oa steel
(such as ASπ1 ASl야 with. diameter 01 1.8 Dl (6 ft.) or greater to 야.erate at a
Dominal pressure ol2 MPa (300 psi) or greater,acept co11UllDS wbkh are sp얼aUy

des벌led or prepared for the produc윌뼈 하 bea~water. IIltem피 COQtaetor톨 oC the
columns are s행meoted trays with빼 dl'ectlve as양mbled 삐l톨eter 01 L8 톨 (6 ft.) or
휠uter， such as sieve trays, v피γe trays, bubble cap tn，양， andtw에m흉ld trays
designed to facilitate COUDteπun빼t coatact뻐g and coastructed of톨i야야와S
resistant to ∞rrosioa by bydro흙D sulflck/wa야r lIl1XtUr융， lUCb as 304L or 316
stainless steel

4.4. Hydrogen·강yogen1c distll1a야on columDS ba헤III 피l 아 빼e rol.lowla.g appUc:at뼈as:

(a) desi휠led to operate with intern퍼 U톨peratw융 of -Drc (35 Ie) or lesS;

(b) des뺑~to 야~nte at lIltem피 pressu.re 01 o.s to 5 MP. (5 to
so atmospheres);

(e) constructed of ran• graia 훌talnless steels oil 빼e 300 양lies with low SaJtUr
content or eq띠valent cry야한뀔ic and H1-c.ompat1ble material혹 and

(d) with internal cliameteπ 01' 1 톨 or puter and dl'ectlve Ialgths of S • or
gr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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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m monia s)'nthesis convertors, ammonia synthesis units in which the S}"l1 thesis gas
(nitrogen and hydrogen) is withdrawn (rom an ammonia/hydrogen b행h-pressue

exchange column and the synthes iz.ed ammonia is reCW11ed to S2id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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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MPLOSION SYSTEMS DEVElρPMENT EQUIPMJ댄T

5.1. Flash X-faY generators or p따sed electroa accelerators 하th peak eaergy of 힐Ml keY
or greater, as foUows,a.c후 tJOCdn양'In dIDt arr: CDf'fI{JOIIDfI혐uaftkvias~햄~

for PUrPtJSQ other 야an d.앵'OIIbt.렐π orZ-n:zy 1α웰훨M(e.Ux:tron 까낌훌α¥JY， fiγ

t:J:an￥~)and 빼@κ &행ned for mMit.용IJ훨휴훌e:s:

(a) Ha꺼ngan aαeJerator peak ded:roa eaer훌y of 500 keV or pater but ~s
뻐an 15 MeV ud 빼.th • II웰Nof 團훨it (K) of CUS or홈톨let"， where K is
dermed as:

K= L7 x 1031 y2.f.Sa ’

where V Is the peak에훌휠oa me홈rID 톨fWOa eIedrC톨~aadQlstbe
total accelerated d옐탬톨 1D eOUI뼈b훌 M빼톨 IKUleπtorbeam p따양 빼밍ration Is
less 야aaor여빼ltol"홉 lithe 톨CICekπtor bea톨 p빼se darad빼 Is greater
야aD 1훌， Q Is 빼e 뀔l화DlUJII ac훌len빼빼u훌 뻐 1 PI (Q 빼삐!s tile

int빵.... ofiwttb톰pea to t. 0ftI' the Ie훌er 011 ,. or the 삐me dura빼nor

the뼈mp삐se (Q- J빼，W빠reils 뻐톨톨 can빼tID.톨휴res aDd t Is time
m 풍mads] or,

(b) Having aD•'αelerator peak eJ훌n빼 me뿔， 0125 뻐:eVor훌톨.tH' 빼d. peak
power greater빼D 50 MW. [peak pc쩌er c (peak뺑e빼빼lID ,...Its) x (peak
beam current In am홈res).]

Technical Note:

Time duration of the beam뻐x -lD ma빼nes， 뼈.sed on m쌀빼ave 훌oce1era다ng cavities,
the time duration of the beam p띠se is the lesser of 1 IJS or the duration of the bunched
&없n packet resulting from one micro빼，ve mod띠.ator p띠똥.

Peak beam_current - In machines 뼈S혀 OD_ miaowave aα용lera파19ca년ties， the peak be훨1

cuπent is the average αrrent in the time duration of a bunched beam packet.

5.2. M띠다stage light 홈s guns or other 빼gh-veloclty훌l뼈 I휴tems (coil, eIeC빼ala홈Ie다c，

d«trothermal, or야herad빼need 합stelllS) capable or aa:eJeratiag projectlles to
2 km ~r secoDd or greater_

5.3. Mechanical rotating mirror aameras

Mechanical fnlluUlg cameras with I월:or낼1ng πtes greater than 225,.000 CraIIIeS per
second; streak cameras with writing speeds 홈-eater thaD 0.5 IBDI per빼aosec훌ad;

and parts, Including 5야갤.aUy des뼈led 앙nchronlz빼g elec회"OCIk:s and 5야daUy

desi밍led rotor assemb~ (ronslsting of turbines, mirrors,뻐d bea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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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lectronic streak and framing cameras and tu~ as follows:

(a) Electronic streak cameras capable of 50 ns or less time resolution and streak
tubes therefor;

(b) E1e(효-oaic (or electronicaUy shuttered) (nmjng camens capable of SO 따 or
less frame exposure time;

(c) Framing tubes and solid-state I훌I혈ngde얘ces for use with cameras
controUed in sub-item (b) above, as follows:

(1) pro강뼈ty foaas혀 뻐qe lateastf1er tubes ba헤ng 뻐e pb‘아야흩빠ode

deposite에 on a transparent coaduct1ve co를tlngtodea용se

pbot0C3tboc1e sheet reslstan‘:e;.
(2) pte SiliCOD IDtemitler ta맹et (SOl Y1dimD tubes, where a αst 륭화em

allows gating 야e ph야oe1ectroas‘from the pbotoc:atb뼈e bd'OR they
impinge GO 빠e SIT plate;

(3) KaT or POC.keI cell eJedrO..빼t삐1 sbUlteJ"iDG or
(4) Other fnming 빼be! and lOUd-state lma명ng de¥bs ba헤ng a fast

뻐agep다ngtimeolless빼uSOasspe빼By desl훌뼈 for cameras
coatroUed by 웰b-Iteaa (b) .뼈w..

