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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요 약

원자력 국제협력 정책연구 : NPT 대웅전략과 원자력 손해배상제도

분석을 중심으로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는 세계 원자력 청세를 파악.분석하여 우리의 원자력정책에 반

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국제 원자력 수출통체제도의 동향분석， 핵

비확산 동향분석 및 NPT 대웅을 위한 전략수렵. lARA 선진이사국 진출을

위한 현장 6조 재정안을 작성하였고 원자력 손해배상제도의 분석 풍에 대

하여 각 분야별로 분석하고 대웅전략을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 수출통제는 전략물자수출입제도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의 핵비확산 노력을 나타내고 원자력기술 도입을 확대하기 위

해서는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시 되고 었다. 그

러나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제도는 최근 통제범위를 확대하고， 유사한 제도

간의 통합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둥 복잡한 양상올 나타내고 었다. 따라

서， 수출통제에 적절히 대웅하기 위해서는 국체 원자력 수출통제의 발달과

정과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수출통제 동향에 대한 이해가 펼요하다.

NPT조약의 경우， 조약이 발효된 후인 25년이 경파한 1995년에 조약의

연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조약이 발효된 후 펑

화이용 목적의 원자력 활동이 핵확산을 이유로 제한받아온 실정을 감안하

면 앞으로 2년 후에 열릴 연장회의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

도록 노력할 펼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대웅전략의 수립이 중요하다.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점증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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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EA에서 선진이사국으로의 진출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IAEA 이사회 구

성에 관한 파EA현장 제6조의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려나라는 선

진이사국 진출을 위하여 현장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려나라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원자력 기술자립의 조기달성이 가

능하게 될 것이다.

원자력손해 배상문제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국경을 넘어 타국에 가

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국내 원자력개발이용의 증진과 함께 주변국가의 원자력 개발이용도 증가함

에 따라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국제 핵비확산 동향파악 'NPT연장회의 대웅전

략t IAEA 선진이사국 진출을 위한 IAEA 헌장 6조 개정안， 그리고 체르

노빌 사고이후 그 문제점이 심각하게 부각된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분석과

대웅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원자력 수출통제에 있어서는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의 발달파정을 연도

순으로 살펴 보았으며， 이러한 발달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원자력 기술이전，

핵확산 위험， 수출통제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원자력 수출통

제의 변화와 관련한 최근의 주요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특히 미국 및

독일의 KNOW 규제 쟁거위원회와 원자력공급국그룹의 통합 움직임 동은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의 발달과정과-최근의 동

향을 통해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채도악 향후 전망과 한국의 대웅방향을 셜

- 정하였다.

또한 NPT 대응전략을 위하여 먼저 국제- 핵비확산 동향 분석， 조약발효

\01 후의 NPT 이행평가， 조약의 유·무기한 연장이 원자력 이용개발 활동에

미치는 사항을 분석한 후 우리의 대응방안과 전략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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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와-관련하여서는 우선 ·퍼EA의 주요동향을;살펴보았으며， 아울려

북한의 NPT 탈퇴선언에 따른 IAEA 안전조치 강화문제 IAEA 내의 .정치

문제(남아공 문제 유고의 대표권 문제 이스라앨 문제) 및 선진이사국진출

을 위한 파EA에서의 국가지위 향상방안을 검토하였다.

원자력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배상제도를 중심으로 미국， 얼

본 영국， 프랑스 독일 둥 선진외국의 제도와 원자력손해배상 관련국제조약

을 조사하였으며 비엔나조약-개정작업 경파 및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기

술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현재의 국제 원자력 기술여전 구조하에서 수입국가가 원자력 기술이전

및 국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급국과 동둥한-수준의 원자력 수출통

제제도를 구축하여 원자력 이전에 따르는 핵확산 위험의 증가를 저지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

수출통제 추세는 일반산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원자력 수출

통제제도 도업에 따른 수출얘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청

교하고 효율적인 수출통제관리체제의 도업 및 개발이 전체되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전략기술무역정보센타(CISTEC)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첨

단기술보호위원회(HICOM)를 설치하고 있는 대만 풍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NPT연장의 경우 1995년에는 NPT를 무기한 연장할 것인가 또는 유기

한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본 보고서의 표 3.2에서 분석·펑가한

바와 같이 개도국의 입장에 있는 국가들은 유기한 연장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핵보유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무기한 연장을 지지할 것으로 전

망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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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가 무기한 연장된다면 이 껴1 확의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펑가되며， 특히 우리나라가 개도국인 정율 감안하면 유기한 연장올 지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NPT가 원자력의 이용개발 문제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정치·경제·사화척인 문제들올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관련부처 및

각 연구기관의 의견을 종합 취합하여 우려의 국익올 최대화할 수 있는 방

안올 선택해야 할것이며， 이를 위하여 NPT대웅을 위한 특별 대책반율 구

성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IAEA에서 우리나라가 선첸 이사국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많A헌장 제

6조의 재정안올 제시하였다. 이러환 개정안을 제시한 목적은 당연직 지역

선진이사국‘ 및 선원물질생산국의 재념에 따라 당연직 선진이사국으로 진출

하기.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재정안이 정부의 방침 젤정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원자력손해배상 문제의 경우 최근 국내 원자력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문제정들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손해에 관한 국제협력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는

점올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현행 원배볍상· 원자력사업자의 무한책임올 유한책임으로 전환，

. (2) 손해배상조치액의 한도를 인상(현재 90억원)，

(3) 비엔나조약 가입을 적극 추진 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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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A Study on 안le Establishment of National Nuclear Foreign Policy

with Reference to Establishing Sσategies for the NPT Extension 없ld

Analysis of Nuclear Liab.ility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The ov앙'all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international

nuclear export control ~ystem 없ld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circumstance, to establish national strategies for the NPT extension" to

suggest revisions of the IAEA Statute Article VI giving ‘ Korea

permanent membership on the IAEA Board of Governors, and to

analyze and es~blish counter measurements for nuclear liab파ty in

various fields.

Although Korea has enforc어 nuclear export control as a means of

COCOM, it is still necessary for the counσy to be a party to the

international nuclear export control regime in order to facilitate easier

tranfer of advanced nuclear technology 하ld for 암le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redibility.

Meanwhile, the recent international nuclear export control regime has

become involved in a complex situation due to enlargement of the

control scopes and the trends of the intergration of similar systems.

Accordingly. it will be useful to review 킹ld 따1외yze 삼Ie development

process and the current status of 삼Ie international nuclear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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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regime.

In the case of the NIT, an impoπ킹lt conference will be convened in

1995 to decide whether the treaty extension should be limited or

unlimited which should be reviewed 25 years after the 다-eaty has

entered 'irito force.

Considering that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have been- restricted

under the veil of NPT, we need to reflect -the nation ’S ‘ position 'in -the

NPT extension conference. Th앙'efore， counter strategies for the NPT

extension problem should be established.

As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increases more and more in

the field of nuclear en많gy， Koreaι is required. to become a member 'of

the lAEA Board of Gov망nors. Amendments to the IAEA Statute

Article VI concerning membership of the Board have been processed,

and Korea now need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global arena in

。rder to gain entry to 암le Board of Governors in the near future. ,‘ To

do so, it is necessary for our country to be promoted to international

status and to achive early self-reliance in nuclear technology. ‘

Following the Chemobyl accident, the ’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inflicted upon neighboring countries has drawn the attention of

the world. In the meantime, as' the developmenf and use of nuclear

en앙gy in both our country and surrounding coul)tries have -increased,

so the national countermeasures against nuclear damage are required.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study is composed. mainly of four parts 'related t。’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non-prol표eration， 상le NPT extension, the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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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IAEA Statute Article VI, -and'삼Ie nuclear liability.

First,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int많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 on the basis of chronology has been review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e nuclear ￠chn。l。gy tansfers, me risk of me

proliferation 하ld the nuclear export control have been analyzed.

According to this study, it is especially noticeable that 띠e United

States and Gennany enforced the KNOW control and the possibility of

the integration of the Zangger Committee and Nuclear Suppliers _Group.

This study also suggests future Perspectives of nuclear export control

regIme 없Id establishes basic strategies for building a domestic nuclear

export control system in Korea.

Second, after analyzing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circumstances, the implementation of the NPT and the influence of

peaceful uses of nuclear en앙gy on limited or u띠irnited period extension

of the NPT have been reviewed and the strategies for Korea ’s

positions conceming the NPT extension have been suggested.

Third, the major trends of the IAEA have been analyzed and the

issue for strengthening the IAEA Safeguards followed by North Kore

a ’ s withdrawal from the NPT and the political IAEA issues(problems

of South Africa, Yugoslavia and Israel) have been reviewed in this

study. A proposal for the promotion to international status for our

country in order to gain a pennanent membership in the IAEA B。하d

of Governors has also been made.

Last, the nuclear compensation system of the advanced c~)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Britain, France and Gepnany and tha~

of our country has been investigated, and the progress of the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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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the Vienna convention and the dire다ion of our ~ountry’ s p이icy have

been presented.

IV. Results 없ld Proposal for Applications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of international nuclear technology

transfer, in order to more easily σansfer advanc어 nuclear technology

and to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hat the nuClear

importing country must establish the national nuclear export control

system which would be on the same level, as the exp야ting countries

in order to prevent proliferation risks.

However, as the current situation of int양national nuclear export

control becomes more related to the general industries, 단I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a more effective 없Id exquisite export control

system will be needed to minimize 당le negative effects in the

internation외 trades. Therefore, the experiences of CISTEC in Ja맹nand

HICOM in Taiwan are reconunended for u다lization.

In the case of the NPT extension, a conference shall be convened in

1995 to decide wheth장. the Treaty shall continue in force indefInitely,

or shall be extended for an ad버tional fixed p앙iad or periods.

From the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effects following the NPT

extension in Table 3.2, it is expected that 단Ie underdeveloped countries

will support the position of the limited NPT extension 따Id that the

advanced countries w피 S때port 암Ie position of the unlimited extension.

If the NPT is extended indefInitelY, obstacles would develop in the

national mid-and long-term nuclear R&D projects which have 양것en on

going in Korea. Consid앙ing that our country is still one of the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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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f최 countries, the limited extension p려ad would be more

advisable for us. Howev앙·， 단le consequenses of the NPT include not

only the utilization 하ld the development of nuclear en망'gy but 떠so

internation싫 p이itics， and economic and so다al aspects. The optimized

position for the national benefit should be chosen, and a task foπe

team composed of related gov앙mental authorities and institutes, would

work together on counter strategics to overcome problems caused by an

NPT indefinite extension.

m 삼lis study, a revision proposal regarding the IAEA statute Ariticle

VI providing for our country to en뾰r the IAEA Board of Gov앙nors has

been suggested. The purpose of the revised proposal is to ent앙 the

I.AEA Board of Gov많nors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of a

permant regional membership in 상le lAEA Board of Gov앙nors. We

hope the revision proposal can be applied for setting up the national

policy.

Recently, became of rapid development of 강le nud않r indusσy in our

country, many unexpected issues have been brought about, and it is

recommended that the following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view of the fact that int앙national cooperation for nuclear liability was

to be strengthened following the Chernobyl accident.

a) Conversion of limited liability into unlimited liability of the nuclear

utility for which the existing Atomic En앙gy Act provides.

b) Raising of the nuclear compensation measure 없nount. (9 billion

won at present)

c) Acceleration of our joining the Vienna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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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 장 서 론

원자력은 그 이용방법에 따라 무기로 사용할 수 있고 원자력발전 및 동

위훤소 이용 둥-명화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환 양면성으로 인하여 원

자력의 연구개발 및 이용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다. 포한 원자력사

고는 체르노벌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범위가 상

당허 광범위하고 또한 그 당사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가에 까지 영향을 미치

게 되어 사고에 대비한 원차력 손해배상제도도 주요 관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올 포함하는 국제 원자력정세의 분석과 각 사안에

대한 대비전략이 훨요하며 이를 국가의 대외정책에 적절히 반영하여 원자

력 대외짧t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J홀· .:#-τ v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주요관섬이 되고 있는 원차력

수출통제문제， NPT 연장문제， IAEA 선진이사국 진출문제， 그리고 원자력

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 섬도었는 분석과 각 분야별 대웅방향 또는 전략올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국제 원자력 수출통채제도는 원자력 물질， 기술， 장비 둥의 공급측면에

서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방선진공업국을 중심으로

일부 동구권 국가가 회원국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물자수

출입제도에서 원자력 품목을 수출통제하고 있지만， 우리의 핵비확산 노력

을 나타내고 원자력기술 도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 원자력 수출통체

제도에 가업하는 것이 필요시 되고 있다. 더욱아， 최근에는 이중사용 품목

이 원자력 수출통제 품목에 포함되는 둥 국제 원자력 수출통체제도는 통체

범위가 확대되고 통제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자력

수출통제에 척절히 대웅하기 위해서는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의 발달과정과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 수출통제의 동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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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서냉전의 종식에 따라 세계는 평화적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냉전종식으로 인하여 핵비확산 분야에서는 j포‘다른-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한 각?공화국닝들의핵무기

보유와 구소련 과학자들의 문제국가로의 유출을·들 수 었다. 따라처세계

는 과거 .냉전채제하에서의 핵무기의 대량보유에서 그 절대적인 수는 감소

하고 있지만 수평적 핵확산이 얼어난 상황이다.

특히 。l 라크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국제평화유지를 원하는 많은 국가

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북한의 문제는 미해결 상태에 었다. 이러한 -문제

점들로 인하여 국재 원자력 청세는 그 명화적 이용.개발에 었어서도? 핵확산

을 이유로 제약이 심해질 전망이다.

。}와 관련하여 최대의 현안은 NPT(핵무기비확산조약)의 연장 문제이

다. 만일 이 조약이 무기한 연장된다면 기존의 남북관계(선진국과 개도국)

는 더욱 고착될 것으로 전망되며 유기한 연장된다면 채호국들의 원자력

이용개발 촉진을 위한 국제적인 메카니즘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재 국가전력생산의 약 50%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 그

이용확대가 전망되고 있는 우라나라는 NPT연장문제에 많은 관심올 가지

고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NPT대웅 전략흘 수렵할 때 도움이 되도록

NPT가 발효된 이후 국제 원자력 정세에 영향을 머쳐온 주요한 요소틀을

검토·평가하고 NPT의 유·무기한 연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였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에 미철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대웅 방향의 기본적언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NPT는 원자력 이용개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국제정치·경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얽혀있는 조약이므로 정부r의‘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대응전략이 펼요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

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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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중 IAEA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된 현안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문제와 기술협력 및 안전조치 수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문제였다. 특히 안전조치와 관련한 최대의 현안은 퍼EA의 척극적 사찰의

지를 표출한 SAGSI (Standing Advisory Group on Safeguards

Implementation>보고서였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SAGSI는 안전조차제

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큰거로서 원자력활동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는 머신고시셜 및 신고시셜 내의 미신고 핵활동올 사찰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NPT 탈퇴선언은 핵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세계적 조류에 역행

하는 조치로서 북한문제는 향후 NPT체제에 커다란 변수로 둥장하였다. 한

편 북한은 NPT체채에의 복귀조건의 하나로서 원전(경수로)건설기술의 제

공을 요청하였으며 우리나라를;비롯하여 ，p1국과 일본은 이- 문제를 섬도있

게 검토하였다.

IAEA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문제가 있었다. 첫째는 남아공화국

의-핵무기 생산능력에 관한 IAEA의 검증작업이었으며 둘째는 유고연방의

해체에 따른 유고의 대표권 문제였으며， 셋째는 어스라엘 문제와 관련하여

중동지역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문제였다.

파EA의 이사회 구성문제는 1957년 IAEA가 창셜된 이후 각 지역별 또

는 국가별로 이사회구성에 관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계속 논란

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전의 시설용량이나 원자력의 전원구성비에

았어서 10대 원자력국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IAEA 이

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에 상용하는 지위률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연

직 선진이사국 진출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원자력사업 수행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원자력손

해배상처리에 관한 제도이다.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다른 배상제도에서는

보기 어려운 두가지의 특색을 가지고 았다. 하나는 제도의 목척이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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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이 제도를 마련하게 된 동기이다.

원자력손해배상제도와 목척은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r피해자의 보

호」를 도모함파 동시에 r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달」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포한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장래 만일의 사태를 고려하여 미리 원자력손해

배상에 관한 제도를 정비해 두는 것이다. 특히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파거

의 구체적인 체험어 축적되어 그것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피해

자에 대환 보호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하여 톡

별히 확립된 제도이다.

무엇보다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촉잔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원

자력손해배상제도를 개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TMI 원전사고 및 체르노

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정증하

고 있기:꽤문에 원자력손해배장 관련 결잔!rjE략 현황도 파악되어야 한다.

한편 국제원자력겨구를중심으로 현재 비엔냐조약의 개정작업이 추진되

고 있다. 이것은 그 통안 거의 실효성이 없었던 기존 비엔나조약을 현실에

맞도록 개편하여 전세계 국가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아 원자력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올 전 지구척 차원에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의 지속척얀 개발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원자력의 사

전 안전성확보 뿐만 아니라 원차력사고에 따른 최선의 배상체제를 확립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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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의 발달과정과 전망

제 1 절 국체 원자력 수출통계의 발달과정

1. 미국의 원자력법 0946년)과 아이젠하워의 UN 선언0953년)

미국 원자력법의 목척은 세계에서 미국의 주도적인 위치를 유지하

기 위한 것으로， 이 원자력법 아래서는， 비록 파학척·기술척인 정보의 제

한된 조건부적인 이전이 허용되었지만 중요한 자료는 국방과 안전보장아

라는 이름아래 유포가 통제되었다. 결국 1946년 미국의 원자력법은 어떠한

원자력 정보도 동맹국올 포함하여 타국으로 이전하는 것올 금지하는 것이

었다.

이러한 정책의 기조는 러시아， 프량스， 영국 동의 국가가 핵폭발 실험에

성공하여 미국의 독점적 지위가 위협을 당하게 되고， 아이첸하워 대통령이

1953년 UN에서 .원자력의 명화적 이용 (Atoms for Peace) ’ 이라는 새로

운 체안을 하기 까지 계속 유지되었다.1)

2. 대공산권 수출통제제도 (COCOM.l앞%년)

COCOM은 제2차 세계대전후 동구권에 공산정권이 출현하여 확산되

어 가던 1949년 11월 미국의 주도로 셜립되어 2)， l950년 1월 1일 정식으로

그 기능여 발휘되었다. COCOM의 목적은 구소련을 위시한 공산권 국가들

의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물자와 고도기술의 금수 또는 수출규제

가 목적이었다. COCOM의 통제품목은 산업품목(1 14개). 군수품목(23개)，

1) Crowe, S., and Ginifer, ]., "Nuclear Non-Proliferation: A Brief History
1945-197σ’， In D. Howlett & ]. Simpson (oos.), Nuclear Non-Prolif<앙ation:

A Reference Handbook, Longman Current Aff:하rs， 1992.
2) 벼슷한 시기에 미국은 형화시의 계속적안 수출통제를 위해 수출통제법(Expoπ

Control Act of 1949) 을 통파시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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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차력 품목(21개)에 포함되는 158개의 방대한 품목군으로 구성되어 었다.

미국 수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5조 k항애는 미국정부가

수출통제 실행을 위해 외국정부와 협상할 수 있도롬 규청，한곡 았는덴，，우

리나라는 1987년 미국과 COCOM에 대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1993년 개

정된 대외무역볍 제 24조 3 및 동법 시행령 제 48조 4의 규정에‘의거’ 1993

년 10월 1얼 현재 전략물자수출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원자력의 경우 24

개 원자력 품목군이 우리나라 전략물자수출업통제에 포함되어 있다.

3. 핵비확산조약 (NPT, 1970년)

원자력 무역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틀은 1970년의 핵비확산초약

(NPT)에 의해 제공되었다.3) 핵바확산조약중에 원자력 무역에 관한 사황’은

제 I조에서 제 IV조에 담겨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

- 제 I조와 재 R조에서는 핵무기보유국과 비보유국이 핵무기를

이전하거나 양도받지 못하도록 규정

- 제 ill조 2항에서는 핵무가비보유국으로 이전되는 핵분열성

물질에 대해 lAEA의 안전초치를 척용하도록 규정

- 제 IV조에서는 명화적 목적으로 원자력 기술과-물질에 접근하는

것이 확실히 보장됨을 언급

4. 쟁거위 원회 (Zangger Committee, 1974년 )

핵비확산조약의 제 ill조 2항의 실행을 위한 협상은 1971년에 핵l:Jl

확산조약의 원자력수출국위원회 (Nuclear Exports' Committee; 일명 쟁거

3) Ber암lout， F. ’'The NPT and Nuclear -Export Controls", In D. Howlett and J.
S피lpson (edsJ, Nuclear Non-proliferation: A Reference Handb∞k， Iρngman

Current Affairs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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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의해 시작되어 1974년 두개의 양해각서 (양해각서 A，B)를 IAEA

의 문서 INFCIRC/209로 발간함으로써 실질적인 원자력 국제 수출통제 체

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쟁거위원회는 통제품목을 계속 개정해 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4)

1978년， 중수 및 중수소 생산 샤설과 가스확산공장 추가

1984년， 가스원심분리 시셜 추가

1985년， 재처리 시설 추가

1990년， 가스확산 시셜 추가

5. 원자력공급국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1978년}

1970년대 초， 원자력발전과 관련하여 비 NPT 국까와의 원자력 교

역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추세는 1974년 파EA와는 독립된 집

단인 런던클럽으로 불리는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의 설립을 가져오게 되었다 (Ber없lout. 1992). 원자력공급국그룹의 셜

립은 쟁거위원회에 속해있던 미국 구소련 둥 주요공급국과 쟁거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프랑스가 주축이 되었다.

원자력공급국그룹은 결성된 후 13년 만인 1991년 5월 혜이그에서 처음

으로 회의(비공식)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와에서 원자력 수출통제에 중요한

전기가 되는 원자력 이충사용품목의 통체가 논의되었다. 그 결과 1993년 1

월 부터 이중사용 품목에 대한 수출은 원자력공급국그룹 회원국을 통해 국

제적으로 통채되고 있다.

6. 미국의 핵 비 확산법 (Nuclear Non-Proliferation Act: NNPA, 1978년)

미국의 1978년 핵비확산법은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고속증식로

4) IAEA, INFCIRC/209/Rev.l , November, 1앉%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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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에 대한 국제척인 유예를 통해 장재적 핵개발국이 플루토늄에 점근

하여 발생하는 위험올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결파적으로 미국의 핵

비확산법은 마국의 원자력 수출통제 정책에 다음과 같은 변화5)를 가져오

께 되었다.6)

전면안전조치(FSS)를 공급의 조건으로 합-

• 보다 엄격한 물리적 방호가 도입되어야 함.

농촉과 재처리 기술， 다른 민감품목의 공급에 제재조치를

가함.

미국의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더 농축하는데 숭인이

있어야 함.

기존의 협력협정은 사혜별로 재검토되어야 함.

7. 공급보장위원회 (Committee on Assurances of Supply:CAS，l980년)

개발도상국에 대해 핵확산위협을 감소시키면서 원자력 (물질， 설비，

기술) 공급보장을 달성하는 방안올 논의키 위해 1980년 퍼EA내에 공급보

장위원회 (Committee on Assurances of Supply: CAS)가 껄립되었다. 야

5) 미국이 NNPA를 통해 원자력 교역의 상태에 변화를 주려는 일방적인 시도는

서유럽국가와 일본에 의해 강하게 저지되었는데， 이를 약화시키기 위해 국제

핵연료주기평 가<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Evaluation: INFCE) 회 의가
19'η년 소집되었다. INFCE는 협상올 위한 위원회가 아니고 핵확산과 핵연료

주기에 대환 기술적 평가률 국제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INFCE는

1980년 3월에 종료되었고， 이를 통해 NNPA에 대한 논쟁이 많이 해소되었지

만 핵연료주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는 실패하였다. INFCE에서 논쟁의

춧정이 되었던 것은 사실 현채까지도 논쟁거리이므로 그 주요 내용올 살펴보

면 다음파 같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핵연료 공급보장을 향상시키는 방안， 사용

후핵연료 저장 방안，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에 기초한 국제원자력경제의 대

안， 원자력 안전조치의 향상 방안 둥이다.

6) Berkhout, F. "The NPT and Nuclear Export Contr，이s"， In D. Howlett and J.
S피lpson (eds.), Nuclear Non-proliferation: A Reference Handb∞k， Iρngman

Current Affair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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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1987년까지 21차혜의 회합을 가쳤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써 모든 원자력기술에 무제한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요구와 기술이전에 따

른 핵확산 우려를 조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파제임을 반중한 결파가 되었

다.7) 공급보장위원회는 1987년 중단을 선언하였는데， 그 이유는 현재 놓

축역무가 공급과잉이고 원자력 교역상태가 매우 안정적이며 공급자의 수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수업자들이 보다 광범위한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따라서 공급보장이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쳐n 2 철 원짜력 수출통쩨의 국채 동향

1. 유럽공동체 탄생과 지역블록화

지역블록화、는 볼록내에 존재하는 모든 무역장벽슐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흉제가 무기력하게 되는 요인올 제공하고 있다. 하

지만 서방세계는 블록화로 인해 비확산 수출통제가 영향올 받게 되지는 않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공동체의 경우와 같이 각국의 안전

보장과 관련하여 자유무역에 우선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서명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도 유사

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미국은 자국의 수출통제가 북

미내에서의 기술이전 둥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캐나다， 멕시코 정부와

밀접히 협력할 것이 기대된다 .8)

2. 선홍공급국의 출현

7) Ber암lOUt， F. "'1껴e NPT and Nuclear Ex∞It Controls", In D. Howlett and
]. Simpson (oos.>, Nuclear Non-proliferation: A Reference Handbook,
Iρngman Current Mfairs, 1992. 、

8) Greene, 0., ’US Exp。π Control Policy and S뾰ngthening 삼le

Nonproliferation Regime' , Eye on Supply, No.8, Winte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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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파 같은중국， 연도， 아르헨티나， 새로운 공급자들은: 원자력

교역에 있어서 자신들의 무역조건을 운용하고 있지.만 쟁거위원회나; 원자력

공급국그룹파 같은 국채수출통체제도의 회원이지는 않다.~) 따라서 ‘새로운

공급자들의 수출통제 정책은 향후 원자력 교역의 상태를-결정하는 주·요·요

인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3. 이중사용품목의 통제

이라크의 비밀 원자력 프로그랩에 서방세계로 부터 들여온 많은 이

결파직접적인추가하는통제풍목으로새로운을

중사용 품목이 사용되고 었다는 사실은 원자력공급국그룹이 이중사용‘품목

계기를.마련하였다. 그

원자력공급국그룹은 1993년 l월 1일 부터 65개 이중사용 품목.의 수출을 통

제하고 있다.

프로젝

제 정책이 사라진

4. 소연방의 해체

소연방의 해체는 원자력 교역의 통제에 새로운 짐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구 소련에 의해 추구되던 소연방 및 동유럽에 대한 수출통

것이다. 또한 구소련의 핵무기 제조와 관계된 과학자는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을 비군사적인 목적의약 10만명에

andScience세워지는하나가 러시아에

트에 참여시켜 그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

는 것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 중의

국제파학기술센타 (International

Te하lnology Center) 이 다.

9) 아르헨티나는 1얹월년 4월

로 참석하므로써 국제

한 것으로 보여진다.

로잔에서 개최된 원자력공급국그룹의 총회에

원자력 수출통제제도의 일원이 되는 정책올

옵서버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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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NOW 규제

미 상무부(DoC)는 1991년 후반에 부시행정부의 확산통.제강화수단

<-Enhanced Proliferation control Initiative: EPCl)의 실행을 시작하였다.10)

EPCI는 원자력， 화학 및 생물，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

포되었으며， 상품과 기술적 데이타，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까지 새로이 강화

된 수출통제를 부파하는 것이다. EPCI는 어떠한 상품 또는 겨술적 데이타

가 원자력， 생화학무기 또는 미사일의 개발에 최종 사용된다는 것을 수출

업자가 ..안다면 {knows)" ， 또는 ..알 근거가 있다면 (has reason to know)" ,

또는 ‘?공지되었다면(is informed)" , 해당 물품의 수출， 재수출 또는 아전은

IVLs{개별수출허가)11)를 요구한다는. 것이다.12) 따라서 EPCI는 효파적으로

모든 미국의 수출업자에게 ‘·당신고객을-알도록 하는” 규칙을 부과하고 있

는 것이다. EPCI의 금지는 민감무기관련 기술 뿐만 아나라， 만약 수출품목

이 금지된 최종사용에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수출업자가 안다면(know) ， 통

제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까지도 수출통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

서， 새로운 수출통제안 EPCI는 종이클립이나 고무 밴드와 같은 무해한 상

품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간단하게 ι말하면， EPCI는 수출업자와

그들의 종업원에게 그들이 판매하는 것이 어다로 수출이 되고 어떻게 사용

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수출되는 것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판매하는 것인가

를 알‘도록 하는 새롭고 엄격한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것이다.