S.5. Speclalized in.stnuDea~tloD for byd.rodya.amk experimeats as follows:

<a) Velocity IDterferometers for measuriDg vek앙빠a III ncess 01 1 laD P를r secoad
d따뻐g t1me Intervals less 뼈aD 10 힘- (VISARS, Doppler laser
interferometeπ， DUs, etι);

(b) m빼pain ga~ for pressures greater than 100 ld1oban; or

(c) quartz pressure traDsdueers for pressures greater빼... 100 뀔Job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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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PLOSIVES AND RELATED EQUIP，.표NT

6. 1. [ktonators and m띠tipoint initiation systems (exp뼈ing bridge 빼"e， slapper,d다

(a) Electrically driven explosive detonators as follows:

(1) exploding bridge (E8);
(2) exploding b꺼dge wire (EBW);
(3) slapper; and
(4) exploding foU lnitlatoπ (EFI).

(b) ~πngements as뻐I sID힐e or multiple de빼aaton designed to 톨early

s1m띠taneously 1n1야ate an explosivE surface (OYer grea야r tbaa SOO삐 mml)
from • s i4gle 따ings놓뻐1 (with aD lD1tia다oa 'Imlng spread over the surface
olless thaa 1.5 ~).

Desσip다OD c1arUK'at뻐0: 'Ibe cletoaators ol a:삐cera aU 따빼훌 • aWl elec화cal

conductor (bri뱉e， b버앨e wire, or foUl 빼atapk톨Iftly ftPOrIzeI ’빠a. 1ast， h헝1·

CUJ"l'eDt deCtriCaI P띠se is passed 빼J"OU흩b It. ID DOIISIap야rty야s， t힐 ap뼈lag

conductor starts • c::bem뼈J cIetooatioa 뻐 • α삐야며ngbl훨을xplc률1ft 톨l야r뻐lsudl

as PETN (peataeπ빼ritoltetraD빼..te). ID .lapper’ detoaatπm 빼e aploslve
Yap삐.radon 어 the electrica.l αJIld따:tor CIriYeS a -nyU or ""pper' ACI'OSS • I흩p， and

the impact or the slapper OIl aD explosive starts • cbem.k:al detoa.a빠on. 1be stapper
in some des뺑s is driven by 파ag없k force. 1be 야nD낱ploenng foU- ckt빼ator

may refer to either뻐 ED or a .tapper-앙pedet빼ator. Also,빼ewol낼 WiD1tiator" Is
sometimes used in pbce of the word ·detoaator!

Detonators using 0머yp꺼mary explosives, so섭b as Ie톨da펴de， are 톨i 훌매bjed to
@뻐'OL

6.2. Electronic components for firing sets (switching d얀ices and p띠se discharge
apacitors)

6.2.1. Switching devices

(a) C뼈를thode tubes (빠cludin훌 흙s laytl'vu tubes 빼d ftCU1UD sprytroa tubes),
whether 홈s f1lIed or DO~ 야tenting similarly to • 빼ark pp,mnta1n1ng three
or more eIeC:tr애es， and ba에.oK ι1 ol the f;어Iowina char톨a앙Istks:

(1) Anc녕e peak ¥이tage rating or 1힐)()Vor 톨ore，
(2) At뼈e κak current πting 01100 A 01' IDO~

(3) An얘e deby time olIO IJS or less., and

(b) Tri앓ere녕 S뼈rk·pps having an anode clday time 0( 15 JlS or ‘ess and rated
(or. peak current 01 sao A or 톨야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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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odules or assemblies with a fast switching function having aU of the
rouo“ ing characteristics:

(1) Anode peak voltage rating greater 야.an 2없예 V;
(2) anode peak current nting or soo A or more; and
(3) tum얘n time of 1 μs or less.

6.2.2. Capacitors with the rolJowing characteristics:

<a> Voltage rating grater d얻n 1A kV, eaei'홈 sto뼈홈 휠융tel' chan 10 J,
capacit.anc톨 greater빼an 0.5 μF， 톨ad series Ind야:taDCe 훌S 빼힐I SO aH, or

(b) Voltage rating greater빼빼 750 V, aapadta앙ce ll'훌ter 뼈an Q.2S μF， aad

series inductance less 빼.aD 10 aR.

6.3. Firing sets and핵며빠eat 피gb<IIIftDt P띠똥 훌Del훌tors (for coatr야뼈 detoaatoπ)，

as fonows:

(a> E빼losive detoaator f"uiag 잊ts designed to drive 톨vJdple coatrolled
det·빼Jators cover혀 U빼er item 6.1. 훌빼ve;

(b) M뼈빼r eIeCtr삐1 pulse 흙aerators (pa따f톨) deslp혀 for portable, 률obUe，
or I"U앓~m홉 (삐d밍삐n훌 훌륨oa flasb.1amp d화뻐'$) bav빼I all the
foU‘JWing char톨cteris하$

(1) capable of de야%꺼JIg빼e1r me맴y Ia less 빼015 μs;

(2) ba바ng 뼈 아I빼at greater 빼aD 100 A;

(3) 뼈에Dg • rise time of less 빼aD 10따 Into loads olless thaD ~ ohms.
R뇨e time Is del1Ded as the t.i.me laterγat from 10% to 90% auient
ampUtude when clri애ng. resistive load);