10) Crocker, Thomas E., "Basic Lessons of the U.S. Nuclear Nonproliferation
Expσt Control System for- the Former Soviet· Union", Eye on Supply, No.
8, Winter, 1993.

11) 개별수출허가(I n버vidual Validated Licenses) 제도는 수출허가중 가장 엄격한

것으로 각각의 수출건수에 대하여 매번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12) 이 KNOW 규제는 최근 독일의 일반강제규정 5d 조항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

여진다. 따라서 현재 KNOW 규제는 미국， 독일에서 시행중이며， 일본에서 활

발히 논의되는 최신의 포괄적이고 엄격한 국가 수출통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

다.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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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 수출통제-채도의 해체 및 통합 움직임

COCOM은 그 셜립목적이 공산권의 붕괴로 달성됨에 따라 l없4년 3

월말까지 해체하고 이를 대체할 새기구를 셜립키로 1993년 11월 16얼 헤

이그에서 합의하였다 새기구의 통제대상국은 셰계명화에 대한 위협국인 북

한， 알제리， 파키스탄， 려비아， 이라크， 이란 둥이 검토되고 었으며， 회원국

은 풍유럽과 구소련공화국， 중국， 홍콩 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13)

또한， 원자력공급국그룹과 쟁거위원회의는 역할이 유사하고 회원국이

동일(28개국) 하기 때문에 통합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었다. 쟁거위원회에서

는 두 기구의 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한 바 았는데， 당분간 선생공급국에

게 국채 수출통제제도의 가업 옵션율 체공하기 위해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14)

- 원자력공급국그룹파 쟁거위원회는 비공식적 협조를 이루고 있다.

그 실례로 두 그룹의 회원국야 동얼하며， 쟁거위원회 의장은 1991년 부터

회원국 대표(오스트리아) 자격으로 NSG회의에 정규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 그랴고 원자력공급국그룹은 파EA와도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IAEA는 원자력공급국그룹의 정규의사소통채널 역할 담당

• 원자력공급국그룹은 수출의 전제조건으로 파EA의

전면안전조치 요구

. 1993년 2월 IAEA 이사회는 U띠versa! Reporting System올

채택하였고， 여기에 사용되는 보고품목은 NSG Part 1의

통제품목

13) 한국경제신문， ‘「 코콤 」 단계적 해체키로"， 1993년 11월 18일.

14) Strulak, T. , "The Nuclear Suppliers Group", The Nonprolit:앙-ation Review,
Vol. 1, No. I , pp. 2-10, Fal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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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철 국쩨 원짜력 수출통재의 전망 몇 대웅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의 발달과정올 살펴보면， 핵확산위험의 증가와 이

에 대한 대웅의 과정이라고 할 수 았다. 이러환 대웅파정에 내재되어 있는

선진 원자력 공급국들의 기본척인 원칙은 공급보장위원회 (CAS)의 결과에

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평화척 목척의 원자력- 물질， 기술， 장비와 수출(이

전)에 따라 핵확산 위험이 중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확산 위험 증가없이 원자력의 명화목척올 위한 국제척인 이전

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환 원자력 수출 통제가 필요환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제도에 가입하고 국내 원자력

수출통제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었다. 그러나， 원자력

수출통제가 다분히 포괄적이고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수출에의 영

향올 고려하여 가입시기 및 방법파 국내 수출통제 관리제도를 야에 맞게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원자력 수출통제를 포함한 기타의 비확산 수출통제제도는 매우 정

교한 시스댐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보다 구체척으로 살펴보면， 미국， 독일

은 금지된 활동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야든 통제를 하는 KNOW 규제를 시

행하고 원자력공급국그룹은 회원국간의 자문과 정보공유를 긴밀히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과 같이 원자력 수출통제제도는 통제 품목의 범위와 통제

수단에 있어서 보다 포괄적인 제도가 될 것 같다. 또한 원자력 수출통제와

관련된 제도 및 기관은 통합적이며 밀접한 관련을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변

모해 갈 것이다. 원자력공급국그룹과쟁거위원회는 그들의 유사한 기능 때

문에 서로 통합할 예정으로 았으며， IAEA (특히， Universal Reporting

- System)9l- 원자력공급국그룹간에는 수출통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

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제도의 가입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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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원자력 수출통제가 원자력 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원자력공

급국그룹 Part 2와 같이 이중사용 품목올 포함하기 시작하였다는데 었다.

이중사용 품목 통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았는 문제는 우리나

라의 무역 경쟁국인 대만 퉁이 해당품목올 통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

라만이 통제를 하게 되는 일방적인 통제 가능성이다. 하지만 대만은 수출

통제애 있어서 매우 협조적인 국가로 지칭되고 었고 또한 대만은 1994년 1

월 부터 전략물자수출통체제도를 시행예정이며 내부적으로는 HICOM(첨단

기술보호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셜립하여 수출통제 업무를 지원하는 동 수

출통제에 관하여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여

중사용품목 통제에 따른 일방적 통체의 가능성은 현재 완전히 .해소되었다

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작은 것으로 명가할 수 있다.

원자력공급국그룹어 이중사용 품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있어서 한

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협조는 절대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나

라는 매우 유리한 협상위치에 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원자

력 수출통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원 - 예를 틀면， 원자력공

급국그룹 주요 회원국의 동그룹 지침 실행 절차 및 다른 수출통제채도와의

관계 설정에 관한 자료， 원자력 수출통제시스탬 구축 지원 (인력양성， 수출

통제 지원 경영정보체제) - 및 전략물자수출입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 혜택

의 부여 둥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쟁거위원회， 원자력공급국그룹 P하t I, II와 같은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제도에 가업하지 않았지만 1993년 7월 l얼 고시되어 1993

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략물자수출입제도(대외무역볍 제 24조

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 48조의 4 규정)에 따라 원자력 품목의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략물자수출압제도에 의해 통제되고.있는 원자력 품목은

24개 품목군으로 다음과 같다:

“특수 및 기타 분열성 물질; 금속， 사불화， 사염화 형태로된 천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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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손 우라늄; 중수소， 중수， 중수소함유 파라핀， 단순 또는 복합 리륨 중수

소화합물; 지르코늄 금속; 니켈분말과 다공성 니켈금속; 원자로급 혹연; 리

륨; 하프늄; 베렬륨; 삼중수소; 핵열원 물질; 천연우라늄과 감손우라늄 동위

원소분리를 목적으로 특별히 셜계·준비된 물질파 특수하게 설계된 화학적

교환수지를 포함한 특수 및 기타 핵분열성 물질; 백금도금 촉매제; 동위원

소분리장치; 조사후핵연료 채처리 공장과 이를 위한 장비 및 부품; 원자로

및 관련된 장비 및 부품; 원자로 연료요소의 가공 공장 및 장비; 중수， 중

수소 또는 중수소화합물의 제조공장파 장비 및 부품; UF‘6 생산공장파 장비

및 부품; 중성자 발생시스템; 원자로에 사용되는 발전장비 및 추진장비; 불

소생산용 전해조; 려륨 동위원소 분리용 장비; 삼중수소의 생산 또는 최수

를 위한 장비”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수출통제에 의해 통제되는 위의 24개 원자력

품목군은 원자력공급국그룹 Part 1 (원자력 전용 품목 통제)의 통제품목

거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리륨， 백금도금 촉매제， 중성자발생기， 불소

생산 전해조 둥 원자력공급국그룹 P따t 2 (이중사용 품목 통체)에서 통제

하는 6개 이중사용 품목도 포항하고 었다. 또한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일반산업용 물자에는 원자력공급국그룹 Part 2의 65개 이중사

용 품목 중 낼깨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냐라의 전략물자수출

입제도에서 수출통제 하고 있는 원자력 이중사용 풍목은 총 24개로 집계될

수 있다. 이것은 원자력공급국그룹 P없t 2에서 통재하는 65개 이중사용 품

목의 1/3 이상을 포함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현재 통제품목의 범위 측면에서 원자력공급국그룹 Part

1, 2와 매우 유사하게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대외적

으로 적극 홍보하여 우리나라에 의해 취해지고 있는 핵비확산 노력을 얄리

는 일 또한 우리나라의 원자력관련 투명도를 높이는데 중요할 것이다.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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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핵비확산동향과 NPT 연장에 대한 대응전략

제 1 절 헥벼확산 동향

냉전의 종식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간 핵군축 합의 및 핵전쟁 위혐의 감

소， 미국과 구소련의 대립 해소 둥 국제사회는 명화적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 비확산조약 (NIT) 가입국얀 이라크의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의 발각 북한의 NPT탈퇴 선언 및 탈퇴유보 선언과 파EA안전조

처 의무 불이행 구소련 해체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하고 독립한 러시아

이외의 카자흐스탄， 우크라야나의 1:11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NPT비가입

(벨라루스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NPT가입 수락서를 7월22일 워싱톤에 기

탁) 및 이러한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통제거술 미비 동의 이

유로 핵무기 보유국올 중섬으로 한 원자력 선진국들은 핵무기 확산 방지

률 위하여 국제 핵비확산 체제를 계속 강화하고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

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축된 체제들의 기본 요

소와 최근 이러한 제도에 대한 국제적언 흐름을 분석·평가하고 '95년에

열렬 NPT 연장/평가회의에 긍정적 또는 부정척으로 미철 요인들올 분석

하고자 한다.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957년부터 시작된 핵바확산채채의 주

요내용은 1970년의 NPT, 라틴아메리카(Tlatel이co Treaty)와 남태펑양

(Rarotonga Treaty)의 비핵지대 셜치를 위한 조약， 1957년부터 개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원자력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1974년

의 Zangger Committee, 1978년의 London Club 퉁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체제의 존재의미와 그 설행효과는 다음과 칼은 요인에 달려 있다.15)

15)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동향， 제 11권 11호， 199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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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 개발/보유 포기가 자국에 이익이라는 인식 1

- 핵비확산과 관련한 조약 또는 협정의 보편성

- 핵무기 포기를 확인하는 파EA안전조치의 효율성

- 모든 원자력 수출국들이 공통의 안전조치 지침올‘채택하고 ·

이행하며， 특히 민감한 시셜 및 물질， 기술의 수출폴

효율척으로 통제

- NPT상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핵보유국들의 핵군촉 및

모든 핵무기의 혜기 둥 이다.

상기 요인들은 어느 한 분야에서만 진전이 있다고 해서 핵벼’확산킨 G1 r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호 보완척이며 유기척으로 작용할 때 효파적인

핵확산 방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핵무기 개발 및 보유의 동가를 제거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라한 관점에서 보면 첫째는 핵무기보유국들이 안보에

있어 핵무거 의존도에서 탈펴하고 핵위험올 제거하는 것이며， 둘째는 지역

분쟁을 정치적으로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해당지역 국가틀에 핵무기개발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16) 야러한 조치들은 상기의 요인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또한 핵무기보유 포기선언올 주저하고 있는 국가들의 입

장변화에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것이다

여기서는 NPT 무기한연장의 요인과 유기한연장의 요인으로 .나누어’ 설

명하였지만 무기한연장 요인과 유기한연장 요인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구소련

의 붕괴에 따른 문제 이라크와 북한의 사태 둥의 문제에‘관하여 개도국들

은 조약의 신뢰성 둥에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유거한 면장

의 요언으로 보고 있다， 핵보유국 및 일부 뭔짜력선진국들은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약이 무기한 연장되어야 하며 그 권위를 더욱 확

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조약이 원자력 기

16) lAEA, lAEA Bulletin, 19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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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둥을 고려하

여 우리나라를 개도국의 입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 NPT 무기한 연장의 요안

1990년 후반까지 6개국(아르핸티나， 브라질， 이스라엘t 인도， 파키스

탄， 남아공화국}은 핵무기 개발의 여지가 있었던 ι 국가였으며. NPT 당사국

인 이라크와 북한은 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적인 의섬을 받았으며， 게

다가 북한은 현재에도 NPT에 계속 역행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제외하고，이러한 나라들은 모두 해당지역에서 정치적으로 문제국가였으며

언접국과 최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17) 이틀 국가 중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핵무기 개발 의도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남아프리카 공

화국의 NPT가입파 전면안전조치 수락은 NPT무기한 연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철 것으로 보인다.

가. 남아공화국의 핵무기 포기

남아공화국은 오래 전부터 이미 핵무기개발 능력을 가진 국가라

-고 간주되어 왔으며， 실제로 ‘89년 까지 6개의 핵무기률 채조한 후 이를

모두 폐기했다고 클레르크·남아공화국 대통령여 ’ 93년 3월 24일 발표하‘였

다.18) • 이로 인하여 최소한 핵확산 위험은 사라졌다고- 볼 수 았다. 이러한

남아공화국의 핵무기 포기는 내부 개혁과 평화지향적 외교 및 신정부의 핵

무기 포기 정책에 기인한 것아며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전유지에 크게 공

헌할 것으로 평가된다.

남아공화국은 남부아프리카 지역의 정세 개선과 국내 민주화 둥을 배경

으로 1991년 7월 NPT에 가입하였으며 9월에 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

17) 黑澤滿， “핵무기비확산 문제의 현황파 과제”， 국제문제， 1993. 4.
18) 일본 원자력산업신문， 199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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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으로써 전면안전조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남아프리카의 인접

국가언 모잠비크( ‘ 90.9) 탄자니 아(’ 91:6) 잠비아( ‘91.5) 짐바브웨 (’ 91.9)도

조약에 가입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NPT 가업은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핵확산 위험을

일거에 전환시킨 것으로서， 1앉핑년 이래 추구되어온 아프리카 비핵지대의

창설에 매우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채 되었다.

나. 남머지역의 비확산체제 강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양국은 NPT가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조약

가업을 거부하였고 군사정권 하에서 핵무기의-연구개발을 계속하여 왔으

나， 1990년 2월 핵무가 개발을 정식으로 포기한 후 앙호 원자력 활동의 사

찰 및 라틴아메리차에 131 핵지대를 설치하기-로 한 Tlatelolco 조약에 가입하

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청책와 일환으로 •91년 7월 18일 아르헨타나와

브라질은 양국간 핵계량 및 통채시스템(ABACC : Argentine - Brazilian

Agency for Accounting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의 셜치에 합의

했고，19) ‘91년 2월 13일에는 모든 원전올 IAEA 안전조치 하에 둔다는 협

정을 파EA와 체결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Tlatelolco 조약이 비로소 제기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정세에 따라 철레도 Tlatelolco 조약에 가업의사를 표명하였

다. 만약 이들 3국이 Tlatelolco 조약에 가입한다면 NPT체제는 더욱 강화

될 것이며， 나아가 이들 3국은 NPT조약에도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중국파 프랑스의 NPT가입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NPT를 부정하여 오던 중국과 프랑스가

1992년 3월 9일과 ‘92년 8월 3일 NPT에 각각 가입함으로써 모든 공식적

19) Nuclear Fuel, July.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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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핵무가 보유국이 NPT 당사국이 되었다.20) 특히 프랑스의 경우는 이라

크의 주요 핵공급국이었다는사실과 와거 수십년 .동안 유지하여 왔던rr르골;;〉

주의를-푹기하고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여야만 국익을 중대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국내에 널리 확산되어 조약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며， 반면 중국의

조약 가입은 냉전의 종식이 중국의 태도변화 결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의 조약가엽은 특히 조약 체6조의 의무사항안 핵군축교섭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요인이 되었으며， 과거 상엽적 이익을 중시하여 원자력

수출통제에-소극적이던업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라. 핵실험 중지와 START 체결

NPT 발효 이래 조약상의 의무인 핵군촉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

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냉전의 종식에 따라- 핵보유

국사이에 -핵군축이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구채적 조치가 전략핵무

가 감축조약의 체결과 핵실험의 일시적 유보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NPT무

기한 연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중국， 표랑스，

영국은 핵군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었다. 한편 이러한- 조약의

체결도 조약상의 의무에 의한 것이라겨 보다는 냉전종식에 따른 부산물로

볼 수 있으므로 더욱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다.

마. 유일한 비확산 체제

NPT 발효 이후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증가하지 않은 점， 다소

늦은 감이 었으나 이라크의 핵개발을 저지한 점， 그려고 북한 핵문제의 해

결노력 둥은 NPT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국제적인 유일한 체제라는

점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수긍하고 있어 조약의 필요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20) 원자력공업， 1992. 8.

- 21-



볼 수 있다. 그러나 핵비확산파 평화이용 증진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및 기술적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바. 종합평가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문제，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문제， 이라:크

의 핵개발， 북한 핵문제， 구소련에서 독립한 공화국의 핵무기 . -보유 ‘ 및

NPT 미가입 둥은 NPT 무기한 연장에 부정적인 영향올 마치고 있지만，

· 핵무기의 확산 가능성은 과거 10년 전 보다는 크지 않다. 그 당시 남아공

화국이 K려ahari사막에서 핵실험을 준비한 것여 감지되었고， 남대서양에서

실험을 실셔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다. 또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서로

핵무기를 먼저 개발하려고 경쟁하고 있었고， 프랑스와 중국은'NPT에 가입

할 전망도 보이지 않았다. 최근 NPT 발효 이후 거의 진전이，없었던 핵군

축분야에서 부분적으로나마 핵무기 감축조약의 체결에 따른 핵무기;철거

및 핵실혐의 일시적 정지는 NPT 무기한 연장에 긍정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NPT가 핵무기 비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해용 것

을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기본적으로는-NPT 연장에 통의하고- 았으나 조

약자체의 문제점과 상기의 부정적 요인 둥이 해결되어야 그 권위를 더해

갈 것으로 보인다.

조약 당사국도 1985년 당시 130개국이었던 것이 1993년 10월말 현재에

는 162개국에21) 이르는 둥 세계적인 조약으로서 위치를 굳혀가고 있으나，

개도국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아행할 것인가와 조약 당사국중 대

부분을 차지하는 개도국들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NPT의 성패가 달

려있다.

21) The Arms Control Association Fact Sheet, August,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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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PT 유기한 연장의 요인

가. 이란과 이라크의 관계

1969년에 NPT 당사국이 된 이라크는 r 안전조치 협정도 체결하

여 퍼EA사찰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그러나 걸프전쟁 후 유엔 안보리 결의

687(1991년)호에 따라 설치된 유엔 사찰단은 이라크가 미산고 시젤에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았었던 사실을 발견하였다i

이러한 사실은 NPT 당사국으로서 IAEA 안전조치를 받고 있더라도

어떤 국가든 마음만 먹으면 조약 규정을 위반하고 핵무거를 ，개발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22) 결파척으로 여러한 사실은 IAEA안전조치 체

제에 대한 실효성 및 NPT의 선뢰성을 떨어뜨린 계기가 되었으며， 궁극척

으로 조약의 무기한 연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위협은 걸프전쟁으로 인하여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중동은 핵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요주의

져역중의 하나아다. 이라크의 핵시셜 파괴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란

의 핵무기 보유 의지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이라크에는 과거 핵사셜

의 건셜- 및 미사일 제조에. 경험이 있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어것이 이란을 자극하여 이란이나 이라크가 또 다시 핵무기

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나. 남아시아의 불안정

인도는 1974년 평화적 핵폭발이라는 미명하에 핵실험을 실시함

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핵무기보유국이 되었으나 그후 핵무기 개발을 공식

적으로는 표명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도는 IAEA의 안전조치를 받지 않

는 다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및 미사일 기술개발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이미 몇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2) 아uclear Fuel, July,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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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도 조약가업을 거부하고 핵무기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므로

이마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가된다.

안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비밀 핵무기 경쟁은 주로 상호 불신에 의해서

-조장되고 였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긴장은 양국 모두 NPT에 가업할 만큼

충분히 완화될 전망은 없다. 이들 두나라의 핵무기개발 경쟁은 조약의 무

기한 연장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명가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국가들이

핵개발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질이나 장비의 구매가 어렵지 않다는 접과 아

들 나라에 비하여 기존의 조약 당사국들이 어떠한 특혜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풍 조약가입상의 장첩으로 작용할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양국은 상호의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는 것에는 합의하고 있으나， 비확

산에 관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NPT 가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다. 북한

소련의 합력에 의해 1985년 조약에 가입한 북한은'IAEA안전조

치 협청체결의 지연， 재처랴시절로 추정되는 비밀 핵시철의 건셜， 조약의

탈퇴 선언 및 탈퇴의 일방적 유보 둥으로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아

왔다. 이라크와 함께 조약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환 국가로서， 이 나라

들의 행동은 조약의 무기한 연장에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NPT가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

로 전망된다.23)

이러한 이유는 조약 자체가 불펑퉁할 뿐만 아니라 조약 당사국이 비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잔한 것은 조약의 의머를 많이 퇴색시켰으며， 조약

의 장정성이 심환 손상을 엽은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푼제

가 되는 것은 조약 탈퇴의 이유로서 당사국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

23) 원자력공엽. 199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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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규정하기가 매우 힘들기-때문인데 이는 각국가

의 주관과 세계척으로 수용할 수 있는 껴관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것

으로24) 앞으로 조약의 무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해결하고 념아가야 할 내용

이다. 왜냐하면 조약의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남아 었으면 여타 국가들도

그들 자신의 이익에‘해가-된다고 판단하면 연제든지 조약을 탈퇴하여 국제

적안’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남게 되기. 때문이다.

라. 구소련의 붕괴

국제 핵비확산에서 NPT의 유기한 포는 무기한 연창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가 소련의 붕괴로 인한 핵무가 보유국의 중가이다. 전

술핵무기는 부시 대통령의 주도에 따라 러시아연방 내부로 철수되었다. 그

러나 전략핵무기는 러시아연방 이외에 우크라야나， 차자흐스탄， 멜라루스에

여전히 배치된 상태로 았다.

처음에는 모든 핵무기가 러시아 공화국으로 철수되고 여타 독립국들은

핵비보유국으로셔 NPT에 가입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들 공화국은 러

시아와의 여러가지 문채에 관한 대립， 안전보장 문제 -및 외화획득을 위하

여 자국의 핵무가를 거래품목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는 것으로 보

인다.엉) 한편 1992년 5월 미국과 러시아 및 3개 공화국사이에 서명된 전략

핵무기 감촉조약 (START n에 의하여 3개 독립 공화국도 START I의 당

사국야 되었으며， START I에 가입한 후 7년 이내에 이틀은 보유하고 있

는 전략핵무기의 1/3을 폐기하도록 되어 었다. 그러나 우크라야나는

START I 조약을 비준하였으나， START I에 따라 당초 폐겨하기로 예정

하였던 핵무기의 일부만을 폐기하기로 -내부척 결정을 하였으며， NPT에

가압할 의사도 현재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24) 일본 원자력산업산문，← 1993. 4. 29.
25) 黑澤滿， “핵무기 벼확산 문제의 현황과 파제” 국제문제， 199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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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파거 중앙집권 체제하에서는 핵무기 통제기관이 -구소련 영토에 광

대하게 산재해 있는 각종 핵무기， 핵물질 및 핵파학자틀을 효과적으로 롱

제하였으나 구소련의 해체로 인하여 이 점이 문제시된다..이러한、-요‘인들은

핵확산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이므로 이의 해결노력이 조약의 ;연장에 영향

을t 미칠 것이다. 이는 조약 자체의 불평풍성이‘갖고 있는-특권적인γ위치를

향유하는 국가들이 많이 생김으로써‘그러한-권리가-없는국가들의，.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논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 조약을 수호하기 위한 관련제도- 및 핵보유국틀의 정책

원자력 ·개도국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것은 NPT ‘이외의 추가적

인 통제조치가 너무 많고 포한 강화되고 었다는 것과 원자력 선진국 및: 핵

보유국들이 기술， 물질， 장비의 이전을 핵비확산/추구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며， 또 한가지는 명화목적의 연구개발에 대한 칸섭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재도국들은 이러한 제도들이 -NPT의 ，범위를벗어나

·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었으며 조약의 무기한 연장에서 ‘중.요한 ‘변

수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통제는 여러가지의 실질적인 조치들로셔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국간 수출통제 제도의 강화，

안전조치의 강화， 선진국들의 수출통제정책의 강화 쌍무협정의 강화 및 최

근 미 행정부에서 일고 있는 'Pu의 평화이용 억제정책 둥이 주요 내용이다.

다국간 수출통제채도의 강화수단으로서 '90년대 이전까지 통제하지 않

던 이중사용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안전조치도 ;전면적 ，보

고제도(Univers외 Reporting System)를 도입하는 둥 주로 핵비확산 측면.의

강화만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개도국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NPT의 법위를

벗어나는 추가의 불필요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26)

26) 이병휘， “국제동향파 원자력정책”， 한국훤자력학회 ‘93 춘계 학술발표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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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 (CTBT : Comprehensive Test Ban ‘

Treaty)의 미체결과 소극적 안전보장 (NSA : Negative Security

Assurance)의 미보장2:7) ‘-

앞에서 설명한 전략핵무기- 감축조약의 체결과 핵실험의 얼시적

정지는 핵군축의 일환으로 볼 수 었으나， 지구상에서 핵무기의 전면적인

부채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이 발효되어야 한다. 핵

보유국들은 수칙적 핵확산을 계속해 오면서도 수명적 핵확산의 위험을 이

유로 명화이용을 저해해 왔으며， 핵보유를 특권적인 지위로 이용해 왔음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불사용보장은 국제적인 공통의

인식으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각국마다 장이하여 핵비보유국들의 핵무

기보유 의지를 없얘는，데는 불충분하다. 특히 핵확산이 주로 자국의 얀전

보장 강화라는 측면에서 일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불

사용보장은 무기한 연장의 난점요로 작용할 것이다.

사. 종합명가

NPT 유기한 연장의 요인을 종합해 보면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드러남으로써 조약자체의 신뢰성 및 안전조치 시스탬에 대한 회의

가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조약의 견고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 남아시아의 불안정 요인과 핵확산 의혹으로 조약가입국들이 조약에 계

속 잔류할 필요성에 관하여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점， 북한의 조약탈퇴선

언 및 탈퇴 유보선언은 어떤 당사국이든 NPT가 자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

친다고 판단할 경우 조약올 탈퇴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납검으로써 조약의

상징성이 커다란 손상을 압었다는 점 조약의 최초 성립시부터 문제가 되

5. 21.
27)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1않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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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왔던 핵보유국파 비보유국간의 관계 및 무기한 연장될 경우 기존의 핵보

유국과 비보유국간의 차별화가 영구히 지속된다는 우려， 조약수호를 위한

과도한 제재조치로 원자력 평화이용의 어려움 둥을 이유로 원자력 개도국

들은 NPT의 무기한 연장보다 유기한 연장을 강력히 지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채 2;절 NPT 현황

1. 개요

NPT는 1958년 Ireland 대표단이 UN 총회에서 핵무기 확산 가능성

위험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처음 출발하였다. 이후 1959년부터

1961년까지 많은 결의문어 채돼되었다. 이후 이러한 결의문들올 국제적언

협정으로 발전시키고자 1961년 12월 4일 핵무기 통제， 핵무기 제조에 필요

한 정보 비전달，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무기 제조 금지 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정 체결올 위한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와 통시언 1961년 UN

총회는 핵무기비확산조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주도해 갈 18개국 군축위

원회 (ENDC : Eighteen-Nation Disannament Commit않e)를 셜 립하여 협상

올 계속하였다.잃)

1965년 UN 총회에서 ‘·핵무기 비확산”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UN총회는

ENDC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도록 권한을 위임

하였다. 이후 1968년 UN 총회에서 ENDC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동년 6월

12일 NPT의 내용을 모두 숭인하고 1968년 7월 l일 3개 기탁국인 미국， 소

련， 영국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으며， 1970년 3월 5일 공식적으로 발효

되었다. 현재 NPT 가입국은 1993년 10월말 현재 162개국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8년 7월 워싱턴에서 가업에 서명하였고， 1975년 3월 국

28) lAEA. A Short History of Non-Prol표emtion ， February,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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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비준을 거쳐， 1975년 4월 l:J]준서를 가탁함으로써 86번째로 NPT에 가

입하였다. 그후 1975년 10월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였고， 같

은해 11월에 전면안전조치(INFCmC/I53)협정이 발효됨으로써 국내의 모든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안전조치를 받고 었다.

2. NPT 조항의 주요 내용

제1조:' (핵무기 보유국 의무) : 핵무기 및 핵폭발 장치 또는 그 관리의

양도 금지;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무기 및 핵폭발 장치의 제조， 획득， 관리

에 완조 및 장려 금지.

제2조: (핵무기 비보유국 의무) : 핵무기 및 핵폭발장치 또는 관리권 인

도 금지; 그러한 무기의 제조， 획득 포는 그 과정에서 원조받지 않음.

제3조: (안전조치) : 핵무기 비보유국의 영역 또는 관활 하에서의 모든

평화적 원자력 활동의 선원 또는 특수 핵분열성 물질에 안전조치 적용; 전

기의 물질 또는 장비가 안전조치를 따르지 않는 한 핵무기 비보유국에게

제공 금지; 안전조치는 국제협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조약의 최초 발효

일 이후 기탁국은 18개월 이내에 안전조치협정올 발효하여야 함.

제4조 : (당사국의 권리) :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본- 조약의 어떠한 규

정도 당사국악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국제협력 장려.

제5조 : (평화적 핵폭발) : 핵폭발의 펑화적 응용으로 생긴 이익은 핵무

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에게 제공.

채6조 : (핵군축) : 핵무기 경쟁 중지 및 핵군축; 완전한 군축조약 체결

을 위한 교섭.

제7조 : (비핵지대) : 핵무기 부채 보장을 위한 지역적 조약 체결권.

제8조 : (조약의 개정， 평가회의) : 조약 당사국의 개정안 제출권; 개정

은 핵보유국과 IAEA 이사국의 찬성올 포함한 조약 당사국의 과반수 찬성;

효력은 핵보유국과 IAEA 이사국의 비준서를 포함한 조약당사국 과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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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서가 기탁되어야 함. 조약의 목적과 규정의 실현을 보증하기· 위하여 5

년마다 펑가회의 개최.

제9조 : (기탁국， 발효) : 비준서 및 가엽서는 기탁국인 미국，영}국i 러시

아에 기탁， 비준서 또는 가엽서 !l탁 일자에 발효.

제 10조 : (탈퇴， 조약연장) : 당사국의 이익에 해로운 경우 탈퇴권 보유，

탈퇴 3개월 전에 조약 당사국파 유엔 안보리에 통고; 조약 발효후 25년이

경과한 후 무기한 포는 일정기간 연장에 대하여 조약 당사국의 파반수 찬

성으로 결정.

제 11조 : (공식언어) : 영어， 노어 불어 서반아어 및 중국어

3. 명가-회의 29)

NPT 명가회의는 NPT 제8조 제3항에서 ff본 조약의 발효얼묻'.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조약 전문의 목적과 조약 규정이 실현되고 었음을 보중

할 목적으로 열려야 하며， 그 후 매5년마다 당사국 과반수의 발의로 명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약 발효 후 한번도 빠지지 않고

1975, 1980, 1985, 1990년에 4차례의 명가회의가 개최 되었다.

평가회의 폐막시 채택되는 최총선언문은 1차와 3차 회의- 때에만 채택되

었으며， 2, 4차 때에는 최종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개도국과

션진국간의 입장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가. 1차 평가회의 (1975년)

1차 평가회의에서는 최종선언문야 채택되었다. 채택된‘ 최종선언

문의 내용은 핵무기의 비확산， 핵군바 경쟁의 중지 및 핵감축，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서 NPT의 역할을 확인하였으며， 지

하핵실험 제한협정 서명국인 미국 소련의 지하핵실험 제한을 촉구함과 동

29) 한국원자력연구소， 제4차 NPT평가회의를 위한 준비자료， 1앉Xl.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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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핵물질의 이동， 저장， 수송에 대한 보호 대책을 구체화하였으며， 비

핵지대 셜정이 핵확산 방지에 효과적임을 확안하였다.

주요쟁점으로서 77그룹은 핵보유국에 대해 NPT에 규정되어 있는 핵무

기 경쟁 중지， 지하핵실험중지， 전술핵무기의 철거 동을 주장하였으나 핵보

유국인 미국， 소련 동의 반대로 합의 도달에는 실패하였으며， 원자력의 평

화이용 협력분야에서 개도국틀은 선진국틀이 당사국에게 특혜를 주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나.2차 평가회의(1980년)

2차 펑가회의에서는 l차 평가회의시와 같이 원자력의 -형화이용

문제와 핵군축 및 핵무기 비보유 당사국의 안전보장 문제가 주요의제로 논

의되었는 바， 원자력 선·후진국간와 심각한 의견대립으로 각 위원회의 최

종보고서 문안작성에 난항을 겪었다. 원자력의 I영화이용 .분야에서는 대체

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냐， 핵군축문제를 둘러싼 77그룹의 예상 밖의 강경

자세로 최종선언문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미·영·소 둥 핵보유국들은 핵군축 문제에 관하여 그들의 독접

적인 지위가 제한받는 것을 꺼려하면서도 그들은 개도국틀악 평화적 핵기

술의 축적과 발달이 궁극적으로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에서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다.

특히 77그룹은 유가폭동으로 원자력이용의 펼요성 이- 급증하고 있옴에

도 불구하고 핵공급국그룹은 수출통제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

핵군축 분야애서 전혀 성과가 없는 점 및 NPT 비당사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 추진으로 주변국가들의 위협이 증대됨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하

였다.

다.3차 평가회의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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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명가회의에서는 2차와는 달리 최종선언문이 채태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NPT가 세계명화 및 안전에 필수척이라는 점， 핵무기 확산방

지， 핵군축 및 원자력의 평화이용 증진을 지지환다는 점， NPT 규정 전문

의 목적 및 제반규정의 준수를 재확언한다는 점 및 NPT를 충실히 이행하

고 NPT의 권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결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핵보유국들은 lARA 전면안전조치 및 수출통체의 강화의

필요성과 핵비확산이 국제 원자력 교역의 전제조건임을 주장하였고， 핵군

축문제는 전략적·청치적 문제라는 이유로 신중한 대처를 하여야 하며， 기

술 및 정보 교환에 대하여는 국제 핵비확산 체제 및 공급국의 판단에 입각

하여 공급국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77그룹은‘ 핵확산을 막는 수단은 파EA의 ι부분적 안전조치로 충분

하며 핵수출통제는 NPT의 범위를 벗어난 핵공급국들의 일방적인 월권행

위하고 비난하였다. 또한 77그룹은 원자력의 평화이용 촉진을 위해서 장기

적으로 예측가능한 핵공급보장 대책이 확보되어야 하며， 기술 및 정보는

모든 국가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4차 명가회의(l앞%년)

4차 명가회의에서는 1995년 NPT 연장문체와 관련하여 포괄적

해실험금지조약(CTBT)을 조약연장파 연계시키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최종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하였다.30)

이 회의에서 77그룹은 NPT 연장문제에 앞서 CTBT의 체결이 선행되어

야하며， CTBT는 핵군축 실현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엄과 동시에’" NSA의

보장이 없는 한 NPT 연장문제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77그룹은

NPT에 가압하고 있는 개도국뜰에게 우대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핵비확산을

전제로 핵물질의 장기 공급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반면， 핵보유국들

30> 외무부， 핵무기버확산조약 제4차 명가회의 참가보고서， 1앉잉.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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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NPT연장과 CTBT는 별개의 문채라고 주장하였으며， 중요 핵활풍 국가

들을 포함한 모든 NPT 가입국은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

구하였다.

지금까지의 명가회의의 주요내용은 표 3.1파 같다.

마. 1앉굉년 조약연장/명가 준바위원회 1차 회의3D

(1) 회의의 재요

조약의 1명가를 위하여 5년마다 개최되는 펑가회의는 통상 3

변의 준비회의를 거쳐 토의안건 채택， 의장단 구성， 회의장소， 회의진행방

식 둥올 결정한다. 그러나 이번 1995년 연장/평가회의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는 그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4번의 준비회의를 개최키로 하였다. 이

에 따라 1993년 5월 10일 부터 5월 14일 까지 유엔본부에서 1577~ 당사국

중 123개국이 참석하여 1차 준비회의를 개최하였다 (1993년 10월 현재 당

사국은 162개국임).

이번 회의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조약자체가 불형둥요소가 내포된 많은

문제점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핵확산방지를 위한 유일한 국제

체제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공헌해 왔음을 재확인하였으나， 조약자

체의 불평동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문제(핵무기의 완전철폐，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체결문제， 핵무기 불사용(NSA)문제，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문제)의 해결에 관해서 선진국과 비동맹국가 사이에는 기본적인

시각차가 있었다- 이는 탈냉전 이후 국제안보 및 군축문채가 동서문체의

시각에서 남북문제 차원으로 전환되고 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냉전

시대에 있어서 핵확산 억제는 미국이 서방세계를 담당하고 구소련이 공산

진영을 담당하여왔던 패턴이 앞으로는 남북문제로 귀착휠 것으로 전망된

31) 외무부， 핵무기비확산조약 당사국간의 1995년회의 준비위원회 1차 회악 참가

보고서• 199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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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NPT 명가회의의 주요쟁점- 및 이해그룹간의 :업장.

주요쟁점

0 국제핵비확산

체제

。 핵수출통제 및

핵활동채환

(NSG지침，

양국간 원자력

협력협정)

。 핵공급보장

。 핵군축

。핵기술，정보교환

핵보유국

。 NPT하에서의

lAEA전면안전 조치

강화

。 NPT보완을 위환

제도적 장치

。 핵벼확산 보장이 국제

핵교역의 전제조건

。 전략적， 정치적인

요소라는 이유로

신중한 대처주장

。 국채 핵비확산‘체제

및 공급국 권리에

입각하여 공급국이

결정

개발도상국r : i -

。 당사국의 핵비확산 .약속，

lAEA의 부분적 ir f

안전조치로 충분

。 NPT의 범위룡. 벗어난

핵공급국의 일방적

-월권행위(핵버확산을

i구실로 개도국에 대한

원자력 i영화이용ι- 제한약

부당성 비난)

。 웬자력의 형화이용촉진의

관정 에서 장기척이고

예측가능한 공급보장이

필요불가결

。 핵무기 보유국들의

수직적 확산 비난

。 모든 국가의 주권척

권리에 입각하여

차별없이 자유로운

접근의 필요성 주장

다. 특히 1995년 회의에서 NPT가 무조건， 무기한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는 서방제국의 입장과， NPT체제의 불명둥 요소가 해소되지. 않는 한‘ 유

가한 연장되어야 한다는 일부 비동맹 및 멕시코의 입장차이가 크게 부각되

었으며， 다른 모든 문제에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업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이번 준비회의에서는 북한의 조약탈퇴 선언이 최대 현안중의 하

냐로 부각되었으며， 북한은 NPT체제를 부정하는 일부 비동맹그룹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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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대한 이용하는데 주력하였다.

(2) 토의내용

- NPT연장문제 : 일부 국가는 NPT체체가 국체형화와 안전유지

를 위한 중요성에 비추어 무기한， 무조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비동맹 강경국들은 NPT의 중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조약자체의 불평

둥성을 해소할 실질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표명하였다.

- 핵무기 철폐문제 : 이번 준비회의에서도 멕시코， 야집트 둥 비

동맹 국가들은 핵무기 보유국들의 NPT의 성실한 이행여부를.판단할 수

있는 포괄적 혜실험금지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서방선진국들도 궁극척으로

는 핵실험의 포괄적 금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도 그 방법에

있어서 이견을 보였다.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 비동맹국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

한 기술 및 청보제공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서방국들은 동 문제의 필요

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술 및 정보의 -이전이 핵무기 개발로 연결되어서는 곤

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핵비보유국에 대한 안전보장 : 일부의 강경 비동맹국들이 이에 관

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실질적인 토의는 없었다.

- 북한의 조약탈퇴 선언 : 대부분의 당사국들은 북한이 NPT탈퇴

와사를 표명한데 대하여 우려룰 표시하였으나 멕시코， 나이지리아， 이집트，

탄자니아 동 비동맹 국가들은 이 문제에 언급하지 않았다.

제 3 절 외국의 NPT 정 책

1993년 10월말 현재 NPT당사국은 162개국이며， 군축관련 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가-참가하고 었다. 냉전의 종식에 따라 몇몇 중요한 나라들

이 NPT에 가압하려는 현상이 보였으나 아직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도 았고 또한 조약당사국이면서도핵무기 개발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도 있

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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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국의 NPT정책은 그 나라가 처해있는 정치적 환경파 원자력 개발이

용의 국제적 환경 둥을 고려하여 결정하겠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각국의

NPT정책은 기본적으로 원자력선진국의 업장과 개도국의 입장으로 양분된

다. 특히 원자력선진국들은、세계 명화와 안전율 위하여 NPT가 핵확산 방

저의 유알환 체제라는 이유로 NPT의 무기환 연장을 져지키로 합의 (도쿄

G7 정상회담시)하였다. 그러나 핵무기 벼보유 원자력 선진국들은 핵군축을

촉구하면서 무기한 연장을 지지하고 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핵무

기 감촉조약(START I)을 체결하여 핵탄두 수를 삭감하는 조처를 취하는

둥 과거 NPT성립 당시부터 논란의 초첨이 되어왔던 핵무기의 감촉올 시

도하면서 NPT의 무기한 연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반면 원자력 개도국들은 NPT체제의 불명둥 요인의 해소， 핵무기의 완

전한 철폐， 포괄적 핵실험금지， 핵무가의 불사용보장， 원자력의 평화척 이

용증진이 추진되지 않는 한 NPT의 무기환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

며， 특히 당사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동맹 그룹 및 원자력 개도국

들은 NPT의 유기한 연장을 주장하고 었다.

각국의 NJYI‘정책을 살펴보면 다음파 같다.

- 멕시코 : 비동맹 개도국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온 멕시코는

기존 NPT의 불협동 해소 및 개도국들이 계속 요구한 실질적 문제가 해결

되어야 무기한 연장에 동의할 것엄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최근 NAFTA(북

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미국과의 유대가 강화됨으로써 미국악 업장을

지지할 가능성도 았다.

- 북한 : 핵보유국에 의한 비핵지대의 창설， 핵무기 불사용을 위한 국

제협약의 체결 및 소극적 안전보장의 인정， 핵보유국틀의 핵실험 금지， 조

약 불평동성의 개정 둥을 요구하면서 비동맹 강경그룹의 입장보다도 더욱

강경한 입장올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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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 안전조치의 강화， 핵무기 폐기의- 검증， 핵물질 공급에 관한

체체 강화 퉁율 촉구하며 NPT의 무기한 -연장올 지지하고 았다.

- 뉴질랜드 : 핵군측에 관한 조약 제6조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포괄척 핵실험 금지의 촉구와 아의 검중방안 확립을 주장하면서 NPT의

무가한， 무조건적 연장을 지지하고 있다.

- 스웨덴 : 조약 제6초의 이행과 관련하여 포팔척 핵실험 금지조약

의 체결을 촉구하면서 조약의 무기한 연장을 지지하고 었다.

- 덴마크 : NPT채제의 발전을 위해 무조건， 무기한 연장을 지자하면

서 핵실험 금지의 적극적 추진 및 전면안전조치의 여행이 핵물질 공급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었다.

- 미국 : NPT는 국채안보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으며， .핵무

기확산을 성꽁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세계 형화에 기여해 왔는 바， 모든 국

가와 조약가업을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NPT의 무기한 연장이 최선의 선택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헝가리 : NPT의 무기한， 무조건 연장을 지지하며 세계의 모든 국

가가 가입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 영국 : 조약의 무기한， 무조건적인 연장의 지지를 표명하고 었다.

- 차냐다 : 무기한 무조건 연장을 지지하고 파EA의 안전조치는 시

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었다.

- 일본 : 대외적으로는 G7 정상회담에서와 같이 무기한 연장을 지지

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무기한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도 강하게 표출되

고 있다.

- 러시아 : 모든 나라틀의 조약 가업을 촉구하면서 NPT연장문제애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당사국과 협의할 예정엄을 밝히는 풍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 양국은 NPT가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조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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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가를 거부하여 왔으나， 1앉)()년 2월 핵무기 개발올 .정식으로 포기하

였으며， 상호 평화적 원자력 활통의 사찰 및 라탄아메리차에 비핵r지대를

셜치한 Tlatelolco 조약에 가입하기로 합의함으로써 NPT에 가입할 가능성

이 높아졌다.

- 인도와 파키스탄 : 인도와 파키스탄은 두 나라의 척대적인.관계로

인하여 핵무기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조약가업

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양국은 상호의 핵시셜을 공격하지 않는 것에는 합

의하고 었으나 비확산에 관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않고; 었으며L 따라서 양

국의 NPT가입 가능성은 매우 회.박한 실정이다.

체 4 절 NPT 연장의 주요 검토사항

1. NPT 연장의 주요 검토내용

NPT 명가회의는 과거 5년칸의 초약 이행상황을 명가하고 향후 이

행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없5년

NPT연장을 위한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파 같다(표 3.2 참조).

가. 조약자체의 문제점

NPT는 체결당시부터 문제점올-내포하고 있었다. 첫째는 핵무

기 보유국의 정의 핵무가 보유국의 안전조치 적용의무 면제 퉁 핵무기. 보

유국과 비보유국간의 차별성올 들 수 있다.32) 만일 NPT가 무기한 연장된

다면 기존 NPT상의 공식척인 핵무기 보유국， 즉 1967년 I월 1일 이전에 핵

무기 또는 다른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거나 폭발시걷 5개국만 계속 핵무기

를 보유할 수 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무기한 연장에 제일 큰

장얘가 될 것으로 명가된다. 또한 안전조치 적용에 있어서도， 핵무기 보유

국들은 안전조치 적용의무가 면제되어 그들 마음대로 핵물질을 이용하는

반면， 핵무기 비보유국들은 핵확산 위험이라는 이유로 평화적 이용마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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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NPT 연장의 주요 검토사항

t
e

。 개도국들의 현자력 기술 발달에

따른 핵확산 우려 증대

。 지역분쟁이 끊임없이 발생

무기한 연장요인

(선진국들의 주장)

。 이라크의 비멀 핵무기 개발 추진

。 전략핵무기 감축조약 (START
n의 체결

。 북한의 핵개발 의혹 및 NPT

탈퇴 및 탈퇴 유보 선언

。 구소련 해체로 인한 핵무기

보유국의 증대 및 핵무기 통제권

미약

0 핵확산국들의 NPT 비가입

유기한 연장요인

(채도국들의 주장)

。 조약의 불평둥성

。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무기 감축에

소극적 태도 및 CTBT의 마체결

。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실험에 상호협조

및 영국， 프랑스의 핵무기 감축에

소극적입장과 중국의 핵실협 강행

。 핵무기보유국들의 NSA보장애 소극적

o 핵무기보유국들의 버핵지대에 대한

정책 상이

。 원자력선진국들이 원자력의 명화적

이용을 위한 국채협력에 소극적

- 수출통제 강확

- 안전조치 강화

- 공급 조건의 까다로웅-

- 핵비확산을 이유로 국제 교역희피

。 NPT 3조에 규정되어 었는 의무 외에 I 。 유일한 세계적인 체제

추가 약무 부담

。 NPT 버당사국에 바해 우대조치 미홉|。 원자력 발전국 증가

。 국제 협력시 상호 호혜 평둥성 미비

및 CAS에 소극적

。 강대국들의 영향권 밖에 있는

국가들의 핵개발 의지보유

。 핵심기술 및 물절 바이전

한을 받고 있다.

둘째는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조약 개정이 원천적으로 곤란하고， 또한

조약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하나의 예로 북한의 조약탈퇴선언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자국의 이익이

중대한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약의 탈퇴선언을 행하였다. 물론 조

32) 얼본 원자력산업신문， 199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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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제10조 l항에는 ..각 당사국은 아 조약의 핵심문제와 관련된 비정상적

사태가 자국의 중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주권을

행사하여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었다. 이 조항의 해

석을 둘러싹고 북한은 국제사회 및 퍼EA의 북한에 대한 요구가 제 10조

1항에 위배되어 차국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제사회의 북한 대웅이나 파EA의 북한에 대한 안전조치 요구는 정당하

기 때문에， 북한의 국익에 섬각한 영향올 마치지 않는다고 서로 다른 해석

을 하고 있다.

나. START I, ll33)

핵군축 그 자체가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

의 잠재적 핵보유국플로 하여금 핵옵션을 포기시키기 위하여는 핵무기보유

·국들이 얼청한 문축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조약교섭과

정파 5년마다 개최된 NPT 명가회의시애 항상 제기되었다. 다수의 비핵보

유국은 핵군축을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제l보로 이해하고 있다. 냉전의 종

-식에 따라 미 · 러간에 대폭적인 핵군축이 합의되어 NPT무기한 연장의 기

본적얀 토대는 마련되었으나， NPT 체제강화와 무기한 연장을 위하여는

아직도 해결해야할 문제툴이 남아었다.

9년에 걸친 교섭 후， 1991년 7월 서명된 START-I 조약은 전략공격 핵

무기를 향후 7년간 현채보다 113 삭감하는 것이다. 이 조약은 미국과 소련

사이에 서명되었으나， 비준 전에 소련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1992년 5월 초

약 의정서가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스탄， 펠라루스 사이에 서명되

어 이 5개국이 조약 당사국으로 되었고， 우크라야나， 차자흐스탄， 벨라루스

에 소재하는 핵무기는 폐기하기로 하였다. START-I 조약이 발효하기 위

하여는 이들 5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냐는 1993년 11월 비준율

33) 黑澤滿， “핵무기 버확산문제의 현황과 과제”， 국제문제， 199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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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수량의 일부만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나라는 벼준조건으로서 안전보장 확보 및. 경제적 원조를 주장하

였으며， 이러한 이유를 들어‘ NPT 가입마저 거부하고 있다.

또한 1992년 6월 부시 미국 대통령과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의 기본 합

의에 따라 제2차 전략핵무기 감축조약 (START-TI)이 1993년 1월에 서명

되었다. 이것은 미 · 러의 전략 핵탄두를 2003년까지 현재의 약 2/3수준인

3α)() - 3많m가로 감축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모두 빼기하는

것 이 다. 이 조약은 미 · 러 양국만이 당사국으로 되어 았으나， START-TI는

START-I의 발효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셜령 START-I이 발효한다

하더라도 랴시아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하여 러시아가 START-TI를

비준할져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한 러시아가 비준을 한다고 하더라도 합의

내용이 잘 이행될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었다. 한편 이러한 핵무기의 철

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농축 우라늄과 pu의 처리 및 야러한 물질들의 평

화적 이용의 기술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략핵무기

감축조약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그 비준과 비준에 따른 이행 및 이의 평화

척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그리고 공식적인 나머지 핵무기 보유국인 영국，

프랑스，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다. 포괄적 핵실험금지

과거 NPT 명가회의와 마찬가지 로 1990년 제4차 NPT 명 7}회 의

의 최대 쟁점은 포괄적 핵실험금지(CTB : Comprehensive Test Ban)를 둘

러싼 문제였다. 다수의 핵무기비보유국들은 CTB의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

였고， 일부의 핵무거벼보유국들은 CTa를 NPT 연장과 연계시컬 것을 주

장하였다.싫) 이에 대하여， 미국은 CTa는 장기적인 목표로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소련은 1985년 이후 여러번 핵실험

34) 외무부， 핵무기비확산조약 제4차 명가회의 참가 결과보고서. 1앉써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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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시정지를 발표하였다. 미국 상원은 eTB를 위한 C조치로서 1992년 8월

향후 3년간 15회의 실험올 행한 후에는 핵실험올 전면금지f한다는? 법안을

가결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다른 핵무기보유국도 :핵실험을실시하찌

않는 경우”라고 단서를 달고 있다. 이에 따라 클린턴·행청부는 1993년 :·7월，

향후 1년간 핵실험을 중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핵

실협을 실시함으로써 eTB의 성실한 교섭이 현채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

다.

라. 소극적 안전보장 (NSA : Negative Security AssUran않)‘

핵비보유국들이 핵무기보유를 원하는 최대 -동기는 자국의 안전

보장 강화와 국제적 지위향상이다. 비핵무기국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하여는 핵무기국틀이 비핵무기국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NPT 당사국언 비핵무기국에 대하여 핵무기 사용을금지하는 소극적 -안

전보장의 개념은 조약교섭시 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핵무기보유:5개국은

1978년 개별적 형식으로 소극적 안전보장을 션언하였다‘쪼) ..또한 1978년

UN 군측회의 최종문서에서는 핵보유국이 비핵국가에 대하여 해무기의 사

용 또는 사용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보중하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촉구하였

다. 이에 대해 비핵국가들은 소극적 안전보장의 적용조건이 ‘모두 다르고

조건의 의미가 불분명하며， 이러한 보장의 실질척 구속력이 불충분하기 때

문에 유효한 대책이 되지 못함을 지척하고 법적 구속력있는소극적안전보

장에 관한 협약을 체결활 것을 유엔군축회의 및 NPT 평가회의에.서 계속

주장하였다. 당시 핵보유 5개국이 선언을 통해 밝힌 소극적 안전보장의 제

공조건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36)

35) lAEA, lAEA Bulletin, 1992. 1.
36) 박회권， 한반도비핵화 i 경세원， 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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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 비보유(non-tx>ssession .of nuclear weatx>ns)

(2) 핵무기 의 비배치 (non-stationing of nuclear weapons)

@ 핵약정에의 비참가 (non-par디cipation in nuclear arrangement)

@ 핵공격 에 의 l:Jl가담(non-participation in nuclear attack» 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에서와 같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바핵국가가 미국의 동맹국올 챔략하였을 경우， 첨략국가에 대하여 핵무기

사용 권리를 유보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핵보유국의 핵불사용정책은 장이

하다. 또한 구소련은 ‘82년 유엔 특별총회에서 핵선제 불사용원칙(no-f'rrst

use)을 발표하였다. 그려냐 미국과 서방 핵보유국들은 이러한 원칙이 자위

권을 제한 또는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올 표명함으로써 핵비보유국

의 입장에서는 소극적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한 것이다.

우리는 1991년 개최된 제46차 유엔총회에서 채돼된 결의안에 찬성하였

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극적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의 필요성 강조

@ 협약 체결을 위하여 모든 국가， 특히 핵보유국에게 정치적 의지 및

융통성을 발휘하여 줄 것을 요청

@ 협약체결을 위해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집중적 교섭을 할 것을 권고

한 것 풍이다

최근 냉전구조의 종식과 함께 동서관계의 개선， 동구의 민주화， 바르샤

바 조약기구의 해체에 따라 핵무기 사용의 금지에 반대할 이론적 및 물리

적 여유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핵선제 불사용 교섭을 시작할 좋은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소극적 안전보장을 확보해 준 이상 우리나라도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소극

적 안전보장을 받아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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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적극적 안전보장 (PSA : Positive Security Assurance)

핵무기 비보유국가가 핵공격을 받거나 또는 그 위협에 직면할

경우 원조를 하는 척극척 안전보장은 1앞꽁년 NPT 체결올 위한 교섭과정

에서부터 제가되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구소련， 영국은

NPT 조약장 핵비보유국의 핵무기 비보유 의무에 장웅하는 조치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비핵무기 국가에 적극척 안전보장을 재공하기로 하였

다.

당시 성립된 유엔 결의안 멍5호는 비핵국가가 핵보유국으로부터 핵무

기에 의한 침략 또는 그 위협에 직면할 경우 유땐 현장에 의거하여 안보리

와 상임이사국들은 즉각적인 대웅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

나 안보리가 버핵보유국의 안전을 보장하는-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간에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만 그 실효성이 있으나， 상임이사국이 모두 핵보유국

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거부권올 행사하는 풍으로‘효과적인 조치가 취헥지

지 않을 맹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잠채적 핵무기국의 증가에 따라 새로

운 적극적 안전보장이 필요하므로 NPT 연장문제와 관련하여 소극척 안전

보장은 물론 척극적 안전보장을 포함한 국제조약의 체결을 촉구해야 할 필

요가 었다.

바. 비핵지대의 셜치

비핵지대는 그 지역내에서 “핵무기의 완전한 부채”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핵비확산의무 이외에 배치의 금자도 포함한다. 이것은 NPT를

보완하는 지역척인 접근임과 동시에 그 지역에 대한 핵무껴의 사용 금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비핵무기국의 주도에 의하여 역내 안전보장을 높이는

것이다.