(4) -enclosed in. dusted벌It endos따륙

(5) DO dimension grater than 25.4 aD (10 In.);

(야 weight less 야an 25 kg (55 lb.); aDd

(7) spedraecl for use over aD mended temperature ran한 (-so·c to
100°C) or speclraecl as suitable for aerospace u뚱·

6.4. H행h uploslves or substana:s or 톨lxtures coot.lnlng more tbaa 2CJ,아 aDYol tM
foUowin양

(a) Cydo‘etramethylenetetπnitramine(HMX);

(b) 앙clotrimethylenetrinitπmlne(RD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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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riaminotrinitrobenune σATB);

(d) Any explosive with a crystal density greater than L8 g/cm3 and having a
detonation velocity greater than 없뼈 m/s; or

(e) Hex2oitrost i1bene (f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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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UCLEAR TESTING EQUIPMENT AND COMPONENTS

7.1 Oscilloscopes aDd transknt r융Xlrden and spcdaUy Ms혈~ oompooents as (oUows:
plug-in units, external ampur~rst pre--a.mplil"teπ~ sampUng den야S， and cathode r훌y

tubes for analog oscil1osc빼es..

(a) NOD-modular aaalog OSdJ.IOSCOPeS ha에nga ....뼈width- of 1 GHz or 홈-eater;

(b) M얘띠ar analog OSdlIOSCOPe ~화ems bavblg dtber 01 the foUowlag
ch2raCleJ뇨tics:

(i) a malafπme 빼ha ’bandwidth- 011 GIU or p-eater; or

(피) Plug-in.modules with u-bld1얘do괴 -baDdwldthw of .. GHz or greater;

(c) Analog sampling osdllosmpes for the analysis 01 r융uning pheaomea.a with
an 얘‘ective '1wIdwldthwgreater than .. GH획

(d) D멜α1 OSdJ.IOSCOPeS 빼d trao.sieat RaJ벼eπ， using a.u.Iog-to-di혈tal

moveπ찌a techa1ques, capable 01 storiDg t:rusleats by sequeot1피ly “ mpUng
single.shot inputs at I훌훌:ss빠 lntervals of납S 뻐an 1 as (greater than
l 휠p-양mple per secoad), dlgldzlag to 8 bits or greater raolutk빼 and
storing 256 or more samp les.

Technical Notε -Bandwidth- is de6n어 as the band of fr억uencies over which the deflection
on the cathode ray tube does not 싫11 below 70.7% of that at the ma찌mum point m양일red

with a constant input voltage to the os여lloscope amplifier.

7.2. Photomultiplier tubes 헤tb. ph야oca야얘e area of puter than 20 cm1 ba에ngan

anode pulse rise time olless 빼aD 1 as.

7.3. H핑h-sp양dp따se 양Dentol응 with output voltages pater than 6 V Into a less than
S흥-ohm res빼ve load, and with pulse transit!뼈 tlmes less than 500 ps (defined as
the time interval betweea 10% aad 90% ..-oltage .톨pl1tl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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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IlER

.1. Neutron 양DU'ator 5πte~hκIud삐g tubes, designed for 여야rat'oa without an
e.x1em21뼈대WD system and UtW꾀nge‘eCtIv.itatk 8OC'.eleradon to lad‘i야 • 암itium·

deuterium nuclear r훌etioa.

.2. Eq따pmentrela뼈 toa밑:lear 톨ate따Ih톨빼삐뻐훌 빼d processlDg ud to 톨양융r

re혹dOl웅 as follows:

.2.1. Rei빠Ole manlp띠ators 빼흩tp뼈뼈& 빼훌빼뼈&빼 훌톨훌s1at1oa of ba톨빼 어톨rator actions
byelectr빠1， bydl톨뼈싫， or 훌훌효.Q1li짧I 빼훌쾌뼈 &빼 훨뼈 빨흩I톨뼈!II 훌빼 ud termlDal
f따ure 뻐at c:a.n be used to pro'뼈de remo톨훌 훌a빼윌S 뻐 r톨d빠cbemlcal.양paratlon

opentiol파 and "'ol cells.’ T혈 률aa1pa1ators 빼w .. capab뼈tytope툴etrate ι'DI or
more (2 n. or DIOre) oI" ~ll"빼 or, 매월륨8th'빼y， b매빼:e over빼e tc:애p or. cell wall
with • thickDess or 0.6 III or 빼@뼈 (2 fL 01' 톨ore);

2 .2. Hi밸-density (lead 명ass or other) r톨&빼빼빼Ie뻐1IIwt.뻐JWI 훌톨fer 빼.aD 0..3 m
(1 κ) 011 • side and 베th. CIeaS빼훌톨야f빼a3 훌/a버 l빼datbk얼‘ess oll00 mm
or greater; and 꽤훌iaUy desl밸ed l'rames tilκrefor;

2.3. Radia다OOe뻐rdened lV camer톨ssp뼈왜Iy desl훨ed or rated as ndlat빼a 삐벼eued to
wiφS앙ad puter thaD 5 x lac II톨15 (51) (S x 10삐 nd (51» ’뼈oat opeπμonal
d용r흩dation and spec뻐lly desl쩔edle뭘ses used there피.

3. Tritium.,힌dum COlllpowld.s, aDd 톨삶UJ'U aJDtalD뼈홉 여다umla 빼뻐 빼e ratio of
σilium to bydro햄 by atoms exceeds 1빼π lD l000a뼈ti l"α힐ctor 4evice

gιk뺑 not lf'IOt'e 빼m. 400oftr뀔l1'li ill 4DIY chen야흩rl Ot'빼빼m힘7ft.