비핵지대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중남미의 Tlatelolco조약과 남태평양

의 Rarotonga조약을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 평화적 핵폭발에 대환 관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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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조약해석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역내 모든 국가틀이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핵무기 At"용금지 및 위협금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핵보유국들

이 의정서 R에 비준은 하였으나， 자국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소극적 안전보

장을 유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완벽환 비핵지대가

되기에는 아직도 문제정이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 해당지역에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량스가 조약의 핵심규청율 적용하도록 요구

하는 의정서 I에 안보상의 이유로 비준하지 않고 있고， 핵무기 사용금지와

사용위협을 금지하는 의정서 n 및 역내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의정서

m에는 5개 핵보유국 중에서 구소련과 중국만이 비준하고r 았다.윈)

그러냐 냉전의 종식과 함께 세계 여러 지역에서 비핵지대의 셜치를 촉

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되어 졌다. 먼저 남아프리차 공화국 몇 그

주변국이 NPT에 가입한 아프리카에 있어서 1잊)()년대에 주창된 아프리카

비핵지대 셜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양국정상이 1990년 11월 28일 공동선언올 통해 합의한 핵물질 및

시셜 명셰서의 상호교환， 상호사찰실시， 파EA와의 안전조치 협정체결 동

은 1991년 7월 18일 양국간에 원자력악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의 서명으

로 발전되었다. 이 협정에서 양국은 핵폭발 장치의 생산이나 획득을 금하

며 아르헨티나 - 브라질 핵통제위원회의 셜치에 합의하였다. 이후 1991년

12월 13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핵통제위원회， IAEA 4자 간에 안전조치협

정이 서명되었다. 이러한 정세변화에 따라 야르헨티나와 브라질은 그 동안

평화적 핵폭발을 이유로 -거부하여왔던 Tlatelolco조약에 가입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으며 더 나아가 NPT에도 가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 United Nations. 까le Prevention of Ge앵raphical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Nuclear - Weapon - Free Zones and Zones of Peace in the
Southern Hemisphere, 198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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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전조치의 강화

명화-이용이-원자력의

역할올 수행하여

안전조치는

큰

퍼EA의 핵무기어lτ 전용되는

왔으나， UNol’‘ 파EA와의 r 협력:으;로

행한 강제사찰에 의하여 이라크가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는 것올 밝

NPT 당사국인 이라크는 모든 핵시젤을 신고하여 IAEA 안전조치

것을r 방지하는데

혀냈다.

핵무기 개발을하에 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반하여 마산고》시설에서

추진하여 왔움이 확인됨에 따라 IAEA 사찰의-한계가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IAEA이사회는 1992년 2월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늪 ;전

면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고 았는 당사국 내에서

의 권리를 재확인하였다. 안전조치협정

특별사찰을 행할파EA

체73조는 해당정부가-제공한 정보

및 일반사찰에서 얻어진 정보에 의하여 파EA가 그 책임올 수행하는데 충

의하여행하며， 헥당정부와의 합의에

제77조는 파EA가 특별사찰을

분하지 않다고 인정한 겸우에는 특별사찰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할 경우에는 파EA는 해당정부와. 협의를

신고되지 않은 정보 -및 장소에 접근A

할 수 있다고 규청하고 있다.앓)

실시에

었다. -이 경우에는 이라크의회부할 수

특별사찰의 실시혜는 ，당사국의

로 안보리가 현장 제7장의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특별사찰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파EA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해당국이 특별사찰을 거부하는것은 일

단 의섬을 받게 되며 IAEA 이사회는‘필요한 대웅책을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와 마찬가지

규정에 따라 강제사찰을 포함한 ;일정한 조치를

있어서는 우선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 IAEA자체는 독자의 정보수집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각국이

를 유엔안보리에

정찰위성 동에서 얻는 정보를 파EA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

라서 이러한 정보제공을 위한 구조의 틀을 형성하는 것도 주요한 일로 펑

가된다.

38) 과학기술처， 안전조치업무편람， 19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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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퍼EA에서는 안전조치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설계정보의 조기제공

을 위한 보조약정의 개정， 미신고 핵시설 및 핵활동- 검색을 위한 환경감시

기술개발 프로책트의 추잔 핵물질 및 장비 비핵물질 수출입 전면보고체제

의 실시 둥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었으나， 이러한 사항의 추

진은 IAEA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여야·그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

로 우리가 대응할 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대웅전략을 구체적으로 절정

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강화가 평화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될

필요성이 었다- ‘

야. 핵수출 통제

!‘원자력공급국틀은 핵수출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 및 수출통제

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여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보조적인 조치를 취해왔

다. 걸프전쟁후 이라크의 경우f에서와 같이 종래의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r것

과 또한 냉전의 종식에·따라 COCOM규제가 완화된 것 둥으로 인하여 새

로운 대응야 필요한 상황이다. 파거의 핵수출 통제체도에 내재된 문제점들

은 다음과 같다

@ 프랑스， 독일， 구소련 둥은 핵비확산의 추구보다는 .상업적인 이익을

우선시칸 점

@ 국가마다 상이한 수출허가 절차

@ 수출품목에 관하여 군사적으로도 평화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이

중사용품목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규제대상에 미포함

@ 시행에 관한 문제 및 위반에 대한 제재도 규정하지 아니한 점 둥이

다.

/

아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2년 4월 3일 바르샤바에서 핵공급-국

그룹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문서를 채택하였다- 첫째， 핵비확산 목표를

원자력의 평화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보다도 우선할 것을 명백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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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출허가절차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상대국이 NPT 당사국

얼 것， 수령국의 최종사용 목적올 명확히 할 것 둥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그룹은 지침의 척용올 받는 새로운 65개의 이중사용 품목을 채택하였다.

셋째， 양해각서에셔 각 국가의 수출숭인 거부를 그룹의 다른 국가에 통보

.해야 하며 그 거부는 3년칸 모든 당사국을 구속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

다. 이에 따라 일단 어떤 나라에 의하여 공급이 거부된 국가가 곧장 다른

나라로부터 공급받을 가능성은 없어졌으며 또한 정보의 교환 및 정기적인

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넷째， 전면안전조치에 관한 성명에서는 현재 및 장

래 원자력활동의 모든 핵분열성 물질에 대하여 IAEA의 전면안전조치룰

수락하지 않는 수령국에 대하여는 수출되지 않도록 합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칙근 핵공급국그룹의 합의에 의하여 구체적인 이행이나 제재

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과거의 규제와 비교하여 보다- 엄격한 수출관리에 합

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라크와 같은 경우를 방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수출통제에 대하여 주의해야활 것은 핵무기비확산의 측면에서 생각한다

면 바람직한 것이나 이로 인하여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형화적인 기술

이전도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남북문제를 야기할 수 었다고 개도

국들이 주장하고 았다.

이러한 수출통제악 강화는 NPT조항에서 요구하는 이상의 통젝수단으

로 인식되고 있으며， 수출통제가 그 의마를 갖기 위하여는 원자력 물질 및

장바를 공급할 수 있는 세계 모든 국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포한 IAEA에

서 최큰 논의되고 있는 핵물질， 장비의 수출입에 대한 세계적 보고체제와

수출통제제도가장호 윤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해야 수출통체의 실효성이 중

대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기존 공급국들의 상업척 독정체제

의 유지를 위하여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 원자력 평화이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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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의 핵무기개발 추진파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올 위한 국제협력 촉진에셔 최대의 단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북

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원자력 I영화이용올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

국제적 감사가 강화될 전망어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남한도

개발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며행정부는 pu의 명화척 이용까지도 억제하려는 정책을 추진중에

었다. 물론 이랴한 정책은 기존의 pu이용 국가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얘 부

딪치겠지만 현채 pu를 야용하지 않고 있는 국가뜰에게는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며행정부는 이마 pu 이용 프로그램을 가

지고 있는 국가들 까지만 pu의 이용을 허용하고 그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

는 접근을 억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우리의 pu이용 계획올

확정하여 대내외에 공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핵물질의 안정척인 확보

및 그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가까운 인접국들이 참여하는

다국적 핵주기 센터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국적 핵주기 센

터의 셜립은 핵무기감축조약에서 나오는 pu의 명화이용 중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경제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둥의 경제적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NPT 유·무기한 연장어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NPT가 유기한 연장될 때와 무기한 연장될 때의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으나， 본 절에서는 유기한 연장의 경우와

무기한 연장의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검토기준은 유기한 연장의 경우

국제 사회가 향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또는 추진하도록 압력올 가해야

할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으며， 무기한 연장의 경우는 그 파급효과를 주

로 검토하였다. 여기의 내용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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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분석이다(표 3.3 참조).

체 5 절 NPT 향후 전망과 우리의 업장

1. 향후전망

NPT가 발효한 이래 줄곧 문제가 되어용 사항이 조약의 불평둥성，

핵군축， 핵무기 불사용 보장， 원자력의 평화척 이용중진 퉁이었으며， 이번

"NPT 연장회의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큰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며 ~l 악

해결정도에 따라 연장문제가 검토될 것으로 명가된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

들이 모두 핵비보유국으로부터 표출되고 있다는 점올 고려하면 향후의

NPT를 쉽게 전망할 수 있올 것아다.

원자력선진국들은 NPT의 무기한 연장을 위하여 핵살협의 일시적 중지，
~

중동문제의 정치적 해결 풍의 노력올 하고 었으냐， 이러한 노력들이 재도

국틀이 주장하여온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에 핵수출통제제도의 강화， 안전조치 체제의 보강 .둥 원자력

을 평화적으로만 이용하는 국가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국제 원자력정세가

진전되고 있고， 개도국들이 주장하여 온 평화이용 증진의 측면에서는 그

진전이 없는 점과 핵군축과 핵무기 불사용보장의 불인청， 구소련 해체로

인한 핵무기 보유국들의 증가 둥의 요인으로 볼 때 무기한 연장으로의 합

의는 어려울 것으로 철망되며， 조약상의 연장문제를 결정짓는 방법에 있어

서도 당사국의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여 높다. 이 경우 표결상에서도 문제

점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참가한 국가만 표결에 참가활 것인지 풍의 문

제가 있다. 39)

39) PPNN Study, Options & Oppoπunities : The NPT Extension Conference of
1뾰， No.2,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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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NPT 유·무기한 연장이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유 기 한 연 장 무기한연장

。 국제.명화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우리의 의지 공표

및 국제적 신뢰도 증진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체제 강화

0 핵보유국의 위협시 대처

어려움 ’

。 수명적 확산‘방지의 상징적

- 의미 중대

。 기존 핵보유국의 핵무기

보유고착화

。 핵무기의 완전한 철폐 및

완전한 핵실험 금지 가능성

희박

。 핵보유국의 NSA비보장

핵위협시 다각적 대처 방안

강구가능

。 수평적 확산방지에 상징적

역할 감소

。 수직적 핵확산 방지 가능

。 실질적이고 완전한 핵무기

철폐 및 CTBT체결 유도

가능성 증대

。 핵보유국으로부터 NSA보장

가능

。 국제 원자력 사회에서

주도적인 .입장 견지 어려움

핵확산

방지

군 축-

’ 10 CAS, IPS둥올 활성화시킬 수

공급보장 | 있으며 상호 호혜 형둥하의

l 국제협력 가눔성 중대

-。 북한의 핵개발 또는 주변국의

안전보장

국제

평화에

대한

국내·외

이미지

。 평화아용을 위한 국제협력 |。 핵심기술 확보 어려움 증대

활성화 가능성 I 。 선진국의 기술 독점및 규제

:1 。 원자력선진국들의 대 개도국에| 강화
연구개발 1-· I

- 대한 기술 및 물질 이전에 |。 핵비확산을 이유로 기존의

적극성 유발 l 선진국과 개도국칸의 관계가

고착화

。 수출동제의 강화로 물질 및

장버 도엽이 더욱 어려워짐

측면

현재까지 4차에 걸친 펑가회의에서는 의사결정 방식을 당사국 전원합의

제 (consensus)로 진행해 왔으나 1995년 명가/연장회의 및 준비회의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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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이 그대로 척용될지는 미지수다.

미국 둥 서방선진국들은 파거의 관혜대로 합의제도의 추전을 션호하고

았으며 당사국수의 절대 우위를 접하고 았는 버동맹그룹 국가들은 그 동안

합의제도하에서 이루어진 생파가 없음을 강조하고 초약의 규정대로 다수결

투표제도의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특허 조약의 연장문제에 대혜서는 조약

제 10조 2항에 당샤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사

결정 방식은 조약의 연장여부에 명향을 미치는 중요환 요소가 될 것이다.

지난 5월에 .열린 연장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 회의에서도 의사결정문제거

주요환 문제로 대투되었으나 타결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이관되었으며

얼부 바동맹그룹 국가들은 중간 타협책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은 하되 다수

결 투표제에 의한 의사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뼈 따라서

의사결정방법이 어떻께 결정되는가에 따라서도 유겨한 또는 무기한 연장이

될 것인지에 크게 영향올 미첼 것이다.

그러나 최근 NPT의 무기한 연장올 위하여 그 션도적 위치에 있는 미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해서인지 군사용 고농축 우라늄과 풀루토늄 잉

여분을 군사목적에 사용하지 않용 방챔을 내버치고 었으며 동시에 이러한

물질들올 퍼EA의 안전조치하에 두는 문채를 제안할 움직임을 보이고 았

다. 플루토늄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대규모 프로책트를 추진하

고 있는 서구 원자력 선전국들파 일본의 플루토늄 여용계획 둥의 경우에

대하여 미국이 일방적으로 플루토늄 이용을 금지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대

외척으로 NPT의 무기한 연장을 지지하고 있는 이러한 국가들의 전폭척언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

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과 알본은 플루토늄 이용의 유용성을 미국에 전달

하는 퉁 그들의 풀루토늄 이용에 저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행

40) 외무부， 핵무기비확산조약당사국간의 1995년회의 준비위원회 1차 회의. 199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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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플루토늄 여용의 제환적인 허용은 파거 레이건 행정부의 핵비확산 정책

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의 내용은 고도의. 원자력산업 프로그햄을 보

유하고 있는 국가뜰에 대하여는 재처리 계획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

다. 며국의 야러한 풀루토늄이용 억제정책과 일반적인 ‘상업발전소에서는

필요치 않는 고농축 우라늄의 생산 감축의도는 -장기적으로는 포괄척 핵실

험금지조약의 제1보로 볼 수 었다.

또한 미국은 그 동안 꾸준히 언급되어 왔던 통남아， 아프리카， 중동 동

의 지역에 비핵지대 절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고려 중에 있는데 이는 과거

미국의 소극적 안전보장 정책올 상당부분.변화시키려는·의도며 ι 이러환 정

책변화 움직임은 원자력 개도국 및 핵무기 비보유국들로부터 환영받을 것

이다. 그러나 NPT가 발효된지 20여년이 경과하면서 지금까지- 행해진 선진

국들의 약속은 선진국들 끼리의 업장에서 이해관계가 있을 때 주로 약속이

이루어졌으며 재도국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약속들은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의 이러한 선진국들의 행동을 개도국들이 어떠한

눈으로 볼 것인가가 주요환 문제로 대두된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앞으로 선진국틀의 태도에 따라 개도국틀

와 입장이 결정될 것언 바 이를 위하여 선진국들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되

며 유기한 또는 무기한 연장의 전망은 향후 2년 안에 달려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2. 주변환경

NPT의 연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려면 우선 우리가 처해있

는 주변 환경부터 분석해야 한다. 륙히 제4차 명가회의’ 이후 우리의 원자

력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환 변화가 있었다. 국내

적으로의 상황을 보면 먼저 남·북 상호 핵사찰 실시 합의여다. 이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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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지 않고 있지만 상호 신뢰구축을 위하여 반드시 실시해야 할 문제로

셔 이것이 성공척으로，실셔되면 한반도내의 비핵지대 셜치를 위:한 환경이

더욱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명가된다.

다음은 대통령의 비핵 5원칙의 선언으로서 ·야로 안하여， ‘한국은 재처리

및 농축시셜을 보유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계

획의 일환으로 수행될 마래형 핵연료의 연구개발도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었다.

반면 북한은 냥북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재처리 시셜의 보유 금지 -내용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최근에는 NPT 탈퇴를 유보한다는 조건으로 미국으로

부터 NSA와 경수로 기술 공급을 제공받고자 하는 둥 우리의· 얼방적“인 포

기션언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대외적인-요인으로*구소련의붕괴를 들 수 있다. 구소련와 붕괴

로 핵무가 보유국이 증가하였으며， 독립 공화국들의 핵무기 통제기술의

미비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 점을 들‘수 있다. 또한 일본의 Pu 대량 확

보와 NPT 무기한 연장에 대한 소극적언 태도 풍이 었다.41)

파거 우리나라는 NPT평가회의시 77그룹에 속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양쪽 모두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원자력의 I영화이용， 안

전조치， 수출통제 분야에서는 77그룹의 입장을 지지하였으며， 핵군축과 관

련한 NSA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특허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핵무기 불사용을;보

장한 점 둥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입장은 77그룹의 편에 서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

3. 우리의 입장

NPT 발효 이후 우려나라의 원자력 연구개발 및 산-엽· 춘진이 핵확

41> 일본 원자력산업산문， 199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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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방지라는 이유로 제한 받아용 것은 다음과 같운 사례에서 볼 수 있다.

- 1975년의 재처리 시셜 도입 좌철

- 1984년의 Tandem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좌철

- 1993. 2월 월성2호겨 원자로 중수공급 국체 입찰시 아르헨티나， 인도

의 입찰참가에 대한 카나다의 우려 표명 퉁 간섭

이러한 사례들은 NPT나 국제적인 어느 규제 조항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며 특히， 중수 공급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전면안전조치를 준수

하고 있고 또한 우라가 수입국인 첨을 고려하면 어느 나라와 협력하여도

무관한 것인데도 카나다의 자제 요구는 NPT를 빌미로 한 상업척 독점 측

면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NPT가 국제 형화와 안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올 하여온 것은 사실이

나 NPT 조약상의 권리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 및 핵무기 -보유국들은 그

권리를 향유하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권리 주장 이전에 규제를 더 많이 받

아온게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원자력올 전력

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이용의 r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 야의 추진시 핵비확산을

이유로 국제 협력이 방해받을 소지가 있으며 자체의 연구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는 실정이다.

NPT가 무기한 연장되면， 핵확산 방지라는 이유로 핵심기술 및 물질의

야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악 핵문제 해결t 71

타 문제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을 추구하는데는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

다.

NPT가 유기한 연장되면. NPT의 체제 유지 및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이 공급 보장t IPS 등의 설립， 핵확산 위험이 없고 원자력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나라에 대하여 이전 조건의 완화 둥을 취할 것으로 평가되

나 NIT의 상징성이 상실되어 탈퇴국과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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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날 수 었는 단점이 었다.

본 보고서의 표 3.3의 NPT 유·무기한 연장이 각 분야에 머치는 영향에

서 나타나 었듯이 유기환 연장이 원자력악 연구개발， 핵공급 보장， 핵확산

방지， 군축， 안전보장에서 무기한 연장보다 상대척으로 유리환 것으로 명가

되었으며， 국제 평화에 대한 국내·외 이미지 측면에서만 무가한 연장이 유

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올 수행중이며，Pu이용프로

그랩올 확정하고 있자 않은 상태에서는 유기한 연장울 지지하는 것이 원자

력 산업의 추진에서 유리하며， 유기한연장도 선진국들의 NPT 회의에 임하

는 자세 둥올 고려하여 단기간 연장올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NPT전략을 셜정할 때 체일 중요한 것은 관계 부처간의 입장을 종

합적으로 조정·협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이익올 중

대할 수 었을 것이다.

계 6 절 향후 우랴의 대웅방향

앞에서 절명하였듯이 앞으로 2년후인 1995년에는 국제 핵버확산체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NPT의 연장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다.

NPT당사국으로서 그리고 국제평화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온 우리로

서도 조약의 연장문제에 척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조약이 발효된 이래로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환 국가가 탄생하지 않은 것은 조약야 그 가능을

잘 발휘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원자력을 I형화적으로 이용개발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득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북한의 핵개발을 미국을 비롯한 원자력선진국파 공동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며， 실로서는 조약이 그 기능을 발

휘하고 있어도 효과적으로 핵확산을 저지하지 못한 것과 명화여용의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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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약이 미국과 북환의 정치적 협상의 빌미로 이용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조약의 연장문제에 대한 우리의 -향후 대웅 방향은 현 입장을 정

확히- 판단한 후 r대처혜야 할 문체야지만 국내 자체적으로도 해결 해야할

문제점이 없는가를 살며보고 ’대외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은 ‘행하여야 국제

척으로도 설득력 있는 대웅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척으로 문제국가인 북환파 대치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고 1975년의 재처리시설 도업실패 둥의 사건으로 풀루토늄 이용 개

발어I 대하여 국제적인 시각이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았으므로 원활한

연구개발 몇 이용올 위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올 확보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조처가 훨요하다.

- 국가척 차원의 원자력 연구개발 정책의 젤정 및 이의 대내외 공표

(이는 일본의 장기 원자력개발 정책에서 ‘볼 수 있는 데 일본은 그들의 원

자력 개발정책을 공개하고 이에 필요한 연구개발 분야나 필요환 핵물질의

조달올 위한 근거로서 제시하고 았으나， 우리의-경우는. 특정연구개발을 위

하여 제시할 근거가 없다.)

- 국제공동연구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의 주관 (민감기술에 우리나

라 독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민감한 반웅을 불러 얼으킬 수

있으므로 기존의 관련된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함으로씩 기술율 촉

척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Need에 의한 기술얀 경우에는 우리가 주관하

되 핵확산의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체3국을 참관시키는 형태의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투명성파 공개성올1 확보할 수 았다.)

- 국제 플루토늄 저장 또는 관리에 적극적인 참여 준비 (파거 1970년

대 후반에 논의되었던 국재플루토늄 관리 또는 저장 문체가 최근 머·러의

핵무기 감축으로 인한 잉여 플루토늄의 관리와 안전조치의 효과척인 적용

올 위하여 논의되고 있는데 이의 설립 또는 젤정 가능성이 파거보다는 높

아졌으므로 어의 설립에 대한 논의나 협의 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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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적은 현재로서 우리가 독자적인 채처리 계획이-없으며j ‘향후 플루토

늄 이용에 대비한 기술과 경협을 -축적하기 위하여 플루토늄올-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의 조달을 위하여 이러한 다국간 제도에 참여:함이 바람직 하다.

이를 위하여 재정적인 준비와 인력양성을 꾀해야 한다).

- 국가 핵수출통제제도의 보강 및 이익 성실한 이행과 국제 핵수출통

제제도(NSG Part I, Zangger Commit않e)에의 가입 (핵순출통제는‘국제적

인 핵폐확산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며 이의 중요성이 이라크의 경우에서

도 밝혀졌으며， 핵수출통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국의 경제적인·손

실을 감안하면서 국제 핵비확산을 위하여 공환하는 계기가 된다). ~

- 국가 안전초치 체제의 보강 (일본은 도까이 재처리공장: 까동을 위

하여 안전조치기술올 개발하는 TASTEX를 수행하였고 또한 국제적 및 자

국의 안전조치‘ 보강올 위하여 JASPAS를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핵비확

산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둥 차국의 핵버확산 노력을-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원활한 연구개발 및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냐 우리나라는 예산및 인

력 둥의 이유로 아직 안전조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고”볼 수 .없는 ;상

황이다}

- 원자력관련 국제회의에의 척극적 -참여 및 기술워교 전개 .(최근의

국제원자력청세는 국제 정치척인 상황변화와 병행하여 계속- 변하고 있으나

여에 대한 적절한- 정보의 수집이 며비하며 우라의 원자력 연구개발- 및 이

용이 평화적이라고 언식하도록 과학자의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절명하고 이

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NPT연장/펑가회의에서는 각 조항의 F 이행상황을 i명가하는데 이에

대한 대웅 방향은 다음과 같다.

CD 핵확산 문제(조약 제 1， 제2 조)

NPT 가입국인 이라크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은 NPT의 ，신뢰성올

의심하게 하는 사건어였으며 조약의 촌재- 가치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므로

않



NPT당사국의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예

를 들면， UN 안보리를 통한 경제·군사 제재 초치 및 국제 교역의 금지

동)

야‘러한 국가에제 국제적 제재조치 없이는 비빌려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

하는 나라들의 의도를 저지하지 못할 것이며 NPT 무기한 연장의 전채조

건으로 핵확산국(NPT당사국 4비당사국 불문)의 제재 문제가 타결되어야

한다.

핵확산은 그 주변국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므로 핵확산 방지를 NPT 체

제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핵확산을·방지할 수 있

을 것이다.

@ 핵불사용 문제

과거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보호문제로 NSA에 대하여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였으나 미·북 획담에서 미국측이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치 않겠다고

합의함에 따라4잉 실질적으로 NSA를 보장한 것으로 펑가된다. 우리의 주

변국틀은 모두 핵무기 보유 또는 능력 보유， 개발 의혹이 있는 국가들이므

로 NSA에 관한 국제 협정 체결을 촉구해야 하며 특허， 중국과 러시아로부

터 NSA를 보장받아야 한다.

@ IAEA 안전조치 강화(조약 채3조)

우려는 이미 비핵5원칙올 발표 전면안전조치 수용 j퉁 더 이상-밝힐 것

야 없으므로- 북한의 특별사찰 수용을 위하여 남·북한 동시 IAEA 특별사

찰을 제안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었다. 이때 남·북의 사찰관이 직접

참여하여 남·북 상호 사찰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원자력의 평화적 어용(조약 제4조)

핵비확산이란 명목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규제 받아온 것이 .사실

여며 이러한 규제는 NPT의 연장과 관계없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NPT

42) DPRK Press Statement, 1앉E. 7.19.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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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초에 나타난 규제 이외에 추가 의무를 원자력의 I명화적 이용에 노력하

는 국가들에게 부파하는 것은 명화이용 원칙에 와배되는 것이다. 또한

INF‘CE에서 논의되었던 CAS, IPS 둥이 성파없아 진행되어 오고 있으므로

NPT 연장의 전재로서 군촉과 함께 가장 비중이 두어져야 할 명화이용 촉

진은 다음올 포함한다.

- 미·러 핵무기 해체로 발생되는 핵물질의 1명화적 이용을 위한

가술개발 및 관리체계 구촉(IPS 둥) 및 명화척 Needs가 있는

국가에게‘공급장치 마련

- CASst 활성화
- 모든 국가가 차별없이 핵물질 및 정보에 접근할 수 었도록

지역핵주기젠터 젤립 추진

-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국가 및 핵개발 포기를 선언한

국가에 대해서는 핵섬기술， 물질 이전 퉁의 륙혜

- 원자력 국제 교역시 명화적 목적의 원자력 장기개발 계획올

제시하고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러한 당사국의

특수상황올 고려

@ 핵군축(초약 제6조)

START I . n 의 체결로 핵무가 감촉에 어느 정도는 i 성과가 었었으나

완전한 핵무기의 철폐까지는 야직 거리가 멀다. 미국의 얼시척(1년y 핵무가

실험중단 조치는 NPT의 무가한 연장을 위한 체스쳐로 볼 -수 있으며，

NPT 무기한 연장의 전제 조건요로 모든 핵실험의 전면 중단(CTBT의 체

결)， 모든 핵무기의 폐기 후에 NPT 무기한 연장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 1:11 핵지대〈조약 제7조)

우리의 주변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능력올 보유하고 었으므

로 비핵지대 설치를-검토함이 바람직하다. 미·북회담에서 →미국이 NSA를

북한에 보장하였고， 합의선언문에도 'Denucl않피zation’ 대신 Nuclear Free

Korean Peninsula를 샤용하는 둥 기존 Rarotonga조약에서 사용되는 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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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전시킨 점 둥을 고려할 때 한반도와 일본 및 중국， 소련의 일부를 포

함하는 비핵지대 셜치를 고려한다.

비핵지대 셜청은 지역의 안보와 세력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강대국

의 억지력을 저해하지 않을 때， 즉 강대국 또는 대치되는 진영의 이해에

부합 될 때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명가되고 있다43). (Roratonga조약억 경

우 역내 국가칸 또는 지역을 둘러싸고 강대국간 대립의 부재 둥 남태평양

에 유리한 전략적 조건， 남태평양 협의기구를 통한 오랜 지역협력의 존재，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의 핵실험을 제와한다면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핵상태가 이미 존재하여 조약의 적용지대로부터 강대국에 의한 핵무기의

철거나 핵가지의 철폐 필요성어 없고 대륙으로 부터 고립되어 있는 지정

학적 위치에 있었다).

43) 박희권， 한반도 비핵화， 경세원.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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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lARA 주요 동향 빛 국가지위 향상방안

제 1 철 IAEA의 주요 동향

IAEA에서 가장 중요하고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었는 현안들은 이라크i

북환 동의 국가로부터 비롯되어 정차 강화되고 있는 안전조치 강화문제와，

1986년 이후 예산의 실질성장올 정지시키고 퍼EA의 활동을 확대환다는

취지가 이제 첨차 한계첨에 다다름에 따라 동 기구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기술협력 및 안전조치 수행에 필요환 재원조달 확보문제라 할 수 있다L

IAEA 활동의 채괄적 상황율 살며보면， 우선， IAEA 사무국 수장인· 사

무총장의 임명야 있었다. 현장 제7조 A항에 따라 임기 4년의-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지명되어 총회의 송언올 얻어 임명 되는데， 이사회는 1993년

11훨 30일 임기가 종료되는 Blix 샤무총장의 후임에 다른 후보가 입후보하

지 않았으므로. 이사회는 동 사무총장올 다시 선엄환 후.‘ 여를 ‘93년 총회

에 상정 만장얼치로 재임이 숭언되었다.

‘한편 기구의 채정현황은 1991년에 야어 1992에도 취약한상태이며 1992

년말 현재 전체예산의 15%언 3천만불이 미납되었다. 이에 r 따라 ~71술협력

부， 원자력에너지 및 안전부， 행정부， 연구 및 통위원소부， 안전조치부- 풍 5

개 부서별로 약 13%의 예산삭감이 있었다.

1992년 이사회는 국채이론물리센터(ICTP)의 관리책임을 UNESCO로 이

관하는 문제를 숭인하였으며， INSAG은 75-INSAG-1을 경신환

75-INSAG~7율 발간하였는 바 이 보고서는 1986년 이후 수집된 새로운

정보를올 통하여 원자로 체어봉의 설계， →안전계통의 결합과 안전규제 및

관리상의 비효율성 둥올 지적하고 있다.44)

INES사업은 원자력시셜의 이상상태가 원자력 종사자와 홍보매체 및 -대

44) lAEA, ’The annual r，뭘:x>rt for 1않12， GOVI않46， 199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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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중 이라크에 대한 사찰이 g번: 수행됨에 따라 F총 16번의 샤찰이

수행되었으며， 사찰의 주된 엄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앓7호에 따라 이라

크의 대규모 핵관련 시셜들올 파괴， 제거 또는 :-?l 용하지견못하도록?하는，것

이었다. 특히 이라크의 연구로에 장전되어 있는 조사후핵연료에 포함된 고

농축우라늄이 문제가 되어 이 물질의 제거에 대한 협상이 잔행되고 었다.

미래 원전에 척용할 안전원칙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려한

논의는 미래 원전에 대한 、안전원칙 및 기춘설정올 제.의한"In따naφnal

Conference , on the Safety of N~clear Pow~-Stra~gy.， for，、 •상1e

Future"(1991.9.2-9.6，비엔나)에서 시작되었다.:;:L후 1991년 총회에서 안전

원칙 및 기준젤정올 위한 전문가 그룹이 결성되었으며， 199，2년 쫓회에서

는 안전원칙 및 기준설정절차가- 결정되었다. 향후 - 계획은 1994까지

IAEA-:TECDα:를 완결하여 발간하고， INSAG‘3올 보완하면， 1993년 11뭘

겸 -Technical Committee Iy1ee파19올 개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

을 통하여 1앉핑-1앞꺼3년경 NUSS 안전 원칙 지침율 .작성할 예정이.다46)

새로운 안전기준의 준바와 관련하여- 그 진전현황을.살펴r보면， 이사회는

1002년 6월 방사선방호에 대한 기본안전기준(~SS)올 송인하였으며，.1965년

9월 BSS의 ‘개정을 숭인하였다. 이후 ILO, WHP, OECDmEA .및 lAEA

둥이 동의하여 기본안전기준의 추가개정판이 작성되었고 1981년 9월 이사

회의 숭언에 따라， 1982년 출간되었다. 그러나 1990년 ICRP의 새로운 권

고사항에 따라 BSS도 채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상기 4채 관련끼구들어，. 동

의하였고， 연합사무국(joint secretariat)은 내부용 BSS악. 초안작성을. 위i한

자문단올 셜치하였다. 첫번째 내부초안이 1991년 4월 연합사무국에 의해

숭인된 이후 예비 초안이 173개국과 않깨 국제기구에 배꽃되었특며， 1992

년 12월에 개최된 기술위원회 (Tech띠C외 Comr피ttee)는 예비초안과 f휘송

46) IAEA, Safety principles for future nuch~ar power plants',강OV!2663，‘ 1993. ‘ 5.
17

-'64 -



중 사이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활 목적으로 1990년부터 시작되었

으며 한국은 1991년 1월부터 원자력 검사과장을 정부 대표로 지정하여 여

기에 참여하고 있다. lNES는， 파EA와 NEA가 공동으로 개발한 사업으로，

52개국이 INES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올 파EA에 통보하여 왔다.

IAEA 사업의 하나언 운전충 안전성샤엽(OSART)는 1983년부터 시작되

어， 환국은 그 동안 3차례 서비스를 받았으며， 금년 9월 또는 10월경 울진

원전에 대하여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동 건은 1잃4년으로 연가되었다.

1986년부터 시작된 ASSET사업은 원자력시설에서의 사고를 사전에 예

방하고자 하는 서버스로서 환국은 1991년 3월 25얼-29일 기간 중 이에 대

한 소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나 아직 서비스는 받자 않고 있는 상황이다.

ASSET는 안전성관련 중요사건의 명가단을 조직하여 특정사건에 대한 원

인파 안전성관련 유무 그리고 운전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에 관하여

독자적인 해석을 하고 발전소 운영초직과 규채기관에 지첨을 제공하가 위

해 시작된 사업이다.쟁)

동구권 및 구소련의 초창기 모렐인 VVER-440에 대한 안전성검토의 일

환으로서， RBMI< 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환 기술적 검토사업이 시작되었

고， VVER-1αm 완전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취급될 예정이다.

안전조치 강화와 관련하여 퍼EA는 총회 결의 559호에 따라 특별사찰，

설계정보의 조기제공 및 이용， 핵물질· 특정장비 및 바원자력물질의 수출

업에 대한 보고체제 둥에 었어서 여러가지 새로운 조치를 취하였으며， 아

울러 구소련의 각 공화국들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활동계획서를 준

비한 후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둥에 대하여는 최초로 기술

방문을 하였고 펠라루스， 차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둥에 대하여는 사살 확인

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45) 이재성， 원자력안전성 체고를 위한 기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1앉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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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의견을 검토하였다. 180건애 달하는 코멘트를 바탕으로 연합사무국은

1992년 11월 30일 제2차 수정-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1992년 12월 -14-18일

동안 개최된 기술위원화는 제2차 ;수정 초안을 검토하고 제3차 수정‘ 초안을

작성하였다. 새로운 BSS의 성격은 첫째， 1990년 ICRP" 권고사항에 배치되

어서는 아니된다. 둘째， 가능하면 BSS는 고유한 전문용어로 작성되쩌야

한다.

셋째， 새로운 BSS는 ICRP 권고사항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최근의， 과학

적 진보와 방사선방호、원칙 및 개념올 도입하고， 모픈 회원국의 BSS 주관

당국이 이러한 원칙파 개념들을 규제요건 및 지침으로 적용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며， 또한 지원올 요청한 회원국을 지원할-수 었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어야 한다.

넷째 새로운 BSS는 다음파 같은 지침을 제시하여 주어야 -한다. 즉r 규

제체체의 특정， 인체에 대한 방사선 위험이 현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증가

에 대비하는 방사선방호 기준， 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방호 기준 둥이며， 이러한 지챔들은 방사선방호-전문가 및 운전시

설의 방사선방호 책임자는‘물론이고우선적으로‘방사션방호를ζ책엄지고 있

는 해당국가의 주관 당국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씬).

. IAEA가 주최한 핵물질의-물리적 방호협약에 관한 평자회의가 J992년 9

월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협약 당사국 42개국 중 35재국， 옵

서버 6개국 및 2개 국제기구가 참석하였으며， 당사국들은 동·협약을 적극

적으로 지지한다는 최총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평가회의는

가까운 시일내에 INFCIRC!225!Rev.2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준바할 것을

기구에 요청하였다.

47) lAEA, The preparation of new Basic Safety Standards, GOV/2658, 199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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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11월 12일 발효한 핵피해시 원자력 손해의 민사책엄에 관한 .비

엔나조약에 1992년 3개국이 추가로 가업함으로써 당사국 수가 17개국으로

늘어났으며， 비엔나조약과 파리조약의 상호적용에 대한 공동의정서

(INFCIRC/402)가 1992년 4월 22일 발효되었고 1992년말 현재 당사국 수

는 10개국이다. 한편 제 36차 총회 결의 .(RES/많5)를 통하여 비엔나 조약

과 공동 의정서에 각국의 광범위한 참여가 요청되었으며， 원자력 손해배상

상절위원회의 비에나 조약의‘ 개정작업의 조속한 완료가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우라나라는 동조약의 가입에 따른 국내 원자력 손해배상과

제도의 재정비와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1986년 4월 체르노벌 사고 이후 국경을 넘어가는 방사능의 영향을 최

소화 하고 핵사고 관련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체공하기 ，위한 사고의 조

기통보와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그 영향을 경감시키겨- 위한. 지원

을 선속하고도 용이하게 활 국제적 기-술지원에 대한 협력 필요성이 크게

고조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협약을 1986년 .9월어11 IAEA 특별총회에서 채택

하기에 이르렀다.

. 1992년 중에 조기통보협약 제 1조에 언급된 유형의 사고에 대한 -통보는

없었으나 버상지원협약이 발효된 이후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1993년 3월

9일 베트남 정부가 15 MeV의 전자가속기로 부터 매우 높은 수준의 방사

선에 피폭된 베트남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요청에 따라-사무국은 2명의 전문가를 파견하였고， 검사결과 추가적인-검

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렴에 따라 프랑스 정부가 이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한편， 구소련의 공화국들이 조기통보 및 비상져원협약에 가입하는 것

과 관련하여 많은 회원국들이 관심을 표명했고 이에 사무국이 구소련의

공화국 외무장관틀에게 서션을 통하여 협약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1993년 5월 1일 현재 66개국/가구가 조기통보협약의 당사국이며;64개국/기

감



구가 비상지원협약의 당사국이다.짧)

기구의 기술원조사업 지출비율을 보면 식량 및 농업에 18.3%, 물리 및

화학이 19%를 차지하고 었으며， 지역별 현황은 최근 몇 년간 중가세를 보

인 아프리카지역이 1천만불올 상회함으로써 26.1%를 차지했고， 아시아지역

이 25.7%, 중남미지역야 21.4%, 중동 및 유럽지역이 18%, 나머지는 지역간

사업에 할당되었다.

1않xl년 4월 4일 발효한 아프리카 지역협력협청인 AFRA(A효lean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Dg rela않d to Nuclear Energy)어I 1992년 2개국이 추가로 동협정에

가업하여 당사국 수는 15개국이 되었다.

IAEA 기술원조 및 협력활동을 위환 자금확보는 태환화폐의 비율이 중

요하며， TACF에’ 대한 목표액·신청액·납부액의상호 차이가 기술협력활동

수행의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고 있다. 1992년 TACF에 대한 태환화폐가

8.6% 중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는 불태환화폐의 감소로 언하여 결국 총

TACF‘ 목표액의 납부옳은 1991년 77.2%에서 1992년 71.6%로 감소하게 되

는 결파를 초래하였다. 특별기여금， UNDP 및 물척 지원도 역시 감소되었

으며， 결국 총재원은 1991년 49.1백만 불에서 1992년 40.3백만불로 감소하

였다.

‘ TACF 기금에 대한 불태환화혜의 기여분이 9% 감소되었기 때문에 불

태환화 혜에 의한 영향은 향후 보다 채션될 전망이고， 1992년도 이행율

이 61.9%로서 1991년의 경우 67.6%인- 것에 벼해 오히려 낮아졌으며， 2년

간 전체적 이행율은 59.3%로서 지난 5년간 수준(56.6%-67.8%)올 대체적으

로 유지하고 있다.

48) lAEA, The ‘ implementation and status of the 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 and the Convention on Assistance in the
case of a Nuclear Accident or Radiol앵ical Emergency, GOV/2662, 199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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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관련하여 1992년에 종료된 프로혜트는 6개 과제이며 i 한국은 자

발적기여금으로 1992년에 총액악 0.22%에 해당하는 US$ 115.당m을 완납하

였다. 한편 북한은 UNDP' 프로젝트를 FAD와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였

으나， na피anal level에서의 협력이 야루어지지 않아 좌절되었으며， 1992년

에 종료된 프로젝트4개 파제충 DPRKl4IOO2 Cyclotron F‘acility는 방사선

의학용 동위원소 생산목적으로서 20 MeV 성능이며 1985년 소련에서 도입

하였는데， 이 프로혜트는 퍼EA， 북한， 미국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한 것

이다.

77그룹의 입장은 프로그랩을 수행하기 위해 재원올 어떻게 조달할 것인

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방사선 안전성 향상을 위해 파EA가 수행

하고 있는 RAPAT, WAMAP 암무 퉁이 정규예산에서 지원되어야 하나，

현재 상당부분 TACF에서 ‘지원되고 -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TACF에 대한 신청목표율이 1983년(92.7%) 이래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

(1992년; 71.6%)에 관한 문제의 섬각성에 대해 우려가 표명되었으며，

UNDP 기금이 감소하고 었는 추세에 대해서도 관점이 표명되었다.49)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공히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2년 주가 기술협력사

업체제를 살펴보면 1986년 제30차 정기총회시 개최된 기술협력 정책세미

나에서 2년 주기 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사무국의 제안이 있었고， 이에 따라

1986년 12월 TACC를 거쳐 1987년 2월 이사회에서 동계획이 숭인되었으며

1989년 부터 4년 동안(1989-1992) 시범적 운영을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1991년 11월 TACC에서는 1989-1앉R년 동안의 첫번째 시험운영이 성공

적으로 수행되어 동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이 나타났지만， 운영상

융통성에서는 문제정도 지적되었다. 한편 1991년 12월 이사회에서는 최초

4개년 시험운영기간 이후에도 동 제도를 정규적으로 계속 실시하기로 결정

하였으나， 1992년 12월 -TAce는 1뽀4년에 가서 동제도의 개선 뿐만 아니

49) 한국완자력연구소， 1993년도 국제원자력기구 6월 이사회 참가보고서， 199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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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거술협력의 전반적인 현안을 다루는 정책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lAEA 사무국이 제안하였다. 1993-94년간 수행될 새로운 2년주기 기술협

력사업여 700건 이상 신청 되었으며， 명가결과 당)()건 이상의 새로운 사

업이 결정되었다. 개도국틀은 퍼EA의 기술협력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서 TACF 기금축소(pledged amount) 및 이행설적 감소에 대해 우려를 표

명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틀은 대체로 기술협력 사업의 효율성 즘대를.강

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EA의 재무규칙에 대한 전반적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재원문

제로 난관에 부딪쳐 있는 상황이다. IAEA 재무규칙에 대한 검토요청은

파EA의 1990년 결산보고서에 대한 파EA의 재무규정이 퍼EA의 예산집

행상 실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를 통하여 중요한

사혜를 들면서 시작되었으며， 1991년‘결산보고서에 대한:외부감사는 채무

규칙의 전반적인 검토를 위한 활동계획서 및 시간표를 작성할 것을 사무

국에 권고하였다. 이후 사무국은 1993년 5월 행정 및 예산위원회에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예비검토룰 수행하였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 US$

13.500은 미국의 특별가여금으로 충당하였다. 그러나 향후 이 검토를i 완료

하는 페까지 필요한 자금은 US$ 150，αm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파EA가 처해있는 채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본 예산에서 염출할 수 없는

만큼， 회원국들의 특별기여금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 2 절 IAEA 안전조치 강화와 북한문제

1. IAEA 안전조치협정 및 보조약정 협상현황50)

가. 전면안전조치협정

50) lAEA, Status of negotiations of safegu따ds agreements and subsidiary
arrangements. GOV/INF/696, 1앉)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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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PT에 따른 전면안전조치협정

NPr 제3조 4항에 의하면 핵무기비보유 당사국은 비준서 또

는 가입서의 기탁일자 이전에 안전조치 협정의 쿄섭올 개시하여야 하며，

동협정은 교섭개시 일로 부터 18개월 이내에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었다.51)

NPT에 따른 전면안전조치협정의 현황은 1993년 10월말 현재 핵무기비

보유 NPT.I55개 당사국중 94개국에 대해 안전조치협정이 발효 중인데， 이

들 94개국중 49개국은 원자력활동이 전무하고 핵물질 및 운전중인 핵시셜

어 없음을 파EA에 통보해 왔다.

한편 나머지 55개국은 NPT에 가입하고 있으면서 파EA와 전면안전조

치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이틀중 39개국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조

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이다.

(2) Tlatelolco 안전조치협 정

1993년 4월말 현재 Tlatelolco 조약의 기탁국 정부는 당사국이 24개국암

을 IAEA에 통보해 왔으며 이들 국가플은 모두 NPT 당사국들이다.

Tlatelolco 조약 제 13조에 따라 당사국은 파EA와 안전조치협정을 채결하

도록 되어 었으며，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체결은 조약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협상올 시작하고， 협상 개시일로 부터 .18개월 이내

애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야 발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었다.

1993년 4월말 현재 Tlatelolco와 NPT에 따라 안전조치협정 이 발효된 국

가는 15개국이며， 7개 당사국은 아직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3) Rarotonga 조약에 따른 안전조치협정

1993년 4월말 현재 기탁국 정부에 의하면， 117~ 국이 조약

당사국임을 IAEA에 통보해왔고， 이들중 10개국은 이에 NPT에 t 따른 안전

조치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솔로몬 군도의 경우 안전조치협정에 아직

51) SIPRI, SIPRI Yearbook 1989 World Annaments and Disarmament,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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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약 제8조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파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또한 각 당사국은 조약 발효일로부터 187fl 월 이내에 안

전초치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었다.

(4) 보조약정

NPT와 Tlatelolco조약에 의한 안전조치협정에서는 협정이

발효된 뒤 가능한 환 빠른 시일내에 보조약정어 발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각 국가와 파EA는 협정 발효후 90일 여내에 보조약정이 발효

되도록 최선율 다하여야 하며，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90일을 경

파할 수 있도록 규청되어 었다.

1993년 4월말 현재 원자력활동중에 있거나 핵물질 또는 시셜을 운영중

인_46개국에 대하여 40개의 전면안전조치 협정이 발효 중이다. 이들 국가

중 3개 국가는 보조약정 중 일반부분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일반부분을 쳐I

결한 17개국은 아직 시껄부록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았다.

나. INFCIRC/66/Rev.2를 끈거로 체결된 안전조치협청

1993년 4월말 현재 92개의 INFCIRC/66었ev.2 형태의 안전조치

협정이 42개국가와 대만에 대해 발효 중이며， 9개국과 대만에 대해 이 협

정에 의해 안전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5개 국가가 11재의 보조약정을 발

효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 Tlatelolco조약 추가의정서 I에 의한 안전조치협정

1993년 4월발 현재 2개의 안전조치협정이 Tlatelo1co조약 추가의

정서 I에 의하여 두 국가에 발효 중이다. 이들 국가는 이 조약이 적용되는

영토내에서 원자력 활동을 하지 아니하며 핵물질이나 시설을 운영하지 않

고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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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발적 안전조치

1993년 4월말 현재 5개의 핵무기보유국에 대하여 자발적 협정이

발효 중이며， 모든 보조약정도 발효 중이다. 5개의 시젤부록이‘ 협상중에

r있다.

2. 안전조치체제의 효파성과 효율성 강화

최근 수년간 파EA의 최대 역첨사업이며， 해결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고 있는 분야는 안전조치와 관련된 사찰분야얼 것이다. 안전

조치 강화작업의 일환으로 퍼EA는 이미 핵물질의 수출입 및 재고에 관한

전면보고，‘ 장비 및 비원자력 물철의 수출업에 관한 전면보고， 셜계정보의

조기통보 퉁 얼련의 강경일변도의 임무를 계획대로 진행시켜 나가고- 었다.

물론 사무국의 이러한 추진력은 미국 얼본 둥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지원

으로 더욱 가속올 얻고 았다.

1993년 안전조치와 관련한 최대의 현안은 퍼EA의 적극적인 사찰에 대

r 한 의지를 표출한 SAGSI(Standing Advisory Group on Safeguards

Implementation)의 보고서일 것이 다.

사무총장의 자문조직인 SAGSI가 작성한 안전조치 수행에 대한 채명가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권고사항은 신고된 시셜에서의 미신고 활동의 유무

와， 미신고 시설의 유무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IAEA 안전조치제

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SAGSI가 채안한 단계적인 강화

조치를 살펴보면~CD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 분석，® 비원자력물질

및 장비의 수출입애 대한 정보 분석 @ 핵물질의 수출입 및 생산에 대한

정보 분석，@ 기구로 부터 안전조치 분야외의 정보 분석，(5) 기구로 부

터 획득된 안전조치관련 정보 분석，@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분석，(j)

환경감사기술의 사용 둥여다. 포한 SAGSI는 각국의 SSACs들과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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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사찰에 투여되는 비용의 효과성을 높이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

고 었다.않)

이러한 SAGSI의 보고서에 대하여 t 카나다，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영

국， 호주， 프랑스 미국 둥 선진국들은 안전조치 제도 강화를 위한 SAGSI

보고서를 환영하고， 이라크 및 북환에서의 사찰겸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 사찰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며신고 시셜 및 신고시설 내에서 이루어지

는 미신고 핵활동도 사찰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파EA가 회원국과 협의 우선 머신고 장소발견 동 회원국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는 구체적 활동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게다자 차

나다， 핀란드 둥은 실지 시험에·자발적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음올 표명하

기도 하였다.

한편， 중국J 파키스탄 및 알제리 둥 77그룹 국가들은 안전조치 강화 필

요성을 지지하나 동제도 시행에 대한 법적， 경제척， 기술적 문제첨을 충분

히 검토， 회원국과의 완전한 합의후에 채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

히 인도는 동 사찰제도 강화는 퍼EA가 신고시설에 대한 사찰활동에서 며

신고 시셜에 대한 사찰로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경찰가구로서의역할을 하

자는 것이며， 화학무기 금지협약(CWC)의 검증절차를 원용하는:것은 cwe
가 NPT와는 달리 보편적이고 비차별적인 협약이며 현재의. 안전조치강화

와 관련한 협약이 아직 발효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주관척 방법에 의

한 사찰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국의 입장으로서는 SAGSI 보고서가 안전조치제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근거가 되며， 최근 국제사회의 경험 및 현재 처하고 있는 어려움에

비추어 원자력활동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미신고 시설

및 신고시설 내의 미신고 핵활동올 사찰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즉각 검

52) lAEA, Streng상lening the effectiveness and the efficiency of the safeguards
system, GOVI잃57， 1었3.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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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국의 동향을 요약하여 보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회원국들은 보

고서중 안전조치제도의 강화 및 비용효과 제고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고，

마신고시셜 및 미신고활동올 사찰대상에 포함서키는 것올ι 지지하고 있으나

반면， 일부 회원국들은 통 보고가 정치적， 법적， 기술적， 경제적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았고 -동 보고의 이행이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철 수 있으므

로 충분한 검토 후 전문가 회의에서 협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았

다. 동 보고서는 향후 체계적어고 상세한 검토의 기초로서 이를 토대로

각 회원국어 각국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제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아국은 위에서 밝힌 업장을 계속 취，하면서， 이라

크 및 북한문제에 대비하여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SAGSI의 환경감시기술

적용 등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의 적용 및 안전조치 강

화가 -궁극적으로는 아국에도 영향을 미철 것으로 예견되나， 북한 핵문제

해결차원 및 국제 외교무대의 차원에서 지지하는 것이 긴요하다.

안전조치 분야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서 효과성을 유지

하고 비용을→절감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에 대한 SAGSI의 검토방안 이외

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비용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안전조치의 수행에

따른 사찰관의 보고서 작성시 해당 피사찰국에 대한 명가가 가능하도록 잭

관화 과정을 통하여 투명성과 완전성 풍 여러 기준을 확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권위 았고 자격을 갖춘 기술그룹이 몇년간 누적된 자

료를 평가하여 그것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만족되고 었음이 판명되면

SAGSI가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아 핵확산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부분

부터， 해당국의 자체신고 또는 SSACS와의 협력을 통하여 파EA의 사찰활

동을 갈음하는 조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보상 장려책의 성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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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고 있올 뿐만 아니라 바용효파에서도 바람직하며， 이려한 채안이 설행된

다면 재정적， 인력지원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에 집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

는 여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SAGSI의 보고서중 미신고 시셜에 대한 전면적 접근 허용은 상당

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하여 IAEA 사찰어 미신고 시절에

대해 전면적 접근을 하여야 할 경우， 무조건적얀 접근보다는 이사회의 송

언을 전제조건으로 하면 보다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파EA의 안전조치 활동은 오랜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더

욱 강화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본적인 고

려사항은 기구의 안전조치가 그 성격상 규제적 와미를 갖고 -있는 것은 사

실이나， 대다수 회원국， 특히 파EA와 전면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여 그

원자력활동올‘모두 공개하고 있는 국가들은， 체결하여 오랫동안 투명성올

유지해오고 었는데도， 전면안전조치를 받지 않거나 퍼EA와 협정을 전혀

체결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보다 평화적 원자력활동에 있어서 오히려 부정

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첩이 부각되고 있다. 즉， 투명성이 입증된 회원

국들에 대한 보상 장려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SAGSI는 이러한 점을 고

려하여 충실히 안전조치를 받고 있는 회원국들에 대한 향후의 보상장려책

부여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3. 파EA와 북한간 안전조치협정 이행현황

북한과 IAEA와의 공식적인 관계는 1974년 북한이 IAEA 회원국이

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1985년 12월 NPT에 가입하였음에도

NPT 당사국의 의무사항인 IAEA와의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을 지연시킴

에 따라 차츰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북한이 원자력을 외교적 지

렛대로 사용하면서 한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 몇 기구와 북한 둥 복잡하고

다중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특히 파EA와는 의무사항의 이행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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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싸고 계속 불협화음을 유발시켜 왔다.

여기에서는 1993년중 파EA와 북한간의 안전조치협정올 둘러싼 상황변

화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IAEA 이사회는 1993년 3월 18일과 4월 1일 2

건의 추가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특별이사회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협정

에 규정된 @ 당사국의 협정이행 협조의무(제3조)(2) 이사회 결의 이행

의무(제18조) @ 수사사찰 수용의무(제71조) @)특별사찰 수용의무(제73

및 77조) 둥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척하였다. 이에 대하여 UN 사무총장은

북한과 관련하여 채택된 결의문중 대표적인 것은 1993년 4월 1일 IAEA

이사회 결의문과 5월 끄얼 채택한 ‘·안보리 결의 제825호” 인데 그 내용올

살며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IAEA 이사회 결의문 전문은，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1993년

2월 25일자 및 3월 18일자 결의에 대해 북한으로 부터 3월 31일까자 .아무

런 긍정적 회신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올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무총장의 보고와 이 협정

상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 아래 사향을 결의한다.

CD 사무총장의 보고대로 북한이 협정상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 국제원자력기구는 협정 제 19조와 관련 북한의 핵물질이 핵무기

또는 다른 핵폭발장치로 전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한다.

@ 북한은 지체없이 추가청보를 제공해야 하고 1993년 2월 9일

사무총장아 요청했던 2개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접근올 수용해야 하는 둥 북한의 협정 불이행 행위를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 국제원자력 71구는 현장 제 12조 C항과 안전조치협정 제19조에

따라 북한의 협정 불이행 행위 및 파~A가 핵물질의

전용여부를 검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전회원국과 유엔 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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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에 보고할 것을 결정한다.

@ 사무총장은- 이사회를 대신해 상기 사항을 실행할 것을

요청한다.

@ 사무총장은 협정이행올 위한 노력파 대화를 지속하고， 의미있는

진전상황율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 이 모든 관련사항을 계속 유의하기로 결정한다.

특히 36차 IAEA 총회에 즈음하여 갈리 유땐 사무총장은 북한핵문제를

언급하였다. 즉， 북한의 NPT 철회 위협과 안전조치협정 의무여행 거부는

국제 사회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북한의 도전에

대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후원이 중요하며， 핵무기/확산 방지의

성패여부는 북한의 핵문제에 달려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I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안보리 결의 제825호의 전분은 다

음과 같은 사항을 컬청하였다.

@ 핵비확산조약에서 탈퇴하겠다는 북한 정부의 의사를 안보리

의장에 게 전한 북한 외교부장의 3월 12일자 서한에 유감을

표시한다.

@ 안보리 회원국은 이번 사태해결올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하며

특히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에서 사찰문제의 ι 적절한 해결을

위해 북한과 계속 협상할 것올- 권장한다는’ 내용의 4월 8일자

안보리 의장성명을 상기한다.