4. Facilities or plants Cor 빼e pr뼈uct1oo， recovery, ex힐톨a뻐~ CllHICaItrat빼~or

hand파19 of암it1um， aad eq피.pm훌t as follows:

(a> Hydro흙n or beUum rel'rlgerat뻐Q an1ts capable of cooling to ·150·C (23 K)
or less, with beat re빠ow aapadty grea야r 빼aD 150 watts or

(b) Hydro흙D Isotope stonge aad purilkadoa.，ste톨sus뻐g 톨a삐 h뻐ides as
야e sto.톨흙， or pu.rifiaa때GO 톨edlWIL

5. Platini.zed catalysts Ipκ뻐uy designed or pr화톨red for promoting the bydro홈n

뇨otope exchan양 야act빼n bdWeaI hydro흙II aDd wata' for the reooveπ01 tritium
from heavy water or for the productioa of be:ayY ’톨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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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Helium in any fonu i..sQtopically enriched in the helium-J isotope, whether or not
mixed ~ lth other materials or conbined in any eq띠pment or device, aιφt fXαiua:s

orde찌cc.s con.따ininglas 야an 1 gofhεμum-3.

8.7. Alpha-emitting radionudides and equipment rootaining sud1 radwou다ides as
foUows:

All alpha~mittingndiooud1des ha애ng an alpha half·띠e 0110 dAys or greater b따
less than 200 years, lDdud1ng mm흙삐mds and lIl1XtUreS CQCIta파뻐I these
r톨dionudides with. total alpha ac쉴vity oC 1 auie톰r 얼&훌'UBI (37 GBqf뼈) or
greater aapt /01' tk.뻐:'cf CDIIkl.파k‘gkss 빼anlOOm파납ri!:l (~7 GBq) 0/a힘M Dt.화뼈’

per tI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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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APPEND다: Detailed SpeciflcatioD.S ror Machine Tools
(Item U. in Ust or Nuclear Du와-Use E파)On Cootrols)

u. -Numeric:a.l CXMltrol- UD.1양， IpedaIlJ de훌l훨ed-흩빠oa mati쩌 ...벼.s- ror ‘aame꺼혜

matrol’ appl뻐doas oa 톨.mIne tools, 매힐훌riCa1IYa톨g어뼈’ .ecb1ne tools,
spec삐llydes벌eel ‘sothrare,. aDd trinolo훌1" 뼈lows.

(a) ·Numerical COG빼F 빼빠.I lor 톨.mIne too뇨， 훌 follows:
(1) Ha에ngmore뻐an fo뻐r interp빼ling axe뭘 빼at CaD be coo해mat혀

화m띠t빼∞빼 for ·cx뻐뼈파뇨g∞ottol- or
(2) Having two, 뼈ee， or four interpolating axes that can be ∞。rd피at혀

S따1띠.taneously for 월빼.tour뻐g∞Dtrol~ and ODe or more of the foU빼ing

∞nditions are훨뻐led:

(i) capa뼈e of -real최me π@톨훌뇨I' of data to m여학'y the tool path
빼펴ngthe nutdtining φcratiOD by automatic ca1nt!.tiOD and
m뼈훌톨뻐D of "p힐t program- ‘tala t빠 fR·Fhkkg a 뼈o ormore axes
bym양nsofmea해뻐g앙des and 훌훌훌 to source data;

(il) capa뻐eofr'훌앙iDa빼reedy (on뻐e) ad proce핵ng∞aψuter-뻐ded

*혀p(e뼈)d훌1& for inteπalpr햄aration야ma&ine in힐uetions; or
(파) Capable, 삐!hout ml야Iific톨tion， accord빼g to the ma뻐:fac:turer's

teeiJnical 후훌꿇g훨.tiOD흑 oface빼뼈훌 ·빼tioaa1 be빼벼s that WI。띠d

pen미t 빼a훨화III the nur야er of mterpolatin훌 axes that can be
∞。떠뼈t빼 파mull빼e빼Jy for ·contour뻐g ∞QUO!，· above the∞ntrol

levels, even if they do not moWn these a뼈itiol빼1 boards.
(b) "M야빼mati'버 k톨벼5·'홈빼111 desl훌뼈 k """. tools ...에111 01톨 01'톨ore of

the rou‘JWing chanctξris웰cs:

(1) Providing intapolatiOD in I:뼈。re 뼈an four axes;
(2) capable of ‘r탤I timepr핸:acing" descnb혀 in (a)(2)에;or

(3) Capable of r훌낯뻐g빼d proc훌ins CAD data as describ혀 in (.)(2)(li)
above.

'N빼야 얼導ibi뻐홉~(Ii)_~~기繼빼활썰빼헬훨빼짜빼 1 0:빼m양뼈its 빼d 언no야on
control 빼ardSγif환썼쌓갖 j “ μι ‘ l 책LLy，정".""휴:판'-N~_ II'"

; , ??F 숭쩍rζ앙장했〈져얻‘:，;:$'，짤첼앓싫당‘ %、‘￥ X 싹:t긴X짧강짧νr‘ t

원‘나싼~.)훤책훌A뼈퍼eel for~~iDCOtPOr&ted훌삐빼α빼빼led‘훌훌빼뇨e획 or

J“、、책행iC팩옳혀파@빼혈R혀 씬X빼∞삐빠뼈벌m빼os.、감

Note 2: ‘ 엉#빼e'a (u흡빼jg廠im술j칸혜j술배뚫i파슬attol" u퍼.ts that may be
exponod must be: ,‘ 1 、

(a) ‘.、 In machine uecutable form 뼈광;&ad

(b) Limited to the minimum야윌훌ry foe the uso-(i~ inst파a빼n.

야>eratioo， and m획ntenanoe)‘of these units.

(c) Machine tools, as 'ollows., ror reDIG년ng or cutting 톨~~ra빼알， or composites,

which, according to 야e manuC~r's technical spedficat~ can be야uipped with
electronic drnttS (or simultaneous "'contouring mntrol" in two or mo~ 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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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Note:

2.

3~

4.

'(1)

The c·a피s on jig grinders u똥d to maintain grinding wheels normal to the work
짜따@ 양 not ∞nsid양했 a ∞ntouring rotary영S.

Not counted in the totar'-number of contouring axes are seoondaIy p따벌I잉

∞ntouring axe혹 e.g., a .secondary rotary ax뇨， the cent앙"line ofwb.뀔1 is pac하leI

to the p마nary rotary a화&

A꾀S Domeodature ShaD. be .in .110:찌며따wewith Intematio빼J Standard-1SO 841,
"Numer뼈I Conπ'01 Machines Axis 훌nd Motion Nomez혀aturι‘ ?짧￥ka‘

Rotary axes do not lleoessari뼈ave to fOtate1.Ner뼈효l켰 f빼렐、ax뇨 canbe
driven by a linear device. e.g.. .a 홉::rew or a tadc.and11uuon. '각 ‘.~

M.adt빠e too뇨 for tUnI1Dg, piad1D용 률1Q1D훌 oraaya뼈bl따dOG 빼ereol 빼at:

(i) Have two or more axes that can be∞ordinated simultaneously for
·∞ntouring∞ntear; and

(ll) Have any of the f;매awing마araet히화cs:

(A) 1\vo or more∞nlouring rotary axes;
(B) One or more∞ntounng허l다ng ~indlesa;

월와흐i 쩌(l}(ii)(B) 11뺏ies to웰dUne.∞It짧rg빼ding O! miningα1ly.

(e) -cammin( (뼈al 벼splacemen샤 in ‘빼e revolution of the
spin벼e less (better) 뻐.an 0.0006 mID total ind뼈tor reading
πlR);

l웰l효'~헤in(in(뎌 훌핸lies'야빼빼neto빠‘빼"cur빼g빼. ,

Annpy A-?

(0)

(E)

aRun .outa (out-of-true runn삐회 in one revolution of the spin벼e

less (better) than 0.0(뼈n요

The "positioning aα힐rade욕-with 빼l ∞m흙파ations av뼈.able，

are less (better)빼1:

(1) 0.0010 00 휠ty rotary뻐S

(지 (에 0.004 mm빼ng any linear뻐s (overall
F업dtio며08) for sri뼈ngma빼nes

(b) 0.006 mID 삐，oaga밍 linear axis {ov뼈

α효hi뼈ng} for m파ing or turning ma빼nes

씬와효 (c}(l)(퍼(E)(2){b)d흉뼈t빼뼈m페g'or turning
machine to∞lswitha'J)C회tionmgaa:aracy 'ti뼈gone

+ ‘'.linear 뼈s，해th 삐l∞mpen훌tions-aV2i1able，획따It。

or greater (worse) than 0α월 tOnL



Sulritem (c) does not control cy파ldrical

enernal. internaL and extern꾀-internal

grinding machines ha에19 all of the following
야arae:ter뀔뀔;

(a) '. N야 oeoterless ~뻐용양pel 벨n따1&
까 t ’ ~madJine휴 γ

f ’(b) ‘ '.1뼈i!a겐 to cyiindr월1홈mding;
(c) A mli;ml’껴뼈tkplg pmide

SO ,m
be 익

빼yj

d‘싫 J
F總섯 J

marbin
맛j혐힘oeSer톨lu
d과ra컨~

￥·‘%4i@흑y，c;빼뼈‘m
ciiisisg똥dtom획AW

{ • 薰萬‘간dthej쉴sis했행n

헬變빼빼n깅 cau훌QIId 앓 ?Jp

A:’파遊짧nh빼fI'.화빼Ie홉'"(not
놓tier‘

蠻m
i#훨뇨 짧짧4 ; 、 LJμ

∞mp11‘
t • ; ” f!힐윌ware-'째엌~iJeS빼~edfor the

,..,...t __"., .. +깅 p없없뼈oft뼈뇨 or했밟's;
、(b) '，vNomore'뼈an빼0，했훨y、axesthat

헬:?摩헛했했했#!!웠薰했∞u쇠y
""I ~. .. ...‘ ..ι- _ .....ι“.. ---, ~，.，，#， ι'£-.-' ι ‘ ......~oj“"".-:“‘ J

뤘챙§熟헬훌폈훨剛힐π빼g'l 휠합없렇쫓표〉τ

장 總했灣輕했샤뼈했神뀔훌)ln
繼웰짧꽉짚繼構織싫학석웰t훨ξ'tP빼，enol“less
꽉닛??1쓴 r〉〉t?t#면、놓剛빼찢，:"OJ數뼈mπR;

; 、 DIId‘
‘~ (l여 강μ&쥔Ie￥홉iti뼈뇨gac톨g훌웰，·빼thall

‘ ? ‘ 、r ∞mpen훌lioos a빼교abl~we Dot less
‘ ι (DCκ낯~)than:

‘ (i) O.α)4 mm .along auy，뻐ear

싫 v 섰:i핫썼‘......피.foro빠페p훨u뼈양;

、‘ " ...., χ 、 、 녕’역~'> :;:(π ’ ζ:~ v".’‘ .", '. “

“ ‘. (i때 ι ~ 0.001· foe any to웰y휠&

띤프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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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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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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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 
v “

Ann t"' x A-3

Electricaldls<쇼arge 톨achl빠es (EDM);
(i) of the wire foed type that have five or more axes that can be

coordinated simu1tan∞u화y for·，∞ntouring∞ntrol-;

Non-wire EDMs that have two or more ∞ntouring rotary axes and
that can be ∞ordin3ted sunuluneously for ·∞ntouring ∞ntro l. •

…
띠
/
l‘
、

(2)



(3 J Other machine tools for removing metals, ttramics, or composites:
(i) By means of:

(A) Water or other liquid jets, including those empl아ring abrasive
(additives;

(B) 타따.ron beam; or
(C) τ..aSU' beam; and

(피) Having two or more cotary axes that;
(A) can be∞ordinatedsim띠떠n∞usly for·∞ntou파19 ∞ntrol";

αν!