@ 핵비확산조약의 중요성에 유의하여 핵비확산조약의 실천과

원자력의 명화적 사용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필수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핵확산금지 노력의 진전이

국제명화와 안전에 미치는 결정적인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 신뢰구축과 효과적언 상호사찰， 그리고 재처리 시철 및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는 남북한

버핵화공동선언올 상기한다.

@ 북한이 핵비확산조약 당사자로 동 조약의 요구에 따른

- 78-



전면적인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했음을 유의한다.

®4월 l일자 국제원자력기구 결의문에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며 동 협정하에서 적용받고 있는 핵물질이

핵무거나 다른 핵폭발장치 개발에 전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중할 수 없다고 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이 인정한 점에

유감을 표시한다.

@ 북한이 발표한 동 조약 탈퇴이유가 동 조약상의 핵심문제에

판련된 예외사항을 구성하는지에 의문을 표시한 러시아， 영국，

미국의 4월 l일자 성명에 유의한다. ’

@ 북한아 4월 22얼자 답신을 통해 안전조치협정 이행에 관해

국채원자력기구 사무총장어 북한과 계속 협의해주기를 권장한

점에 유의한다. 또한 북한이 협상을 통한 동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한데 유의한다.

@ 최근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협력진전 기미와 북한과 다른

회원국간 접촉전망을 환영한다.

@ 북한에 대해 핵비확산조약 준수악 재천명과 93년 ‘3월 12일

탈퇴선언의 채고를 촉구한다.

@ 북한에 대해 조약내 핵확산금지의무 존중과 93년 2월 25일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명시한 안전조치협정 의무이행을

촉구한다.

@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이사회 현안에 관해 북한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정해진 시간에 그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명 모든 회원국은 북한측이 이번 결의에 전향적인 반웅을 보일 수

있도록 협력하고 사태의 조기해결올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도록 권고한다.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진력하며 필요하다면 안보리가

추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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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3년 6월 7얼 부터 6월 11일 까지 개최된 6월 이사회에서 거론

된 북한문제는 미국의 제의에 따라 10알 오후 또는 11얼에 토의할 예정이

었으나， 북한-며국간 고위회담의 진전이 병행됨에 따라 11일 오후에 토의

가 이루어졌으며， 북한 대표부의 요청으로 6월 8얼에 GOVlINFn03을

IAEA 사무국이 회람하였으며 북한 대표부악 회랍문서 GOVIINFn03의

주장요지는 IAEA 사무국이 파EA헌장 및 안전조치협정을 위반하였다고

강조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IAEA 사무국은 특별사찰 적용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이다.

즉， 불일치 문제에 대하여는 안전조치협정 제73조 및 77조에 따라 혜결되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IAEA 사무국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중요환 불일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즉， 불얼치 문

제의 소자는 IAEA 사찰팀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고유운전 특성파 특수

한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한 잘못에 기인하여 발생하였고， 게다가 그

것은 북한의 신고사실파 IAEA 사활관이 새롭게 찾아낸 사실파의 차이에

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업력자료의 해석 몇 명가방법에 대한 북한파

IAEA와의 차이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또환 그와 같은 차야로 발쟁한

것은 퍼EA의 계산착오로 안한 것이며， 따랴서 불일치 문제는 이며 해소되

었다는 것이다.

셋째， ’‘additional sites"에의 접근문제로서， 안전조치협정에 따르면

“ad버tion혀 sites"는 불얼치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퍼EA가 당사국에

해당 부지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고 당사국야 이를 허용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객de뼈onal sites"는 당사국이 산고하지 않은 핵

물질과 관련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불일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파EA가 북환에 “ade피언on려 sites'l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넷째， 파EA는 제3국이 제공환 (위성)첩보에 의하여 사찰을 요구할 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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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즉 IAEA 혈장과 안전조치협정의 어느 곳에서도 

채3국이 제공한 첩보에 의한 사찰을 언급한 부분은 없으며， 또한 북한에

적대국인 마국이 제공한 첩보는 잘못된 정보이며， 이를 근거로 특별사찰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추가정보의 접근에 대한 문제로서， 추가청보는 볼일치의 명확성

을 밝히는데 필요환 기록， 보고서 및 기타 문서들을 의미하며， 추가정보에

대한 퍼EA의 요청을 당사국이 수락할 때 제공되는 것인데 반하여， 현재

는 중요한 불일치들이 이미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IAEA는 북한에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사찰팀이 ，요구하는

모든 문서를 제공하였는 바， 더 이상의 추가정보는 없으며， 이제와서 추가

정보를 논하는 것은 IAEA 사찰팀의 잘못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다.

여섯째， 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3개월 동안 안전조치협정올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북한은 특별사찰단의 업국을 수용할 수 없을 뿐

이지 다른 것은 변한 것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임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사찰임무를 위한 수시사찰단의 입국은 거부하지 않고 있

으며， 북한이 수시사찰단의 입국을 거부하고 었다는 IAEA의 생각은 잘못

된 것이고， 사무총장이 지난 3개월간 북한이 안전조치협정을 야행하지 않

고 있다고 성급하게 결론지은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다. 1993년 g월 초까지 사찰이 이행되지 못한 것은 일부 국가들의 음모에

기언한 것이며， 이후 5월 8일부터 15일까지 7번째로 IAEA 사찰단이 북한

을 방문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안전조치협청율 이행하지 않

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였다.

일곱째， IAEA가 북한을 “non-compliance"라고 규정한 것과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한 것은 안전조치협정 및 IAEA현장을 심각하게 위반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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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북한의 억지주장은 반박여지가 많이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북한은 무엇보다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북한은

그들이 radiological facility라고 주장하는 재처리서셜에서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양을 정확히 검중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저장 시설의. 사찰이 필요한

데， 북한은 이 시절을 군사시설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사찰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은 "93년 2월 이사회시 특별 브리핑을 통하여， 동 시셜

은 군사시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3국의 첩보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잘

못이다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핵사찰을 모면하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

은 폐기물저장~시셜을사실대로 안정하고 사찰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특별사찰이라는 명칭이 문제가 된다면 이에 대한 문제는 다른 명칭의 사찰

로서 가능할 것이다-

둘째， 북환은 상기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2개의 미선고시셜을 지금이라

도 신고하고 이룰 수시사찰의 범주에 넣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

면 2개 시셜은- 군사시설이 아니고 재처리시설의 폐기물 저장소임이 업증되

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의 주장과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5 MWe 원전의 사용후핵연

료 교체여부 확인문제가 중요한 변수이다. IAEA 사찰관이 92년 7월 사찰

시 5MWe 원자로의 사용후핵연료- 교체여부를 확인하려고 시도했으나， 북

한은 교체장비가 고장나고 원자로 상부가 방사능으로 심각히 오염되어 접

근이 불가능하므로， 93년 5/6월경 사용후핵연료의 전면교체(북한 주장은 최

초의 재장전}서 확인토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연료교체를

파EA에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어떠한 이유를 들어 확인을

거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여하튼 북한은 5 MWe 원자로의 사용후핵연료

교체얼정에 관한 정보를 퍼EA에 조속히 통보하고 IAEA 사찰관야 입회하

53) lAEA, Memorandum of 3 June 1993 by 암le Ministry of Atomic Energy og
the Democratic Peopleis Republic of Korea, GOVIINFn03, 199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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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5 MWe 원자로의 사용후핵연료가 그통안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90년에 .1회에 한하여 5 MWe 원자로의 파

손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였다고 주장한 바를 업중할 수 있어야， 북한

이 제공한 표본펑가결과 북한이 89년 90년 91년에 걸쳐 사용후핵연료를

채처라한 것으로 분석한 IAEA 주장과의 불얼치 문제를 근원척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단순히 파EA의 분석결과에 잘못이 었

다는 개연성을 제셔하는 것만으로는，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다.

그리고，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1993년 6월 이사회시 IAEA 사무총장은

그동안 북한-파EA칸의 안전조치협정 .이행현황을 보고 하였는 바， 그 내용

은 자신이 4월 8일 북한대사를 비엔나에서 만났으며， 사무국은 북한과 체

결한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북한에 사찰단을 파견할 준비와 대화 재개를 위

한 준비가 되아 있음을 통보하였고 4월 16일 북한 원자력부에 동 사안을

다시 전문으로 통보하였다. 북한은 4월 22일 원자력부장 명의의 답선에서

퍼EA의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당면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구의 견해와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논의를·사무국에 촉구하

는 내용도 포함되어 었었다. 또한 여기에서는 안전조치 장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방문은 결코 거부하자 않을 것을 언급하였다.

이후 북한문제 유엔 안보리 」상정 둥을 포함한 몇 차례의 전문이 왕래했

으며， 3명으로 구성된 제7차 IAEA 사찰단이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북한

을 방문하여 5MWe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조사 작업이 성공적

으로 수행되었다.

한편 ’ 93년 5월 11일 안보리에서 북한문제와 관련된 결의문이 채택되었

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5월 13얼 북한에 전문이 송부되었고， 5월

17일 북한의 원자력부장은 유엔 안보려 결의애 대하여 유감을 표명함과 동

시에 이라한 일련의 조치들은 국가주권에 대한 중대한 참해라는 입장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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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다. 그러나 북한대사는 6월 7일 파EA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줄 것올 IAEA에 요청하였고， 이에 사무총장은 항상 대화창구가 열려

있음을 언급하였다.

사무총장온 안전조치 이행현황올 보고에서 북한의 NPT 탈퇴시한이 6

월 12일로 다가오자 안전조치협정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투명성 및 완벽

성에 대한 얼반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특히 방샤성폐기물 쳐분과 관련된

영변소재 두개악 부지에 대한 추가적 정보 및 사찰에 대한 기구의 요청이

수용되지 아니한 결파 투명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관하여 유감올

표명하였다.닮)

’ 93년 6월 국제 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의 북한 핵문제 토의는 핵비확산

조약 탈퇴 예정알차가 엄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웅이 용이하

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미국과 북한칸의 접촉이 계속됩에 따라 이에 영향

을 주지 않도록 파EA의 대웅은 신중올 기하여야 된다는 핵심그룹의 합의

에 따라 각국의 발언내용은 온건한 기조하에 벼교척 간략하게 진행되었다.

북한측 발언도 사전준비된 문안에서 미국을 직접 비난하는 부분올 삭제하

였고， 과거 북한 핵문제의 경위를 셜명하면서 모든 책임을 IAEA 사무국

에 전가하는 발언만 하였는 바， 북환측 발언중 핵비확산조약 탈퇴 및 동

발효일자(6월 12얼}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또한 4월 1일 약사회시와’같

이 대북한 제재가 있올 경우 이에 대웅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J발언이 없

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었다. ‘

4. 북한의 원전기술 요구에 대한 전략방안

가. 북한의 경수로 지원요청 배경

54) IAEA, Statement by the Director General; Dr. Hans Blix, in the Board of
Gov,emors of the IAEA on the Demoσ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199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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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정치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증잔파 함께 일본 동 안접 자 ·

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증진， 남북한 관계개선 및 북한 내부의 체제강화

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첫 단계로서 경제적 협력을‘요청하였다.

북한이 미국파의 고위급 회담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유형은

원전건설과 관련한 요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6월 11일 개최된 고위회담 공동성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 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1993년 6월 2일부터 11얼까지

뉴욕에서 정부급 회담을 개최했다」 회담에는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올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표단과 로버트 L. 갈루치 ‘국무

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며합중국 대표단이 참가했다.

양측은 회담에셔 한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척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문

제틀을 토의했다. 양측은 핵확산방지률 위한 한반도 비해화 남북공동선언

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빈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합의했다.

- 핵무기를 포함한 일체의 무력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 비핵화된 한반도의 펑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한반도

전역(남북한 모두에)에 대한 안전보장 장치를 공평하게

척용한다. 또한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아나한다.

- 한반도의 평화통일올 지지한다.

- 상기 원칙에 따라 양국정부는 대동하고 공정한 기초위에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악한다.

- 조선민주주의 안민공화국 정부는 필요한 경우 핵비확산조약의

랄퇴발효를 일방적으로 연기한다.

한편， 북한의 경수로 져원요청에 대한 또 하나의 배경으로서는 북한의

정권유지 및 셰습체제 구축을 위하여는 경제부홍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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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법 둥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의 유치 실패와 전력사정의 악화

풍에 따른 극도의 경제첨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북한은 NPT 탈퇴를 선

언한 시기부터 경채협력을 염두에 두고 실리 위주의 협상을 진행하고차 하

는 의도가 있었다.

북한의 이러한 안보적， 정치적， 경제적 차원의 성취목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IAEA 특별사찰 수용과 NPT에로의 완전복귀이다.

또한 미국은 북한정부의 독단성과 폐쇄주의적 경제체제 및 외교의 추진

등으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둥의 한계에 따라 경협을 통한 조건부 지

원책을 도모했올 가능성이 었다. 즉， 미국의 전략은， 협상의 주도권을 미

국이 가지면서 북한의 핵푼제가 해결되는 정도에 따라 지원수준올 결정

하고 원전의 건설을 진행하면서 정치척， 경제적， 사회적， 외교적 압력을 가

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개방을 하려는 의도가 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 지원방안 유형분석

북한의 경수로 기술 지원요청은 북한에 대한 IAEA 사찰과 별

도의 사안임에는 분명하나 북한의 정치적·경제적 개방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은 바랍직하다고 판단된다. 북환에 대한

지원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미국단독으로 지원할 경

우， 미국·일본·한국 둥 여러 나라가 져원할 경우 둥 두가지 경우를 살핵

보고자 한다.

첫째， 미국이 단독으로 북환의 흑연감속 원자로룰 경수로로 교체하는데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미국정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따라

서 머국은 한국올 비롯한 북한의 핵개발과 직간접으로 관여된 국가들의 지

원을 요청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국의 단독지원 형태는 국가 대 국가의 차원에서 원자력협력협

정 체결을 통한 지원이 될 것이며， 북한이 lAEA 회원국이자， NPT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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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현재 NPT에 따른 전면안전조치협정을 파EA와 체결하고 있는 만

큼， 미국·북한·IAEA 3자간의 안전조치 이관협정에 따라 미국이 지원하는

시설， 장비， 핵물절 둥에 대한 사찰은 펴EA가 수행할 것야다.

여하튼 미국은 단독으로 기술원조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간의

협력차원에서도 단독지원은 바랍착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단독으로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둘째， 미국·일본·환국 둥 여라 나라가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

면， 궁극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지원체제는 어 경우가 될 것이며， 미국파

일본 둥 인접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증진， 남·북한간의 관계개선 및 이

를 이용한 북환내 부의 체제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일본， 한국 동 북한 핵문제와 가장 민감하게 연관되어 있는 당사

국들도 이러한 형태의 기술지원체제가 바랍직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우선 미국의 지원수준은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는 정도에 따라 얼정 수준

에 국한될 것이며， 나머지는 한국파 북한간의 직접교류에 맡기는 형태를

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및 한국에 대한 영향력과 주

도권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다.

알본도 결국 기술지원에 가담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하여 북한의 핵

무장을 견제하려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일본의 핵무장화 의

도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도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에 의한 정책변화를 도

모하면서 상황에 따라 강경과 옹건 양면적언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

다.

한국의 지원형태는 쌍무협정의 체결이나 우회지원의 형태가 아닌 직접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한국과 북한간의 관계는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남북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하고 있다.똥) 따라서 국가 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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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간의 관계에서 필요한 절차의 대폭적언 축소가 가능하다. 이며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3장 제 15조에

의하면 남북한간의 자원 공동개발， 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

자 둥 경제교류와~협력을 실시하기로 되어-았고，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의 구성올 통한 지원온 그 폭파 수준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경제척 협력이 구체화될 경우，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

언의 전폭적인 실시와 남북한 상호사찰의 연계는 당연히‘추진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북한의 거부는 극히 제한척인 것에 그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파 북한， 일본과 북한간의 짱무협정 체결이 선행된다면 한국과 북

한에 、대한 지원은 큰 장애‘없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여 경우 기술 뿐만

아니라 시설 및 장비 둥도 제공될 것이기 혜문에 단순히’지훤이 아난 투자

보장적 차원에서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동의 조치도 펼요할-것이다.

다. 향후 전략방안

우선， 미국-북한간의 향후 회담전망은， 북한의 정책결청에 대한 독단성

과， 강경파 및 온건파의 대립으로 완전한 협상타결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는 ABC 무기 중 ’핵무기 보

유가 c가장 확실한 안전보장책이라는 믿음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확고한 정권유지를 위하여 핵무기에 대한 유혹을 쉽게 버리지 못할 것이

다. 따라서 향후 협상전개는 완전히 북한정부의 의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

확실하다.

원전 건설은 통상 서방측 건설방식인 부지당 2기 또는 4기의 동사 건설

이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완공 연도는 1년씩의 시차를 두고 건셜되는 것

이 적당할 것이다. 1，α)() MWe급 원잔을 2기 천절시，건설비는 약 35억불

55)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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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의 경우 부지제공과 저렴한 임금 둥을 고

려하면 2기 건설비에 약 20억불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원전

건셜기술지원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미국이 걸프전 때 취했던 것파 같아 동

북아지역의 제국가들(특히 일본과 한국 둥}에게 분담을 요구할 것으로 예

상되며， 우리나라가 원전건셜에 참여할 경우， 토목 건축 둥 독자기술이 확

립된 분야 이외의 핵심기술은 아직 기술자립단계이기 때문에 미국과 공동

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바랍직할 것이다.

북한의 원전 기술요구에 대한 협상시기로 부터 원전 운전까지 원전 건

설기간을 대략 10년으로 상정할 때， 여 기간동안 건셜이 완료되어 운전에

들어가게 될 북한의 원자로들야 안전성과 용도 때문에 혜쇄될 것인가애 대

하여는 원전 기술지원국들과 북한칸에 다자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원전 기술지원은 협상결파 뿐만 아니라 북한의 원전 안전성 제고， 북한

기술수준의 파악을 통한 교류협력 중진， 교류가능한- 다른 분야에의 파급효

과 둥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기술지원이 이행되는 것이 바랍직하다. 단， 북

한이 과도환 요구를 할 경우 국제적 차원에서 파감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함쩨 일본의 핵무장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도 펼요한 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확장하여

한반도 주변지역의 비핵지대화를 병행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재 3- 철 IAEA내의 정칙적 문체들

1. 남아공의 핵무기 제조능력파 퍼EA의 검증활동

아프리카 그룹이 연례적으로 총회에 상정하여 왔던 남아공의 핵무

기 제조능력과 관련한 결의안은 1991년 9월 기구와 남아공간의 전면안전조

치 협정체결 이후 사찰이 순조롭체 진행되고 있으며 (총 77번의 수시사찰

실시됨)， 1992년 총회사 IAEA 사무국이 남아공의 핵물잘 및 시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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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이 불완전하다는 중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찰결과에 대한 서

면보고를 계기로 남아공의 문제가 해결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남아

공에 대한 IAEA 완벽한 검중에 따라 남아공 문제는 아프라카지역 비핵지

대화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1993년 3월 24얼 남아공화국 대통령은 파거 남아공의 핵무기 개

발 및 폐기사실올 발표하였는 바， 이에 따르면 남아공화국은 6기의 핵무기

를 생산하였고， 7번째 생산에 필요한 농축우라늄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

다. 이와 같은 남아공의 발표에 따라 IAEA 조사단은 4월 22일부터 5월 4

일까지 남아공을 방문하여 과거 핵개발 관련시셜 방문 및 관련자를 면담조

사하였다. 이에 따라 남아공의 핵개발 및 폐기 실상에 대한 잠정 명가를

하였는 바，

· 1970-79년(l단계) : 연구 및 개발 첫번째 핵무기 생산

· 1981-89년 (2단계) : 산업개발 및 본격제조 5기의 핵무기 쟁산‘

· 1989년 11월 : 핵개발 계획 중단결정

· 1앉)()년 2월 26일 : 핵무기 폐기 지시

· 1991년 9월 6일 : 핵무기 폐기 및 농축우라늄의 AEC 이관완료

· 1992년 4월 : 비핵부품 파괴완료

· 1993년 3월 23일 : 셜계도 및 관련서류 파기 완료

1993년 3월 24일 : 남아공 대통령이 과거 핵무기 개발 및

폐기사실올 발표하는 동의 단계별 핵개발 및 폐기파정이

밝혀졌다.56)

특히 36차 총회는 사무총장에게 ·‘아프리차 비핵화” 설정을 위한 지역내

국가들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37차 총화에 보고토록 요청하였으

며 93.6 이사회시 남아공의 협력자세를 환영하고 사무국에 대해 추가 진

행상황을 37차 총회에 계속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56) IAEA, The Agency ’ s verification activities in South Africa, GOV/INF/698,
1993. 5. z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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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고연방공화국의 대표권 문체

유고연방공화국(셰르비아 및 몬태네그로)의 문제는 1992년 총회전

긴급이사회를 통해 총회의 신규의제로 제안되었던 사항이다.

IAEA 총회는 유고의 대표권 문제에 관하여 1992년 9월 22일 유엔총회

결와와 관련한 9월 23일의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긴급아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긴급이사회는 신유고연방이 구유고연방올 자동 숭계할 수 없

으므로 신유고연방은 새로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안을 총

회가 채돼하도록 권고하였다. 9월 24일 오전에 개최된 운영위원회는 긴급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유고의 대표권 문제를 추가안건으로 본회의에 긴급

상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표결에 부쳤다.그 결과 찬성 69표， 반대 3표，

기권 12표로서， 한국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북한은 기권하였다. 반대한 국

가는 유고슬라버아， 장비아， 짐바브훼 퉁이며， 기권국가는 브라질， 중국， 쿠

바， 키프러스， 교황청， 인도， 멕시코， 며얀마， 러샤아， 스리랑카， 탄자니아，

베트남 퉁이었다.

긴급이사회에서 표결이 있기 전 체코， 영국， 미국， 이란， 루마니아， 오스

트리아 동은 결의안에 대한 지지발언올 하였으나， 유고대표는 IAEA 총회

에서 정치적언 대표권 문제가 논의되는 상황을 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말하였으며， 또한 유엔 현장상 유고의 대표권에 관하여 이의를 체기할

수 있는 어떠한 관련 규정도 없으며 국가 소멸에 관한 선례도 없다고 주

장하면서， 유고는 앞으로 국제법상 의무를 충설히 이행할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총회에서 총회의장이 표결없이 합약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자，

러시아 대표가 호명투표를 제의하여， 호명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결과가

발표된 후， 기권한 멕시코， 러시아， 브라질은 IAEA 현장상 회원국 축출

및 국가송계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고， 유고사태의 평화척 해결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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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지 않으며， 회원국 축출문제 둥은 현장상의 관계 규정을 엄격히 해석

하여야 한다라는·요지의·발언올 하였다.

이에 따라 신유고연방은 신규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및 총회

의 숭인을 얻어야 회원국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환환， 유고가 보유하고 았는 원자로에 대하여는 종래와 같아 안전조치

를 받으며， 기타‘ 모든 협약도 계속 적용된다고 사무총장이 견해를 밝혔으

나， 유고가 이를 계속 준수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3. 이스라옐 문제와 중동지역의 안전조치 적용 -

중동지역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크·이란 둥이 !종교적， 민족적，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계속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들 나라들은

핵무기를 보유 또는 보유 잠재력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특히 I IAEA 안전조치 척용을 받고 있던 이라크의 연구용원자로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력공격 및 핵무거 체조능력파 관련하여 유엔， 파EA를 1:11 롯

한 ·각종 국제기구는 이스라엘에 대한 결의안울 채택하였다. 결의문의 -주

요 내용은 중동지역에서 핵무기- 확산 및 핵군비경쟁을 시급히방지할 필요

성이 었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적용 요구，

이스라엘에 대한 핵물질 및 기술이전 중단 이스라엘에 대한 기술원조 중

단， 이스라엘에서 개최되는 각종 세미나 빛 과학기술 관계회의 불참， 이스

라앨의 타국에 대한 핵시셜 공격 및 파괴위협 포기 촉구， 이스라엘의 핵

무기 제초능력과 위협상황 및 .IAEA의 안전조치에 대한 이스라엘의 수락

상황에 관하여·이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둥의 내용이다.

그 동안 아랍갯1국의- 주도로 .매년 상정， 채택되어온 결의안을 상황변화

에 따라 점차 그 양상:~L 달라졌다. 즉， 이스라엘， 미국 및 서방국가들온

아랍제국과 이스라엘간에 중동명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둥 중동지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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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되어서는문제가 해마다이스라엘IAEA 차원에서계기로셰변화를

결의안 제출에 대비， 이의 저지를 위한 반아랍제국의입장에서안된다는

이집트 둥 온건 아랍대표 확보를 위해 적극적 활동을 벌였다. 이와 함께

중통지역에서의 적용문제에안전조치대신

관한 문제로 방향을 유도하였다

아랍채국틀의 업장도 과거와는

토의문제의이스라엘제국은

중국， 인도 풍파 수교

었으며 구소련 및 유고독립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스라엘이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공화국들의 입장도 옛날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면 아랍제국들은 이스라엘을 핵비확산조약에

이러한 주장은

달리

다수국과의둥하는를

가업을 촉구하는 문제를

범세계척 차원의

반대할 명분

핵놓고 논란을 벌였는 바， 아랍국가들의

비확산체제 강화를 지지해 온 대다수 서방국가들이

따라서 서방국가들은 대안으로

정면으로

호명투표를

전략올 구사하였다.

아국은 불투표안에 찬성투표를 하였는 바， 표결이 있은 후 아국은 사우

둥과의 관계를 감안， 아국의

실시하는것이었다.이 없는

이유 때문이라절차적잔성투표는 순수히디

기본압핵비확산조약 가업을 지지하는 아국의는 점과 법세계적인 차완의

첫걸음으로，

모든 국가간 신뢰구축을 위하여 중동지역내 모든 국가들이

모든 원자력활동에 대해 거구의 전면안전조치를 수용하는 것이 긴

확인하면서， 사무총장에게 모텔협정을 준비하여 지

수용을 협의토록 촉구하였다.

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밝혀는 푸표설명 발언을 하였다.57)

버핵지대 셜청관련 명화·안보정착의총회

그리고 지역내

그들의

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모든 국가들과 전면안전조치

결과는제36차

엄무를 수행하는데

추진올 위한 산뢰구축 및 검증방안을 포함한

또한 지

협력할 것과 지역내 모

역내

역내 국가들은 사무총장이 상기

든 국가들이 지역 비핵지대화

57) 과학기술처， 국제원자력기구 제 36차 총회 참가보고서. 1앉r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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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다.

채 4 절 파EA에샤의 국가지위 향상방안 (당연칙이사국

진출을 중점으로)

파EA가 창설된 1957년 여후 퍼EA내 최고 정책수립기구인 여사회의

구성문제는 계속 제가되어 왔다.

IAEA 현장을 창얼후 1963년파 1973년 두번에 걸쳐 현장 제6조의 전면

적 개정이 었었으며 현재는 1985년 스페인어 다시 개정안을 제출한 것올

계기로 본격척인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었으며， 각 지역별 또는 국가별로

이사회 구성에 관하여 첨예한 대렵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성장올 안정적으로 뒷받

침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주종 에너지 자원으로 원자력의 이용증진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1992년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

였고， 2α$년까지 현재 원자력 발전능력의 약 2배에 해당하는 14기의 추가

원전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이와 같이， 전세계적언 원자력산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언 비천

을 가지고 원자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중의 하나언 우리나라는 그

잠채력이나 기술자립 경혐의 측면에서 국제 원자력계에 공현할 수 있는 여

지가 많이 었다- 뿐만 야니라 원자력의 명화적 이용애 대한 선진화 정도의

펑가기준으로서 가동중 원전의 시설용량 측면 및 전력충 원자력이 차지하

는 비중 둥의 측면에서도 우려나라는 10대 원자력국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원자력을 평화적으로만 이용하고 있으며， NPT

가업을 통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면안전조치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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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위험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핵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능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았다. 이와 같이 원자력기술자립 및

원자력의 효과적인 추진과정에서 예견되는 국제적 제약요안에 대한 총체적

사전대비의 일환으로서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출발점언 퍼EA에서의

활동을 적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계의 최대기구이며，

정부간 기구인 퍼EA에서의 발언권 확대와 퍼EA의 실질적 최고 기구이며，

정책수립기구인 이사회에 당연직여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헌장개정 작업이 완료되어 확정되면 극동지역에 포

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이사국 진출은 상대적으로 제한받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아울러 현재의 개정작업이 확정된 후에는 상당기간이 지난 후

에야 현장 개정의 채안여 가능하게 됨에 따라 현재의 개정 및 수정작업에

적극척안 참여는 물론 우리나라에 유려한 개정안올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1. IAEA 이사회 개관

lAEA 이사회는 당연직이사국 13개국과 지역선출이사국 227~국 둥

총 3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직이사국은 아사회에서 지명되는 까닮

에 이사회 지명 이사국이라고 하며 지역선출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총회 선출 이사국이라고 한다.