(B) Have a ￥。톨iti뼈n용 aa::wacy" of less (better) than 0.003·.
(d) ·5빠waπ”

(1) -software"후윌ally desi뱉edorm여16혀 foc the "devdopmenι·"produc다。n:

。c"않:" of여uψment controU혀 바 sub률tegories (a). (b). or (c) above;
(2) Specl피c "s빠빼re: as foU야'I:

(i) ~f뼈arc" to πovide ••야p빼r ∞ntroI’ and having both of the
foIl。뻐n8 야arae:teristks: ‘

(A) For ~빠뻐ema빼g따ing뻐its" (FMUs) that∞nsist at least
of학u힘meat descn"b혀 in (b)(1)빼d (b)(2) of the d핵떠다。n of
IIflm뼈，e maD\뼈@퍼ng 뼈itS치 lI1Id

(B) Capable of햄률1뻐gorm'여펴iDs. in ·r혀1 time processing.
-pan pr뺑톨m· data by훌ing the I뀔떠sob떠ned

lim띠taneo빼 by meaDS of at뻐g 빼애 detection t빼niqu양，

such 앓:

(1) M뼈ine 빼ion (optical ra빼ng);

(찌 뻐frat혀 뻐a링ng;

(3) A∞빼뀔I빼링ng (aco빼빼Ira밸n밍;

(4) Tae:tile measuremeaζ

(5) Iner해lpositi。떠n훌

(6) Force mea월remenμ
(7) To띠uem，혈suremen t.

펠옐횟顯판했蘇熟했했變鎭願했했쁨양빼 aton광 pro야des
繼繼繼활￡f배i1i&~합혔鎭뚫辦 J f?!FF젠藏휠빼eatJ뼈뻐n멸exible
撥繼繼빼‘ 빼\ >1혐i輕織敵f힘I흙 !鐵훌π，programs·，웰d a ~
5평繼;維澈칠삐/쏠웰빼t熾:繼짧훨훨詢빼하，the‘밸.rt pr뺑%J\S.•

(il) -soft빼te· for e1ec화onic:devices other φan thosξ d융a배ed in sub-
items Ca> or φ) that provides the -:뻐ner뻐l ∞ntrol- capab피ty of the
학띠pment∞ntrolled in su1::• item 1~

(e) Technology
(1) ’I뼈nolo휠· for the "dev상。pment" of여uipment∞ntrolledby sub-items (a),

(b), or (c) abc빼 (f) or (밍 below, and of the sub-item (이.

(2) ~엉mot뺑· for the -pc여uction- of억uipment∞oteoU혀 by SlIt←it빼s (a),
(b), or (c) above. (f) or (g) below;

(3) 。싸a ‘t빼m마。y;y:

떠 For the "dev，리opment- of interactive graphics as an integrated part in
-numerical ∞ntrol· 뻐its for prep하킹디。norm여피，cation of -pan
programs-;

(ii) For the 념eγ'e1opment- of integration -software- for in∞rporation of
expert 양stems for advanced decision support of shop fl∞r operations
into -numerical ∞ntr이" units.

A ..... ‘-v A -.d



([) Components and parts for 훌X빼~ ‘ools COCItroUed by sub·ltem (c) as “뻐ws:

( 1) Spindle assemblies,∞nsisting of spin버es and bearings as a minimal asser!'blv
with radial (-run-out·) or axial C'camming") a피s motion in one revolution of·
the spindle less (better) than O.αlO6 mm TIR.;

(2) Line하 position Ie혀뼈ck 뻐its (e.g.. inductive형pedev뻐:s. graduat혀없les.

1좌ee，· or infrared혐tems) ha년ng. with∞mpensation. an overall wacx파R얀.

bener than뼈 + (뼈 xLxl헌') DID • where 1‘ 억빠뇨 the e6획ve length in
m피야leters of the linear m양.surement; erupt measuring intederometer
한1야1혹 without dos혀 or 야)eO lac껴!' feedl:톨ck.∞빼빼뻐8 • WJUet' to measure
slide movement errors of ma뼈net，∞ls， d뻐easi빼.al in후ecIion machines. or
S뼈ilar equipmenμ

(3) Rotary position feedt홉ck 뼈its (e.g.. induct훨을양pe devices, ..duat혀 scales、

압앓r，- Or 피frared systems) ha배n훌 with∞mpensation. an -ac:x:..빼cy" less

(ben강) 뻐1 o.뼈'2S. of arc::; a쩌7t mea빼ina int톨ferometer' 행tems，

without dosed or 면웅aloe에p fee맨adc. ∞Dta뻐뻐.'뀐월r" to mea빼re 와ide

movement errors of n:뻐chine C∞Is. 빼measioo피 m후훌ionma빼.iDes， or
웰매ar 억u힘men끽

(4) Slide way a훌ernbUes consistin훌 ofa mia뻐a1 .ssem:빼 of ...빼， 뻐d. and slide
ha에ng 와1 of the folle뼈ftg 빼araderisdcs:

(i) A yaw. pi뼈. or roU of less (better) 빼m1률∞ads ofareπIt (Il~f.

ISO/DIS 강0-1 aver tun travel);
(피 Abot빼빼l 훌aigl\tne훌 ofle훌 (뼈톨)뻐빼 2 lID per 300 DUD

l삐gth; ill찌

(피) Aver히률l 훨뻐함ltDe훌 of less (better) 뻐an2 μII f1f~ fun tray，마 per
300 nun length;

(5) Sins야-point 혀amoad뀔펴nit。이 피seru ba찌DB 매 。f the fonowing
chuaα앙istics:

(i) A f1a해ess 뻐debψ-free c:u떠DB 빼IF 빠leo ID8gnjfied 400 times in 빼y

directiQn;
떼) Acu따ng radius out얘f쩌undnessl홉 (better) 빼aD O.OO2 mm πR

(빼。 peak..te>흙ak); and
(피) Acu떠ng radius between 0.1 and S.O DUD, 빼d파ivι

(g) Sκ빼By desl횡eel eolDl빼훌au or nb-use톨bUes， 훌 10110빼t C2pble 01때훌i삐Dg，

ao:o삐lDg to 빼e 톨a.aafactaftl". 빼혀llcatl빼s，~‘빼흐늘 1 contror -Its, 톨otlo톨

COCltrol뼈삐st 톨*궐1ae tooJj‘ 01" feedback 빠*:빼 to 01'.뼈ft 빠lot leftIS ClOG빼바d

m와b·ltems (a), (b), (e)f (0(%), or (0(3):
(1) 깐int혀 citακ 야a여s with mounted∞mponeuts and ·s짜빼re- therd。π

(2) ‘Compound rotary ubles.-

Tedlnial~ Ddln1tloas 01 Ter톨as:

eaa:uracy" - U짜와Jy measured in terms of in훌@징racy， defined as the maximum deviation,
positive or nega야Vξ 。·f an indicat，혀 뻐ue from an accepted standard or aue value.

-adaptive∞ntrol" - a ∞ntrol 혐em that.헤따ts the resporue from 0)뼈itions detected
during the operation (Ref. 양。 2없>6-1980).

-cam뻐ng" (월ia1 di후la윌nent) - A피피 displacement in one re'l쩌lution of the main spindle
measured in a plane κrpendiadar to the spin배eta야pI.ate at a point next to the
circumference of the spin벼e faceplate (Ref. ISO 230 Part 1~1986， paragraph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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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und rotary table" - A table allowing the workpiece to rotate and till about two non
paraJlel axes, whIch can be ∞ordinated simultaneously for ’∞ntouring controL"

"contounng control" - Two or more '"numerically ∞ntrol1ed· motions 0야R따19 띠 accordance
with U1StruCUOns that 핑ecify the next r슴quired’ position 때d the ceq띠red foed rates to that
POSl다on. These feed rateS are varied 띠 r리ation to each other so that a desir벼 ∞ntour is
generated (Ref. ISO/DIS 2806-1980).

·digital∞mputer"- Eq띠patent w바야1 can, in the form of one or more 마saete빼riabies:

a. ACcept data;
b. Store data or 피struc:tions in ,fixed or alterable (91더table) storage devices;
ι prα:css data by means of a star，혀 sequence of in.stnJctions which is

m。이flabl다 and
d. Provide output of data..

N.B.: Modifications of a stored 풍핸ence of피struetions include replacement of
r 칩xed stora훌;e devices, but Dot a pqysical 상Wlge in wiring or interconnections.

'"fIe빼，Ie manufaetu뻐g 뻐it (타Rη" [iomet빠les 외so referr혀 to as -ncx뻐ema빼훨a따ing

system· (FMSr or "fl양ible 빼nufaet따109해1 (FMC)1
An en디tywhi야1 includes a ∞mb띠ation of at Ie앓t:

a. A"마휠tal ∞mputer" 파dud피g its 0빼 뇨획a 훌。rage· and i다 own related
equ1pmenζ and

b. Two or more of the following:
1. A ma，마ine tool deso빼ed in Section 1.2.;
2 A 따roe따ion매 inS뿌ectionma야ine desc빼ed in Section 1.3.;
3. A ·robot·∞ntrolled바 Section 1.6.;
4. ‘ Di휠때ly ∞ntrolled 억띠pmcnt ∞ntrolled by S항ion 3.4.

맙ser" - An assembly of∞mponentsw뀔ch produce coherent light that is amplifi혀 by
stimulated em싫sion of ra따alion.

’ main storage" - 깐Ie primary Storage for data or 피훌ructions for rapid aa::ess by a central
processing unit. It ∞ns뇨ts of the internal storage of a ·φgital ∞mputet" and any
hierar마ical extension thereto, such as cache storage or Don-sequen뼈ly accessed extended
storage.

"miaoprogram’ -As여uence of티빼entaIy inst래<::tior륙 m웰n뻐피혀ma 후혀a1 storage, the
ex없Ition of which 냐 ini디ated by the intr여uction of its reference 뻐stI'UCtion 피t。 빼

mstruetlon regISter.

·motion ∞nπ01 board" - A1J 티윌m피c. assembly 후혀.ally des팽led to provide • ∞mputer

양stem with the capability to coordinate 획m띠，tan∞파ly the mo다on ofaxes of machine tools
for ·∞ntou다ng ∞ntroL"

"numerical control" - 까Ie automatic (X:mtrol of a process perform벼 byade에g 뻐at makes
use of numeric data us빼.y mπodu뼈 as theφ핸디on 뀔 in progress (Ref. ISO 깅82).

‘part progr따n" - An ordered set of instructions in • language and in a format r억uiced to
cause operations to be effected under automatκcontrol. which is either written in the C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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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machine program on an input medium or.prepared as input data for proc앙sing in a
∞mputer to obtai낀 a rnaζhme program (Reε ISO 2806- 1980).