가. 이사회 지명 이사국

헌장 제6조 A항의 1은 당연칙이사국 선출에 관한 규정안 바， 이

에 따르면 “퇴임이사회는 션원물질 생산을 포함한 원자력에 관련 기술의

선진 107~국과 북미， 중·남미， 서유럽， 동유럽， 아프려카， 중동 및 남아시아，

동남아 및 태평양， 극동 동 8개 지역중 앞서 지명한 107~국에 의해 대표되

지 않은 지역에서 선원물질 생산을 포함한 원자력에 관한 기술에 있어서

가장 션진한 한 국가를 이사국으로 지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았다.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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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에 의하면 여론적인 최대 지명가능 이사국 수는 17개국이나， 실

제로는 당연칙이사국이 북미지역에서 미국과 카나다， 극동지역에서 일본과

중국， 동유럽지역에서 러시아， 동남아 및 태평양지역에서 호주， 서유럽지역

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이탈리아， 멜기에

동 5개국중 1개국이 윤번으로 지명되는 둥 관례적으로 10개국은 이미 정해

져 있다. 따라서 상기 10개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남미지역， 아프라

차지역， 중동 및 남아셔아지역에서 각각 1개국씩 선출될 수 μ 았다. 이에 따

라 현재는 중동 및 남아시아지역에서 인도， 아프리카지역에서 야집트가 지

명되고 었으며， 중·남마지역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아 2년씩 번갈아

가며 지명되고 있다. 따라서 당연직이사국 수는 총 13개국야다.

이사회 지명 이사국의 -지명은 정기총회 60일전에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명은 실제적으로 6월 이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었다. 그리고 이사회 지명

이사국의 임기는 l년으로서， 지명후의 정기총회 폐막후부터 그 다음 정기

총회 회기말까지 이다.

나. 총회 선출 이사국

총회 선출 이사국은 현장 제6조 A항의 2에 언급되어 있는 바， 8

개지역을 이사국 전체로서 공펑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중·남미지역에서 5개국 서유럽지역에서 4개국 동유럽지역에서 3개국， 아

프라카지역에서 4개국 중동 및 남아시아지역에서 2개국 동남아시아 및 태

평양지역에서 1채국， 극동지역에서 1개국 둥이 항상 포함되도록 20개국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기할 점은 이러한 범주에 속한 국가는 어느

한 암기후 계속하여 다음 임기에 동일 범주의 이사국으로 재선출되지 못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정이다.

총회 션출 이사국은 상기 20개국 외에 2개국을 더 선출할 수 있도록 되

58) JAEA, Statut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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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바， 소위 윤번이사국이라는 조건으로 중동 및 남아시아， 동남아시

아 및 태평양， 극동지역 퉁 3개지역에서 1개국을 더 선출하고， 아프리카，

중동 및 남아시아，‘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둥 3개지역에서 1개국을 더 선출

하여 총회 선출 이사국의 .총 l 수는 22개국이다.

여러환 규정에‘ 의하여， 당연직이샤국에 속하지 아니한 국가들은 한 암

기를 윤번이사국에 계속하여 총회 선출 이사국에 선출되거나， 총회 선출

이사국에 선출된 후 계속하여 윤번이사국에 선출되는 경우 최대 4년간 야

사국으로 남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윤번이사국을 포함한 총회 선출 이사국의 선출은 총회기간중에 행해지

며， 엄기는 2년으로서， 선출된 총회의 정기총회 회지말부터 그 후 두번째

정기총회의 회기말까지 집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37차 총회후

이사국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표 4.1파 같다.

표 4.1 제37차 총회후 이사국 현황

구 1fr3 이사국수 이사국명

。}
북미지역(2) 2 미국， 차나다

사
라틴 아메리카(20) 1 브라질

회
서유럽 (23) 4 영국， 효랑스， 독일， 이탈리아(1/5)

동유럽(16) 1 러시아

지
아1r리카(27) i 이집트

명
중동 및 남아(16) l 인도

동남아 및 태명양(8) 1 호주

극동(7) 2 일본，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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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계 13 개 국

라틴 아메리카 5 아르헨티나， 철레， 파라과여

총 콜롬비아.， 쿠바.

서유럽 4 핀랜드. 스웨덴， 아이레.，스위스.

희 동유럽 3 헝가리j 훌랜드••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4 리비아， 나이지려야 이디오피아.， 휴나지아.

서‘- 중통 몇 남아 2 사우디， 언도네시아·

동남아 몇 태명양 1 말레이시아

극동 1 필리핀.

출

윤번이사국

。중동 및 남아，동남 l 시리아

아몇 태평양， 극동

。아프리차， 중동 및 l 확l 바논.

남아， 동남아 및
‘

태평양

~ι- 계 22 개 국

총 계 35 개 국

* : 제 37차 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11개 이사국

2. 야사회 구성관련 현장의 역사적 개정현황

가. 현장 개정요건

현장의 개정은 장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모든 모든 회원국은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동 개정안을 총회개시

90일 전까지 모든 회원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현장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단계를 거쳐야 된다. 첫째 단계는 이사회가 재정

안을 섭의하는 것이며， 둘째 단계는 이사국의 견해를 첨부하여 총회에서

출석 화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approve)가 었어야 하고， 셋째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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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원국의 현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모든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수락

하여 가탁정부에 수락문서를 거탁함으로써 발효된다.

따라서 현장의 개청은 이사회는 물론 총회의 숭인이 있어야 하므로 개

정안의 제출시 다수 회완국들의 동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제안방식이 바람직하다.

나. 역사적 개청현황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현장 제6조는 1963년， 1973년 및 1984년

둥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63년의 개정은 제4차 정기총회시 H뻐년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국가

들이 기조연설에서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이사국 수 증가에 관하여 이사

회가 다음 총회시까지 개정초안올 준버하여 총회에 제출하도록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남머지역에 할당확어 었던 2석의 윤번이사국을 지역배

분에 의한 의석으로 죠정하자는 것도 함께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개청

초안을 제5차 정기총회에 제출하였고， 총회는 수정없이 이 초안올 숭인하

였다. 그 후 제반절차가 16개월 내에 종료됨에 따라 개정헌장은 1앉)3년 1

월 31일 발효되었다.

1963년의 현장 개정 이후 1969년 콩고가 다시 헌장 개정을 주장함으로

써 이사회 구성에 대한 본격적으로 재정 작업이 시작되었고 다수의 개정안

틀이 제출되었다. 1973의 현장개정에 따른 중요한 변동은 당연직- 선진이사

국 수가 5개국에서 9개국으로 증가되었으며， 1973년부터 1983년까지 제6조

A의 -I에 따라 12개국씩이 6월 이사회에서 임명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1973년의 개정헌장 제6조의 전면재정 이후 이사회 구성의 주요한 변동

사항은 아프리카 지역의 당연직 지역선진이사국이 바뀐 것과 중국이 당연

직 선진이사국으로 진출한 것 퉁이다. 1977년까지 남아공화국은 아프리카

지역의 당연직 지역선진이사국으로서 매년 이사국으로 픽선되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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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에 의해 1977년 6월 이사회시 남아공화국을 대

신하여 이집트가 격렬한 토의와 두번에 걸친 호명투표(roll-call vote)를 통

하여 아프리차 지역의 당연직 지역선진이사국으로 펴선되었다. 여후 이집

트는 현재까지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당연직 지역선진이사국으로 피선

되어 오고 있다. 한편 l잃4년 6월 이사회에서는 당연직 선전이사국 수를

9개국에서 10개국으로 l석올 증가시킨다는 헌장 제6조 A항의 l에 대한 수

정안을 오스트리아， 카나다. 중국， 프랑스， 서독， 인도， 일본， 멕시코， 나이지

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루마니아， 태국， 영국 둥이 공동채출하여 만장일치

로 통과시켰으며， 총회는 이 결의안올 채돼하였다. 이에 따라 1984년부터

당연직 이사국수는 127fl국에서 13개국으로 증가하였다.59)

다. 현재 논의중인 현장개정

현재 논의중인 현장개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헌장 제6초의 부분개정안과 전면개정안이 그것아다.

현장 제6초의 부분개정안은 현장 제6조 A항의 2와 관련된 것으로서

1977년 제출되었다. 이 개정안을 통하여 아표리카 및 :MESA(Middle East

and South Asia}지역 개도국들은 이들 지역에 대한 지역선출이사국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소 책청되었으므로 이를 규정한 현장 제

6조 A항의 2를 개정하자는 주장이었다. 현장 제6조 A항의 2애 따라 아프

리차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이사국 수의 상대적 비율이 낮다는 아프리

차 및 l\1ESA 지역 회원국들의 주장은 다른 지역국가들로부터 어느 정도

호웅을 얻고 있으나， 이는 전면개정과 결부확어 있어 이러한 부분개정이

이사회 및 총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장 제6조의 전면개정안은 현재 이탈리아가 제출한 것이 유일한 공식

59)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 기술자립과 IAEA 선진이사국 진출방안에 관한 연

구， 199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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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제안으로 이에 대한 의견이 계속 조정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개정안은 1986년에 제안되었으며， 이는 1985년 스페인이 제

출한 개정안을 절충한 것으로서 당연직 선진이사국 수를 17개국， 지역 선

출이사국 수를 z7개국으로 하자는 안이었으며， 이탈리아는 밸기에， 포르투

갈， 스페인 및 스웨댄과‘이를 공동으로 제출하였다-

이탈리아의 개정안은 현채의 현장체제와 동일하며， 아프리카 및 :MES

A지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탈리아의 개정안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각 지역이 자신의 업장을 강력하께 주장하지 못하거나， 개정에

관한 참여가 미약할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께 된

다는 점이다. 이탈려아 개정안의 실질적 목적은 당연직 선진이사국악 증

가에 있으며， 현재 현장과 비교하여 서유럽에서 3개국 및 동유럽에서 l개

국을 증가하고자 하고 있다. 포환 지역선출이사국의 경우는 납미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지역에서 2+1/3개국. MESA지역에서 1+113개국씩 증가시키

자는 것이다. 한편 윤번이사국의 경우 현재 2석올 동남아， 태명양， 극동 지

역에서 각각 윤번으로 l석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만이 개.정

안에 따라 이사국의 수가 증가되지 않은 지역에 해당된다. 현장 제6조의

전면개정에 관한 이탈리아 개정안파 현재 현장과의 지역별 배정규모를 비

교하여 보면 표 4.2와 같으며 또한 이사회 구성관련 개정현황과 현장상의

관계규정 현황을 도표로 나타내면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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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야탈리아 개정안파 현재 현장과의 지역별 배정규모 비교

현재 이샤국 구성 이탈리아 개정안
‘’

지역구분 국가수

A항 l A항 2 합계 A항 l A항 2 합계 중감

남 미 20 1 5 6 1 6 7 1

북 pl 2 2 - 2 2 - 2 -

서유럽 23 4 4 8 7 4 11 3

동유럽 16 l 3 4 2 3 5 l

아프리카 'zl -1 4+1/3 5+ν3 1 7 8 2+213

MESA· 16 l 2+213 3+213 1 4 5 1+1/3

SEAP· 8 1 1+213 2+213 l 1+213 2+2/3

극 통 7 2 1+1/3 3+ν3 2 1+ν3 3+1/3

합 계 119 13 22 35 17 'zl ‘ 44 ·9

* !\.1ESA: 중동 및 남아아

SEAP : 동남아 및 태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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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이사회 구성관련 개정현황과 현장상의 관계규정 현황

구 τtril 2f=- 요 내 용

。당연직 선진이사국 : 10개국

구 성 35개국
。당연직 지역선진이사국 : 3개국

。지역선출 이사국 : 207~국

。윤번 이사국 2개국

。 1977년 제안됨

부분개정안
。제6조 A항의·2 부분개정

0 아프리카 3석 중가 주장

개정문제
MESA 2석 증가 주장

。 1985년 스페언 개정안 제출

전면개정안 。 1986년 이탈려아 개정안 제출

。아르헨티나 버공식조정안 제출

제 안 회원국이면 가능

제 출 늦어도 총회 심의 90일전

헌장
제 18조

1단계 이사회 재정안 섬의

개정요건

효력발생 2단계 총회 출석 회원국의 2/3 동의

3단계
회원국의 헌법적 절차

(213 수락후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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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이사국 션출기준의 명확화

현재 현장의 A-I은 ”선원물질 생산을 포함한 원자력 관련 기술

최선진국을 이사국으로 지명 (designation for membership on the Board

the members most advanced in ‘ the technology .of atoinic energy

including the production of source rna따ials)“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대하여， 재정안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셜계， 건설 및 l 운영능력과 핵연료주기의 선진국을 야사국으로 지명

(designation for membership on .the ‘ Board the members most advanced

in the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capabilities of nuclear power

plant 없ld in the nuclear fuel cycle in connection with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선원물질 생산 개념은 삭제하였

다.

또한 현채 헌장의 A-I에서는 “상기의 10개국에 이외의 지역에서 선원

물질 생산올 포함한 원자력에 관련 기술에 있어서 가장 최선진국을 이사국

으로 지 명 (designation for membership on the Board the member most

advanced in the technology of atomic energy including the production of

source materials in each of the. areas in which none of the aforesaid

ten is located)"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규정을 A-2로 개정

하고 A-I에서 삭제되었던 선원물질 생산개념을 여기에 삽입하였다. 개정

안 A-2는 “각 지역에서 선원물질 생산 및 원자력의 명화적 이용과 관련

한 원자력발전소의 셜계， 건셜 및 운영능력과 핵연료주기의 최선진국을 아

사국으로 지 명 (designation for membership on the Board 단le members

most advanced, in 삼leir respective areas, in 강le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capabilities of nuclear power plant and in the nuclear fuel

cycle in connection with the peace뻐 uses of nuclear energy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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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duction of source rna암i려s)"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안 A-2에서 “핵비확산의 투명성(transp없"ency of non

proliferation)" 에 관환 ·캐념을 삽입활 필요성은 있었으나， 이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삽입여부는 추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지역구분 조정 및 활당 이사국-수의 조청

현재 현장상의 지역구분은 8개 지역(북미， 중·남미， 서유럽， 동

유럽， 아프라차， 중동 및 남아시아， 동남아 및 태명양， 극동)으로 분:할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개정안은 유엔에서 채택하고 았는 지역구분에 따라 5

개- 지역(아시아i 아프리카， 중·남미， 동유럽， 서유럽 및 기타)으로 분할하였

다. 특허 중동 및 남아시아， 통남아 및 태펑양， 극동 둥 아시아 지역야 3개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지리적 구분에 따른 것이 아냐고) 인위척

구분이라는 차원에서 하나의 지역으로 조정하였다.

지역별 이사국 수악 현황을 보면， 중·남미 지역은 .7석(1석 증가)， 아프

리카 지역은 7석 (1+213 증가)， 동유럽 지역은 5석(1석 증가)， 아시아 지역은

10석 (1+1/3 증가)， 서유럽 및 기타지역은 13석씩 (2석 증가) 되었다.

다. 이사국 수의 확대

이사국 수가 현재 35개국에서 42개국으로 7개국 당연직이사국

수는 현재 13개국에서 21개국으로 8깨국이 증가되며， 지역선출이사국 수는

현재 22개국에서 21개국으로 1개국이 축소된다. 이사국 수의 확대 문제는

단순히 7개국이 증가되었다는 측면보다는 어떻게 지역이 조정되었으며， 지

역별로 어떻게 배분되었고， 지역별로 이사국 수가 얼마만큼 증가되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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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사국 선출 분류거준의 변화

현재 이사국 선출기준이 A-I(당연직)파 A-2(지역선출)으로 양

분확어 있으나， 개정안은 A-I(당연직 선진)， A-2(당연직 지역) 및 A-3(지

역선출}로 셰분화되었다. 개정안의 A-I은 당연직 선진이사국에 관한 개념

을 정의하였으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원자력발전소의 셜계， 건

셜 및 운영능력과 핵연료주기의 선진국틀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 기준

에 따라 선출되는 9개국은 동유럽 저역에서 l개국， 야사아 지역에서 2깨국，

서유랍 및 기타 지역에서 6개국이다.

개정안의 A-2는 당연직 지역선진이사국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5지역에

서 선원물질 생산올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

소의 설계， 건설 및 운영농력파 핵연료주기의 최선진국들을 포함하도록 하

였다. 이 기준에 따라 선출되는_12개국은 중·남미 지역에서 2개국， 아프리

카 지역에서 2개국， 동유렵 지역에서 l재국. 아시아 지역에셔 4개국， 서유

럽 및 기타 지역에서 3개국으로 구성된다. A-2에서 한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핵비확산의 투명성에 관환 개념을 삽입할 것인가의 문제언 바，

이는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안의 A-3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지역선출 이사국에 관한 개념을 규

정하고 었으며 현채 현장의 A-2와 촬은 개념이다. 이 규정에 의하여 5개

지역에서 21개국야 선출되는 바， 중·남미 지역에서 5개국， 아프리카 지역에

서 5개국， 동유럽 지역에서 3개국 아시아 지역에서 4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 4개국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대체로 공펑성을 유지하였으므로 지역적으로 불균

형한 지역에 배분했던 윤번이사국 개념을 삭채하였다.

4. 기존 현장과 개정안의 비교

제안 기존현장 체6조와 개정안을 도표로 비교해보면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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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기존 현장과 아국 개정안의 비교

구

1='1
~

‘-

기 폰 헨 장

A.이사회를 다음파 같이 구성환다.

1. 퇴임 이사회는 선원물질의

생산을 포함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최선진 10개국과 이들

107~ 국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선원물질의 생산을 포함한

원자력 최선진국가를

이사국으로 지명한다.

(1) 북며

(2) 중·남미

(3) 서유럽 1

(4) 동유럽

(5) 아프리카

(6) 중동 및 남아시아

(7)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8) 극풍

개 정 안

A.이사회를 다읍과 같이 구성한다.

1. 퇴임 이사회는 원자력

에너지의 형화척 이용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셜계， 건설， 운영능력 및

핵연료주가의 최선진 9개국올

이사국으로 지명한다.

2. 퇴임 이사회는 선원물질 생산

[및 핵비확산의 투명성

고려]을 포함한- 원자력

에너지의 명화척 이용과

관련한 원자력발전소의 셜계，

건셜， 운영능력 및 핵연료주가

최선진 12개국올 아래의

각지역에서 선정하여

이사국으로 지명한다.

(1) 아시아 지역 4개국

(2) 아프리카지역 2개국

(3) 중·남미지역 2개국

(4) 동유럽지역 1개국

(5) 서유럽 및 기타지역 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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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B. 본조 A항 1및 2에 규정된

지명은 정기총회 60일전에

행한다. 본초 A항 3에 규정된

선거는 정기총회 기간중에

시행한다.

3. 총회는 이사국올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지역적으로 공명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217~국올 선출하되，

아래 지역의 국가들이 이사국에

항상 포함되도록 선출한다 ;

(1) 아시아지억 4개국

(2) 아프라카지역 5개국

(3) 중·남미지역 5개국

(4) 동유럽지역 3개국

(5) 서유럽 및 기타지역 4개국

이들 국가는 임기후 계속하여

다음 임기에 이사국이 되지

못한다.

구

10:1
-u:-

기 존 현 장

2. 총회는 여사국올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a) 본초 A항 1에 기재된 칙역올

이사국 전체로서 ’공펑하게

대표할 수 었도록 충분히

유의하며， 중남머지역 5개국，

서유럽지역 4개국，

동유럽지역 3개국，

아프리카지역 4개국，

중동및 남아시야지역 2개국，

동남아시아 및 태명양지역

1개국， 극동지역 1개국 둥이

항상 포함되도록 20개국올

선출한다. 이들 국가는

임기후 계속하여 다읍

임기에 이사국이 되지

못한다.

(b) 아래 지역의 회훤국중에서

1개의·이사국올 추가로

선출한다.

중동 및 남아시아， 동남

아시아 및 태명양， 극동

(c) 아래 지역의 회원국중에서

1개의 이사국올 추가로

선출한다.

아프리카， 중동 및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태형양.

B. 본조 A항 1에 규정된 지명은

정기총회 60일전에 행한다.

본조 A항 2에 규정된 선거는

정기총회 기간중에 시행한다.

개

삭

정

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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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본조 A항 1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되는 이사국의 엄기는‘

지명후의 정기총회 폐막후부터

다음 정기총회 희기말까지이다.

D. 본조 A항 2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되는 이사국은 선출된

총회의 정기총회 회기말부터 ‘ l 、.

그 후 두번째 정기총회의

회기말까지 집무한다.

c. 본조 A항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되는 야사국의

임가는 .지명후의 정기총회

혜막후부터 그 다읍

정기총회 회기말까지이다.

D. 본조 A항 3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되는 이사국은

선출된 총회의 정기총회

‘회기말부터 그 후 두번째

정기총회의 회거말까지

집무한다.

E.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친다. 기구의 예산액에-관한

결정은 제14조 H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이사국의 3분의 2

다수결로서 한다. 3분의 2 다

수로서 결정될 의제의 추가，

의제의 종류문제에 관한 결정

은 출석 이사국의 과반수로서

결정환다. 전 이사국의 3분의

2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F. 이사회는 본 헌장에 규정된 총

회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올 조

건으로 하여， 본 헌장에 따라

서 가구의 직능올 수행하는 권

한올 가친다.

,-

화 동

좌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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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이사회는 필요한 시기에 회의

를 개최한다. 이At회에서 별
좌 동-

도의 결정이 없는한 회의는 기

구본부에서 개최한다.

H. 이사회는 야사국 중에서 의장

과 기타 직위자를 선출하고
꽉 동

본 현장의 규제의 범위내에서

I
자체의 의샤규칙올 채택한다.

-I. 이사회는 척당하다고 인정될 경

우 위훤회를 껄치할 수 있다.

이사회는 타기관과의 관계에 었 좌 동

어서 이사회를 대표할 사랍을

임명할 수 있다.

]. 여사회는 총회에 대하여 lAEA

에 관한 사항 포는 파EA에 의

하여 승인된 사업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사회는

국제연합 및 기타기관과 그 업

무가 IAEA 업무와 관련된 경 좌 동

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이들 보고서는 연례

보고서와 같이 적어도 정기총

회 회기 1개월전에 각 회원국

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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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원자력손해배상채도와 현황분석과 대응방향

제 1 철 우라나라의 원짜력손해배상제포

1. 완자력손해배상제도의 목적 및 관계법령

가.목적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원자력사업 수행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원

자력손해배상처리에 관한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여를 위한 특별법인 원자

력손해배상법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법률올 두고 있다.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은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r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r완자력사업의 건전한 발달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원배법 제 1조).

전자의 목적에서

@ 원자력사업자의 무과설책임60) 및 면책사유의 제한

@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집중

@ 손해배상조치의 강제 동의 특색이 발생되었고，

한편， 후자의 목적에서

@ 원자력사업자의 구상권61) 제한

@ 배상조치액을 초과한 손해얘 대한 국가의 원조라는 특잭이

발생되었다.

나. 관계법령

우려나라에서 원자력손해배상문제가 본격적으로 취급된

것은 해외로부터의 핵연료수업이 그 계기가 되었다.

60) 무과실책임은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

생하였다는 관계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올 말한다.

61) 구상권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어떤 사유로(채무보증) 이행환 사람이 본래의

채무자에게 자신이 이행한 부분의 상환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111 -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l호기는 1970년 9월에 발주되었는 바，

이에 대한 사전작업으로서 원자력손해배상법이 1969년 1월 24일 법률

제 2094호로 제정 • 공포되었다. 이하에서 한국의 완자력손해배상 관계

법령을 간략히 소개한다-

(1) 원자력손해배상법

。 1969. 1.24 법률 제2094호 재정

。 1975. 4. 7 법률 제2765호 개정

。 1982. 4. 1 법률 제3549호 재정

。 1없6. 5.12 법률 쳐03849호 개정

(2)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 1970.12. 3 대통령 령 제 5396호 제정

。 1973. 5.25 대통령령 제 7756호 개정

。 1잃7. 3.19 대통령령 제12092호 재정

(3)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 법률

。 1975. 4. 7 법 률 제 2764호 제 청

(4)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o 1975. 2.22 대통령령 제 7755호 제정

。 1987. 3.19 대통령령 제12093호 개정

2.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개요

체르노벌 원전사고는 전세계인으로 하여금 환경재해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결정척인 계기가 되었으며， 그후 세계 각국은 안전규채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원자력사고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기 위

하여 자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재정바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국제조약의 하나인 비앤

나조약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국경을 넘어 타국에 가한 원자력손해에 대

한 배상체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최종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라한

상황을 감안하여 국내 원자력손해배상제도와 주요 문제점을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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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기본법은 원자력손해배상법(야

하 “원배법”이라 한다)이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보

상계약법”이라 한다)은 원배법의 부속법으로서의 성격과 실질적으로 특별

보험약관으로서악 성격을 가지므로 여기에서는 원배법을 중심으로 우리나

라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기술하고자 한다.

가.원자력손해

원배법상 “원자력손해”라 함은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과

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방사선작용

또는 독성적작용(이의 섭취 또는 홉업에 의하여 인체에 중독 몇 그 속

발증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말한다. 다만，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받은 손해 및 당해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손해는 제외된다.

나. 배상책엄자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자는 원자력사업자이다. ‘·원자력

사업착”라 함은 다음의 자와 다음의 자이었던 자를 말환다.

@ 원자로 및 관계사셜의 건셜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

@ 변환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

@ 가공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

@ 사용후핵연료처리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

@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및 생산기관.

다. 파설책임 및 면책사유

(1) 무과실책임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대부분의 공해사고는 가해자가

고도의 과학기술을 구사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임에 비하여 피해자

인 노동자나 일반시민은 기업의 생산과정이나 기술상의 문제를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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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으므로 과실의 존재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과실이 있더라도 그

압중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자로의 운전 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원자력사업자에게 무과

질책임을 안정하고 었다.

(2) 면책사유

원자력손해가 어례적으로 심대환 천재， 지변， 전쟁 포는

이에 준하는 사변으로 언하여 발생환 경우에는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것은 원자력사업자에게 무과설책임올 부파하고， 원자로의

운전 둥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원자력사업자

에게 전적인 책임을 안정하는 것야 때로는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가 었

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언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이 쉽게 면책된다면

피해자의 보호라는 측면이 무시되기 쉽다. 따라서 이쾌적으로 섬대한

천재，지변，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만을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

라. 무한책임주의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주요 선진외국(미국， 영국， 프랑스)

및 국제조약〈파리조약 비엔나조약)은 원차력사업자의 배상책염에 대하

여 유한배상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었다. 그런데 우려나라의 원배법에서

원자력사업자에게 무한책임올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원배법

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주변현실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지 아니하

였나 생각된다.

왜냐하면 일본이 원자력 사업자에게 무한책임을 인정하게 된 배경

은62)

첫째， 일본의 지리적 여건이 육지로 연결되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럽 각국의 사정과는 다르므로 제외국의 손해배상제도와 반드시 일치

시킬 필요가 없으며，

둘째， 일본은 유일한 원폭의 피폭국으로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원

62) 일본과학가술청 원자력국， 원자력손해배상제도， 통상산업연구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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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한다는 것은 원배법 체정 당시 일본의 국민

감정 또는 사회정세를 보아 그다지 적절하지 못하다는 신중론이 강하

게 대두되어 책임제한의 문제는 장래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무한책임

원칙을 도입한 것이다.

마- 책임집중 및 구상권 제한

(1) 책임집중

원자력손해의 원언에 2 이상의 원자력사업자가 관계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을 명확하고도 용이하게 인식

샤킨다는 펴해자보호의 관점에서 그들 중 배타적으로 책임을 질 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배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원자력사

업자에거l 책임을 집중하는 규정을 두고 었다.

원자로의 운전 풍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현설적

인 행위를 원자력사업자가 직접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

배상책임은 그 원자로의 운전 둥과 관계있는 원자력사업자만이 책임을

부담한다.