·pOSltloning a야uracy"

Of ·numerically∞nσ매ed- machine t∞Is is to be determined and presented 피
a야。rdance with paragraph 213. in ∞띠unction with the req띠cements below:
(a) Test ∞ndi디ons 댁OfDIS/깅0/2， paragraph 3):

(1) For U hours before 빼dd따ing m양일rements， the machine t∞1 and
accuracy measuring억uipment will be kept at the 월me ambient
t야lperature. During the premea일cement tim특 the slides of the
macbjne will be∞'OtinUOusly양d혀 identically to the way they will be
양며ed during the acx:w흩cymea와rements;

(2) The rna뻐ne 빼allbe 억u후p혀 with 뻐，ymechan압J. eJectroruζ or
∞ftware∞mpcns훌tion to be exported with the machine;

(3) A∞Jracy of measuring여liψment for the m잉surements뻐all be at
least four 디mes more Aα뀔ate than 뻐eapea혀 mad파Ie t∞l

aex짜acy;

(4) Power supply for 와ide drives 빼빼lbeufl빼ows:

(i) 갑Dev며tage variation 빼빼1 not be greater 'than t: 10% of
nom피al rated voltage;

(li) Fr，엑.leo잊y variation 빼왜1 not be greater than :t2 Hz of normal
fr억uency;

(파)Lin∞uts or intenupt벼 senioe are llOt야rmined.

(b) Test Program (paragraph 4):
(1) Fe벼 rate (VI타。city of 앙ides) d빼g measurement 밟all be the rapid

앙averse rate;
N.B.: In the case of m횟chine tools wh납I 훌Derate optical 띤1ality

lUI훨g흑 the fe혀 rate sh외lbe 억뻐1 to or less th따1 SO m.m per
mmute;

(2) Measurements sh와1 be made in an ina'emental m뻐ner from one 파떠t

。fthe a피s travel to the other without returning to the starting position
for each move to the target pc:융ition;

(3) Axes not being measur벼 shall be ret빼혀 at micS.tra.vl하 d따ing test of
ana끄so

(c) Presenta다on of test results (paragraph 2):
The results of the mea.suremen양 must 파dude:
(1) 멍OS1다0마Ig acxucacy" (A) and
(2) The mean rever훨1 error (B).

"program’ -A sequence of 뻐strue:tions to carry out a proe::el훌 in, @ ∞nvenible into, a fonn
executable by 뻐 e1oc:tronic∞mputer.

-r혜·t따Ie processing- - Proces획ng of data by 훌n e1잊ro따c ∞mputer in respol파et。 빼

external event aco야ding to time r여띠cements inψ。싫 어 the enenW event.

-robot· - A rna따p띠a디onm혀a따sm. w파ch may be of the ∞ntinuous path or of the point.
to-p。피t variety. may 따eWsensoπ· and has 파1 the f;。뻐빼ng characteristics:

a, Is multifunctional;
b. Is capable of positioning or orienting mater벼. parts, tools or 후강.al devices

throu양1 variable movements in three-dimensional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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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n∞ rporates three or more closed or open loop servo-깅evi.:es which may
melude stepping motoπ; and

d. Has "user-accessible programmability" 여 means of teach/p뇨yback method or
by means of an eJ∞rome ∞mputer which may be a programmable logic
∞ntroller， i..e "1 without mechanical intervention

N.B.: The a야ve definition does not include the {oil。휴ing devi야:s:

3. Ma따p띠때。nm혀\anismswhich are 。따yman뻐11yItel∞per:ator

controllable;
b. Fixed sequ야oem빼ipulation m뼈뻐파ns해뼈1 are automated

mov띠.g devi，웅s. operating aa:ording to m혀파파cal양 fixed
programmed motio따. The program is m화녀파cal앙 limited by fixed
stops, such as pins or cams. The s어Uenoe of motions and the
힐lection of paths or an멍es are not varia뻐e or changeable by
mee뻐IIi때， 티ec:tronic or e1ectr뻐J means;

ζ M뼈anieal앙 ∞ntrolled 빼ria버e쩔uencem때쳐1따a다。nm앙1때파ms

which are aatomated m뼈ngd‘빠잊:sw operating aa::or따ng t。

mech때뼈lly ~ed programm어 motions. The program is
mech빼때Iy limited by fixed, but a며U효.able， st핸‘ such as p피s or
cams. The s억uence of motions and the se1없ion of paths or an범g
arev:따la버e within the fixed program pattern. Variations or
modifications of the program pattern (e.g., changes of pins or
exchanges of cams) in one or more m따ion U e$ are accomplished only
throu방1m싹lanical operations;

d. Non·servG-∞ntrolled variable sequence m뻐ip따.ation mechanisms
which are automated moving CJeViOeS., 야>erating aaxle마ng to
mech원니cally fixed programm혀 motions. The program 뇨 variable, but
the sequence peace혀son앙 bythe 바따ry 획힘.a1 from m혀1빼cal양

fixed eloctr뼈J b빼Y devices or adjustable stops;
e. S t.acJcer a따les 야fine납 as Cartesian coordinate m때ip띠ator 양stems

manufactured as 뻐 integral P휠t of a vert월i 휠ny of storage b떠sand

designed to acx:ess the contents of tho:se bins for storage or retriev외.

·run out" (out-of-true 미m파Ig) - Ra따al 따splacement in one revolution of the main spin벼e

m혀sured in a plane peφendi，αlar to the spindle axis at a point on the extemal or internal
revolving surface to be tested (Ref. ISO 230 Pan 1-1986, paragr힐ph 5.61).

’ sensors" - Detectors of a physical phenomenon, the output of w파상1 (after∞nveπion into a
signal that can be interpreted by a ∞ntroller) is able to generate ‘programs" or m여파
programmed instructions or numerical program data. This includes ..양ns아'S" with machine
V파i。π 피!rared ima힘ng. a∞파다cal 떠a함19. tactile f;항.U1하i꾀 position measuring. optical or
acoustic ranging or force or torque measuring capabilities.

"s야ware’ -A ∞Uection of one or more -programs" or -00σopro양'aIDS. fixed in 뻐y bngJ.ble
medium of expression.

"til띠1& spindle" - A t∞I-holding spindle that, during the machining process, a1te!'S the
angular posirion of its center line with respect to any other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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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ysical change in wiring or interconnections; or
깐le setting of funcr.ion controls including entry of parameters.

·user-accesslble programmability"
The facility allowmg a user to insert. modify or replace ·programs· by means Olh('(
(han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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