(2) 구상권의 제한

(가) 원배법의 규정

원배법 제4조에서는 “제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한 원자력

사업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원자로의 운전

둥에 제공될 자재의 공급이나 역무(노무를 포함한다)의 제공(이하 “자

재의 공급”이라 한다)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당해 자재의 공급을 한

자나 그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원배법 제4조 제 1항)"라고 규정하고 었고， “제 1항의 경우에 구

상권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원배법 제4조

제 2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유63)

원배법에서 완자력사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피
*
4



이유는 첫째， 원자력관련산업계의 보호 및 손해배상조치의 핵심인 원

자력손해배상책임의 누적화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원자력발전소의 건셜 · 운영이 진전됨에 따라 핵연료물질 또는

사용후핵연료 둥을 운반하는 선박이나 차량야 다른 선박이나 차량과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활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일반 제3자가 원자력

손해의 발생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 제3자에게 파실이

었다고 하여 원자력사업자가 거액의 구상을 한다는 것은 일반 제3차에

게는 매우 가혹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바. 국가의 원조

원배볍 제 14조는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의 원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었다. 정부가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원조를 행하

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대별된다. 그 하나는 원자력사업자에게 배상

책암이 었으나 손해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초과하여 당해 원자력사업

-자가 이에 대한 충분한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이고， 포 하나는 원자

력사업자가 면책되는 경우이다.

(1) 원자력사업자의 꽤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경우 정부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를 하

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두게-된 것은 배상조치액을 초과하는

원자력손해가 발생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그래도 이

러한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전척으로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청을 둔 것이다.

“필요한‘ 원조”라는 것이 무엇언가에 관하여는 구체척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조금의 지급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될 것이며 그러한

ι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리융자 또는 각종 금융알선의 형태가

될 것이다.그리고 원자력손해가 손해배상조치액올 초과하고 동시에 원

배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드시 원

조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63) 일본 에너지법연구소， 일본의 훤자력손해배상제도，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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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의 팔요성에 대한 판단은 원배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손

해의 규모， 사고발생의 유형， 원자력사업자약 변제자력 및 손해발생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부가 행한다.

(2) 원자력사업자가 면책되는 경우

이것은 이혜적으로 섬대한 천재， 지변， 전쟁 또는 이에

춘하는 사변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정부의 원조에

괄한 것이다.

3. 손해배상조치

가. 배상조치의 필요성과 강제 64)

원자력사업자에게 아무리 엄격한 무파질책임을 부파하더라

도 그 이행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는 아무련 의미가 없다.

따라서 원자력샤업자의 무과살책임을 자금적으로 확보하가 위하여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펼요가 었다.

이와 같이 어떤 특별한 손해배상조치를 강구하게 되면， 손해배상의

확실하고도 신속한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반면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는 우발적인 배상부담이 경상적인.보험료 둥의

지불로 처리된다는 의미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J 된다고 볼 수 었다.

따라서 원배법，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배상 책염보험계약 및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의 체결 또는 공탁과 같은 손해배상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원자로의 운전 둥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사업

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3년 야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나. 손해배상조치의 내용

(1) 손해배상조치의 개요

손해배상조치는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탁”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

64) 함철훈， 원자력손해배상제도와 문제점， 원자력산업， 199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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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숭언을 받아야 한다.

보통 원자력사업자는 책임보험계약 + 보상계약으로서 손해배상조

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환 조치는 2계약올 일괄하여야 유효하기 때

문에 이들 중 1개만의 단독계약으로는 손해배상조치로서 인정되지 아

니한다.

손해배상조차금액은 1공장 또는 1사업소 마다(원자로를 선박에 설

치한 경우 l척마다)90억원율 한도로 원자력시셜의 총류에 따라 정해

져 었다.

(2) 원자력손해배상조치의 총류

(가)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 원자력손해배상

보쌍계약

a.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원자력손해배상 책암보험계약은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서 원

배법 제7조 제 1항은 동 계약의 성립요건을 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

제 2항에서는 통 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올 얻도

록 하고 있다.

b.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은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전보할 수 없는 원자력손해를 원자

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정부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정부에 보상료를 납입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는 일청한 사유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책임보험으로서 전보할 수

없는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정부가 보상계약올 통하여 전보하고자 하

는 것이다.

보상계약에서 정하는 원자력손해악 범위 보상료 및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보상계약금액은 배상조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며， 원배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배상조치액과 동액이다.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조치로서 보험계약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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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외의 조치를 확고 있는 때에는 당해 조치에 의하여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 포는 다른 보상계약올 체결하고 있는 때에는

그 다른 보상계약에 의하여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책임보험에서 전보하지 아니하는 손해로서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실은 다음과 같다.

a.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운전 둥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

손해 : 보상계약법시행령 제2조 처nl항에서 정상운전 동의

범위를 청하고 었다.

b.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손해

1. 해얼， 홍수， 폭풍우 또는 낙뢰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

ll. 원자력사업자가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에 의하여

전보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로부터 배상청구가 없었던 원자력손해. 다만

원자력손해의 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배상청구를 하지 -뭇한

것에 한한다.

(나) 공탁

원자력사업자는 책임보헝계약 및 보상계약의 체결에

갈음하여 그에 상웅하는 금액올 공탁함으로써 배상조치의무를 이행할

수 었다.

손해배상조치는 현실적으로 책임보험계약 및 보상계약의 체결이 일반적

인 형태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배상조치액의 일부 포는 전부를 공탁해

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버하여 공탁제도를 언정하고 았다.

손해배상조치로서의 공탁은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장하는 지

방법원에 금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하며， 이에 따라 공

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보중금 퉁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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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해배상조치의 원인행위(원자로의 운전 둥}

원자력사업자가 손해배상조치를 하여야 할 행위는 원자로의 운

전 둥이다. 여기에서 “원자로의 운전 둥”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파

이에 부수하여 행하는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 저

장 또는 폐기를 말한다(원배법 제2조 제1항).

그 내용을 상술하면

φ 훤자로의 운전

￠ 변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가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사용후핵연료처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핵연료물질의 사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손해배상조치금액

(1) 손해배상조치의 단위 - 부지주의

손해배상조치를 강구하는 단위는 “ 1 공장 또는 1 사업소

당”이다. 이것을 부지주의라고 한다. 예를들어 1 사업소 내에서 2 이상

의 원자로를 설치하거나 원자로의 운전 및 가공을 행할 경우에도 손해

배상조치는 하나이며， 사업소 내에 소재하는 모든 대상시설에 관한 손

해배상조치액의 합계액이 손해꽤상조치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손해배상조치액 중 최대의 것이 당해 사업소의 손해배상조치액으로 된

다.

원배법에서 부지주의를 채택한 것은 1 공장 또는 l 사업소 내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것이 어느 시절로부터 발생한 것인가를 확인

하기가 어려운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부지 외에서 핵연

료물질의 운반에 관하여는 그 성격상 부지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부지주의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는 그 부지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항상 전보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로서도 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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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 의하여 권려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 손해배상조치액의 한도

손해배상조치액은 1 공장 l 사업소(원자로룰 선박에 껄

치하는 경우에는 l 척)마다 90억원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의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숭인을 얻은 금액이다.

제 2 ‘ 철 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65)

제2차대전 이후 최초로 원자력의 펑화적 이용을 개시한 미국은， 아올러

원자력손해배상채도 또한 최초로 확립하였다.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발생활

거액의 배상의무를 가정할 때， 민칸기업은 여러한 상태 하에서는 정상적인

원자력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미국은 1957년 원자력법

의 얼부를 개정하여 손해배상조처의 강제를 중심으로 하는 원자력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하였다.

미국에 이어 각국에서도 원자력의 I영화척 야용이 추구되었으며， 이에

상웅하여 각국은 나름대로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였다. 한편 각국

이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각국의 원자력 평

화적 이용이 미국과의 국제협력에 의하여 추진되었다는 점， 그 때 미국은

상대국에 대하여 미국의 제조업자들야 원자력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

니하도록 상대국의 제도를 정비할 것을 조건으로 원자력관련자재를 수출하

였다. 이하에서는 상기 배경을 전제로 주요 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

미국은 민간기업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1957년 9월 2일 원자력

법의 일부개정이 행해졌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

상조치 강제 및 배상책임한도액의 제한야었다.

65) 일본파학기술청 원자력국，‘원자력손해배상제도， 통상산업연구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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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보험파 정부보상계약의 체결이 의무화

되었으며， 정부보상계약금액 5억 달러와 민간책임보험금액 (6천만 달러)

의 합계가 원차력사업자의 책임한도액으로 되었다.

즉 전겨출력 10만 kW 이상의 발전용원자로는 민간보혐의 최대한도

까지 보협을 체결하도록 요구되었으며， 당시 민간보험의. 최대 인수능

력은 6000만 달러로서 정부보상계약금액 5억 달러률 합친 5억 6000만

랄러가 발전용원자로의 책임한도액이었다. 다만 민간보험의 인수능력

이 중대하는 경우， 정부보상은 그만큼 감소되지만 원자력사업자의 책

엄한도액은 여전히 5억 6000만 달러였다.

그후 1977년의 법개정에 의하여 소급부과방식이 도입되었으며， 민칸책

임보험금액을 초과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파액올 발전용완자로

운전자가 원자로 1기당 당P만 달러를 한도로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

라 손해배상조치는

@ 제1단계 : 이 당시 민간책임보험 l억 $뼈만 달러

@ 제2단계 : 상기 소급부파방식에 의한 원자력사업자의

분담총액

@ 제3단계 : 배상한도액 5억 앉%만 달러와 φ파 @의

합계액파의 차액은 정부보상계약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1988년의 제 2차 재정에서는 소급부파방식에 의한 원자력사

업자의 분담한도가 6300만 달러로 인상되었으며〈다만 1년에 1기당 100

만 달러를 환도로 함)， 1989년부터는 민간책임보험금액도 2억 달러로

인상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책임한도액은 책임보험금액 2억 달러와 소급부과방

식에 의한 원자력사업자의 분담총액 70억 5600만 달러 (6300만 달러 x
112기)의 합계액인 72억 5600만 달러로 되었다.

2. 일본66)

일본의 원자력 개발 • 이용은 1955년 원자력기본법이 제정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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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30년에 걸쳐 추진되어 왔다. 현재 일본에서 운전중언 상용원자로는

3671 이며 총발전량 가운데 30%를 원자력이 점유하기에 어르렀다.

그러나 원자로의 운전을 행함에 있어서는 안전성 확보가 제 1이며，

사고가 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으

나， 그래도 불행하게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제도를 정

비 • 확충하고 피해차보호에 반전올 기함으로써 국먼의 불안감을 제거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일본은 영국 둥 제외국의 법제도를 참고하면서

원자력사업자에게 무과실 · 무한배상책임을‘ 의무화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야하 “원배법”이라 한다)을 1961년에 제정하였다.

원배법은 그 후 여러차혜 개정되었으며， 원자력시셜의 종업원이 업

무상 받은 손해도 적용대상으로 하는 동 그 내용의 충실을 도모하고

있다.

가. 1989년 원배법 개정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한 구체적 차금언 배상조치액은 원

배법 제정시에는 50억엔 (4，100만 달러)이었으나， 1971년에 60억엔 (4 ，900

만 달러)， 1979년에 100억엔 (8，200만 달러)으로 인상되었으며 ‘89년에는

300억엔으로 연상되었다.

그리고 ‘89년의 원배법 개정시에는 인상액을 구체적으로 결청하기

위하여 일본과 같은 무한책임을 채택하고 있는 서독 및 스위스 양국의

수준(약 2억 8，000만 달러)과 비교하여 이에 상용하는 수준에서 결정하

였다.

또한 정부보상계약 및 국가원조 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1990

년 이후에 운전을 개시하는 원자로에 의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도 계

속 적용하기로 하였다. 개정전의 원배법은 정부보상계약 및 원자력사

업자에 대한 국가의 원조규정을 1989년 말까지 운전을 개시한 원자로

에 관한 원자력손해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번의

66) Hiroya Tanikawa, Amendments to the Japanese Law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Nuclear International Jum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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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기한도 종래와 같이 10년으로 하였다.

나. 기타

(1) 국경을 넘은 원자력 사고

체르노빌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사고에 의한 월경손해는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아쳤으며， 일본은 물론 주변제국의 원자락개발이

용이 더욱 추진됨에 따라 만얼의 사태에 대비하여 월경손해에 대한 얼

본의 대웅방침을 검토하였다. 월경손혜의 배상문제 해결방법으로서는，

@ 조약에 의한 해결

@ 국체사법원칙 및 국내법의 척용에- 의한 해결

@ 정부간 교섭에-의한 해결방안 둥이 제시되었다.

(2) 피난비용

원자력시젤에서 이상사태가 발생하여 주변주민이 피난한

경우 발생한 피난비용은 미국의 개정 표라이스 • 앤더슨법 (Price

- Anderson Act)에 최초로 명시되었다. 피난비용에 판하여 원배법에서

는 명화한 언급이 없지만， 현행제도 하에서도 피난비-용을 처리하는 데

에는 특별한 지장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3. 영국

영국은 1990년 6월 현재 38기(발전용량 1，475.2만 kW, 세계 제6

위)의 원전을 가통중이며 1989년은 국내 총발전량의 21.7%를 점하였

다γ 1990년부터 전·기사업의 민영화가 사도되었으나 원자력발전부문은

민영화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영국은 1앉)()년 파리조약 및 1963년 브뤼셀보충조약의 가맹국이며 1982

년 파리조약 및 프뤼쩔보충조약 개정의정서에 대하여도 비준을 행하였다.

또한 1988년 파리조약과 버엔나조약의 상호적용에 관한 Joint Protocol의

조인국이기도 하다.

영국은 미국 다음 세계 두번째로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법제화를 실시

한 나라이다. 1959년 7월 9일에 성립한 원자력시셜허가 및 보험법(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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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시행)은 그 명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과는 표리얼체의 관

계를 이루는 원자력시절과 핵물질의 취급에 관한 연허가의 규제를 포함하

고 있다. 그 때까지 사실상 영국원자력공사의 독점이었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 중앙발전청 (CEGB) 또는 남스코틀랜드 전력청 (SSEB)에 의해서도

행하여 지게 되었다는 점， 1957년의 Windscale의 플루토늄 생산로의 사고

둥이 계기가 되어 그 성립음 촉진하였다.

동법은 1965년 8월 5일에 파려조약 및 브렴젤보충조약의 비준을 위하여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1965년 원자력시셜법 (Nuclear Installations Act)으로

되었으며 그후 여러법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1969년 파리

조약의 척용 둥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청이 있었고， 1983년에 1982

년 파리조약 및 프뤼젤보충조약 수청의정서의 비준애 따른 배상책임한도액

의 개정이 행하여 졌다.

4. 프랑스

프랑스는 파리조약을 비준하가 전에 r원자력사고의 특별배상제

도에 관한 잠정법」을 1956년 11왈 제정하였다. 그 후 1969년 10월 30

일 r원자력분야의 제3자책임에 관한 법률」이 새롭께 제정됨에 따라 통

잠정법은 1969년 2월 폐지되었다. 그후 동법은 1990년 6월 16얼 사업

자의 책암제한액을 중심으로 하는 개정이 행해졌다.

여기에서도 원자력사업자에게 책임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 책임은 무과

실책임이다. 다만 수송업자는 배상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자력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은

6억 프랑으로 제한되어 었으며 이 한도액까지 배상조처를 강구하게 되어

있다. 원자력시설의 종류， 규모에 -따른 손해배상조치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파려조약이 적용되어야 할 모든 셔셜은 최고 6억프랑까지의 배상조치가

필요하다.

6억 프랑이 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가 25억 프랑까지 보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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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되어 있다. 또한 l앉%년 개정법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특혜액을

규정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매 수송 마다 1.5억 프랑을 한도로 수송업자의

책임올 제한하는 이외에， 군사시설도 그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5. 독일

독얼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원자력에 관한 얼반법인 r원자력

의 평화척 이용 및 방사션방호에 관환 법률」에 규청되어 있으며， 1960

년 1월 1일 사행되었다. 이 법률은 서독이 1975년 화리조약을 비준할

무렵 대폭 개정되었으며， 그 후 약간의 수정올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

다.

당초에는 책임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었으냐， 그 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

생하여도 환자력사업자는 초과액에 대하여 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되

어-있었으며， 1잃5년 법개정에 의하여 무한책임제도가 채택되었다.

손해배상초치는 원자로의 운전 동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으

며， 최고한도액은 5억 마르크이다. 손해배상조치의 내용은 현재 배상책임보

험에 의하여 2억 마르크까지 조치되며 나머지 3억 마르크까지의 손해는

보증조합에 의한 자가보험으로 조치되고 있다. 또한 5억 마르크를 초과하

는 손해에 대하여는 10억 마르크를 한도로 연방 및 주의 보상이 행해지도

록 되어 았다. 한편 거대한 천재와 전쟁을 면책사유로 하고 ‘았지 아니한

것은 독얼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커다랑 특색이다.

채 3 절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주요 국체조약

1. 국제협력의 필요성

원자력 산업활동은 그 성격상 총래의 산업활동과 비교할 수 없

을 정도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원자력시셜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다면 1986년의 체르노벌 원전사고에서 보는 바와같

이 그 영향이 지역적으로 아주 넓은 범위에 미칠 뿐 만아니라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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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완자

력시설 사고는 자국 뿐만 아니라 타국의 피해자 보호라는 문제가 중요

한 과채로 제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원자력 산업활동은 이러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원자력시설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국제척 합의나 국내법 통얼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인식되어 왔다.

특히 유럽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로 육상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으

므로 원자력 산업활동에 따르는 제3자 책임에 관하여 원자력 개발초

부터 각국 모두 야에 대하여 강한 인식올 가지고 있었으며， 1957년 유

럽원자력공동체(이하 rEURATOMJ이라 한다)의 설립을 위하여 그 당

시 EEC 가맹 6개국간에 체결되었던 로마조약 및 OEEC(유럽경체협력

기구， 현재의 rOECD : 경제협력개발기구J)의 하부기관인 유럽원자력

기관(ENEA， 현재의 r OECD-NEA : OECD 원자력기구.J)의 설립을 위

한 조약에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각국이 확립하기로 합의하였다.

1959년에는 영국， 서독， 스위스， 1960년에는 스혜덴 둥 각국에서 원

배법이 제정되었으나， 무과실책임주의 도업 이외에는 각국의 원자력손

해배상제도에 많은 차이가 있었고 특히 국가의 역할애 관한 의견풍일

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EEC 가맹 16개국에 의하여 1960년 7월 29일

파리에서 r원자력분야에 있어서의 제3자책임에 관한 조약(이하 r파리

조약」이라 한다).J이 채택되었다. 동 조약은 석유 · 석탄의 대체에너지

공급원인 원자력발전에 대한 큰 기대로부터 원자력산업과 공중의 보호

를 통사에 도모하면서 원자력개발을 추진한다는 각국의 국내적 요청을

배경으로 성립되었지만 그 당시 원자력기술파 농축우라늄 동 유력한

핵물질공급자였던 미국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통 조약의 체결이 촉진

되었다.

즉 세계 최초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안 Price-Anderson법을 제정하

였던 며국은 원자력기술을 중요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의도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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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뿐만 아니라 수출상대국에 대하여도. 동일한 제도 - 특히 원자력시

설설치자에 대한 책임집중과 책임제한 및 국가보상 - 의 확립올 필요

로 하였고， 이 때문에 수출상대국인 유럽제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하여

도 그와1 유사한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확립을 직접 • 칸접으로 요구하

였다. 그리고 파리조약 성립 이후인 1963년 1월 31얼 브람젤에서 파리

조약의 최고배상책임한도액 둥의 변경올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하 브

뤼셀 r보충조약」이라 한다}이 채택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OEEC의 조약 제정 움직임과 병행하여 IAEA(국제

원자력기구)를 ‘중심으로 원자력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세계적얀 조약

작성작업이 추진되었고 마챔내 1963년 5월 21얼 비엔나에서 r원자력손

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조약(이하 r비앤나조약」이라 한다}J 이 채

택되었다.

그런데 ‘파리조약과 비엔나조약은 그 적용상의 문제점이 자주 지적

되어 왔는데， 마첨 1986년 발생한 체르노벌 사고，를 계기로 국경을 넘

은 손해에 대한 인식이 크께 높아짐으로써 양조약의 조정 · 연결이 사

급한 과체로 둥장하여 IAEA 및 OECD-NEA는 공동의정서라는 방법

으로 대처할 것을 검토하였다. 파리조약과 버엔나조약의 상호적용에

관한 공동의청서는 1988년 9월 21 얼 비엔나에서 양조약 가맹국에 의하

여 채택되었다.

2. 파리조약

가. 파리조약의 성립

파리조약은 전술한대로 OEEC 산하의 전문기관인 유럽원자력기구

(ENEA)가 중섬이 되어 국제적 차원의 검토가 실시되었고 OEEC 가맹국인

16개국에 의하여 1960년 7월 29얼 채택되어 1앉끓년 4월 1일 발효되었다.

그런데 파리조약은 OEEC의 테두리 내에서 성립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었다. 홍조약의 당사국은 현재 14개국이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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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조약은 원자력 산업활동에 따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의

책임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법적원칙 · 조치 · 절차를 。i 제까지

다른 분야의 조약에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명확히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파리조약 성 립 후 영국은 국내법을 동 조약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또한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둥도 새로이 국내법을 제정할 때， 동

조약의 내용을 가준으로 하였다.

나. 파리조약의 주요내용68)

(1) 대상시셜(제1조 관련)

조약의 대상이 되는 원자력시절은 원자로(운전수단의 일

부를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 핵물질(핵연료 및 방사성물질 또는 방

사정폐기물)의 생산 또는 가공공장， 방사성i동위원소분리공장， 사용후핵

연료처리공장， 핵물질저장시설(운송에 따른 일시척 저장은 제외한다)，

기타 핵물질이 존재하는 시셜로서 유럽원자력기관(ENEA)의 운영위원

회(현재의 OECD-NEA의 운영위원회)가 수시로 결청하는 것을 말한

다.

(2) 조약적용의 영역범위(제2조 관련)

책임을 부담할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시셜이 존재하는

당사국의 국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발

생한 원자력사고 또는 그 영역에서 밭은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1968년 4월 유럽원자력기관(ENEA)의 운영위원회는 r공해상

의 원자력사고와 손해 및 버당사국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에 의하여

당사국이 받은 손해에는 파리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권고를 행하

였다.

67)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포루투갈， 이탈리아， 네델란드， 노르웨

이， 그리스，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둥 147~국이다.

68) 일본에너지법연구소，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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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시셜운전자의 무과실책임파 책암집중(제 3조 - 제6

조 관련〉

원자력시셜운전자는 원자력손해가 당해 원자력시컬에 존

재하는 핵물질에 의한 원자력사고 포는 당해 원자력시설로부터 유출되

는 핵물질로 인한 원자력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사실이 증명되는 한 무

과실책임올 진다.

이러한 원자력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자력사

업자만이 부담환다. 다만 기존의 운송분야에 관한 국제협정의 적용올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원자력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율 지께 된다.

(4) 책임한도액의 셜정(제7조 관련)

원자력사업자의 최고배상책임액은 1원자력 사고당 1,500

만 유럽통화협정계산단위(이하 r계산단위」라 환다)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국은 국내법에 의하여 이 금액올 중감샤킬 수 있지만 500만 계산

단위 이하로 감액할 수는 없다.

(5) 면책사유(제9조 관련)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은 전투행위， 첨략행위， 내란， 폭동，

또는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상적으로 거대

한 자연재해에 의한 원자력사고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

된다.

(6) 손해배상조치의 강제(제10조 관련)

원자력사업자는 그 책임을 전보하기 위하여 상기 (라}의

금액을 보험 또는 기타 자금적 보증〈이하 r손해배상조치」라 환다}을

강구하고 이툴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조치에 의하여 준비

된 자금은 원자력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올 위하여서만 사용될 수 있다.

(7) 재판관할권파 준거법(제 11조， 제 13조， 제 14조 관련)

원칙척으로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영역의 당사국의 법원

이 관활권올 가지나， 원자력사고가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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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사고장소를 명확히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시설이 영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당사국의 법

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2 이상의 당사국법원에 관할권이 속하는 경우에는 관계있는 1 당사

국의 신청에 의하여 유럽공동체 사법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때

는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국내법이 준거법으로 환다.

3. 브뤼젤 보충조약

가. 브루쩔 보충조약의 성 립

브뤼젤보충조약은 파리조약상 원자력사업자의 최고배상책임

액인 1 ，500만 계산단위를 인상시키는 것올 주목척으로 1963년 1월 31

일애 채돼되었고 1974년 12월 4일 발효하였다. 동 조약의 당사국은 현

재 11개국이 다.69)

파리조약은 배상책임액의 인상을 예상하여 동 조약 제 15조에 r당사

국은 배상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브뤼셀보충조약은 파리조약 제 15조에 근

거하고 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EURATOM 가맹국이 1958년 미

국과 종합척언 원자력협정을 체결할 당시 제9조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

라 제 3자 책임올 위한 배상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보험， 보상， 국내법

및 국제조약 둥올 결합하여 확립하겠다고 하는 취지를 약속한 것에 기

인한다. 즉 파리조약의 배상책임액이 미국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였기 때문에 EURATOM 가맹국은 제 15조의 삽입과 보충조약을

작성기로 하고 파리조약에 참가한 것이다.

나. 브뤼셀 보충조약의 주요내용

(1) 배상액의 확대(제3조 관련)

69)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네댈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

덴， 독일， 영국 둥 11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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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조약의 최고배상책임액을 l 원자력사고당 1억 2 ,000

만 계산단위까지 인상하고 다음과 같이 3 단계로 배상자력을 확보한

다.

a. 최저액을 500만 계산단위로 -하고 당사국의 국내법에

. 의하여 확정된 금액까지는 보험 또는 기타 자금적보

- 중에 가한 자금---←(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조치액)

b. 상기금액으로부터 7，αP만 계산단위까지는 당사국의

공척자금---(국가보상)

c. 7，αB만 계산단위로부터 l억 2，아)()만 계산단위까지의

금액은 일정한 분담방식에 따라 당사국에 의하여 분

배되는 공적자금--------(공동기금)

상기 c(제3단계)의 분담방식은 필요한 자금의 50%는 원자력사고가 발

생한 전년도 각 당사국 GNP와 전당사국 GNP 합계와의 비율에 의하여 계

산하고， 나머지 50%는·각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원자로 열출력과 전당사

국 r 영역 내에 있는 원자로 열출력 합계와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다(제 12

조).

(2) 원자력사업자의 책임한도액(제3조 관련)

- 당사국은 국내법에 의하여 500만 계산단위부터 l억

2，000만 계산단위까지의 범위내에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한도액을 정

할 수 있다. 원자력사업자의 책임한도액으로부터 1억 2.000만 계산단위

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조약 및 국내법상의 의무로서 보상하

게 된다.

(3) 조약적용의 영역법위(제2조 관련)

비당사국 영역내에서만 발생된 것 이외의 원자력사고에

의한 손해로서 당해 손해가 당사국 영역에서 발생된 경우， 공해상 또

는 공해상공에 있는 당사국에서 둥록된 선박 • 항공기의 내부에서 발생

된 경우 또는 당해 손해를 당사국의 국민이 공해상 포는 공해상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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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은 경우(선박 · 항공기에서의 손해는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당사국

에 둥록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에 적용된다. 다만 당사국의 법원이 파

리조약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질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비엔나조약

가. 조약의 성렵

비엔나조약은 IAEA를 중섬으로 작성되어 ‘63년 5월 21일 채

택되었고 ‘77년 11월 12일 발효되었다. 당사국은 현재 10개국이다 .70)

버엔나조약은 OEEC 테두리 내에서 성립된 봐라조약과 같이 지역척

인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성격을 가지는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려나 참가국 수가 많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비엔나조약은 파리조약과 비교하여-몇 가지 중요사항에 있어서 애매하

거나 불충분한 점이 남아 있었으며， 저액의 손해배상조치와 그 금액까

지의 책임제한， 재판관할파 조약 적용.범위의 불명확성 .둥 -때문에 미국

및 유렵제국아 조약 참가에 대한 매력을 잃게 된 결과‘조약의 발효요

건인 5번째 비준국이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발효가 늦어졌다.

나. 주요내용

바엔나조약은 원자력사업차의 무과실책임， 책임의 집중， 책

임한도액의 절정 및 손해배상조치의 강제 둥 기본척인 원칙 · 제도 둥

에 있어서는 파리조약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어

하에서는 파리조약파 다른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개관하도록 한다.

(1) 원자력손해의 범위(제I조 관련)

원칙적으로 파라조약과 같이 원자력시셜에 존재하는 핵

물질 동에 기언한 생명 및 신체의 상해 또는 재산의 멸설 및 손해이

나， 국내법에 의하여 기타의 멸실 포는 손해 (정신손해，이익상설 동)

70> 아르젠틴， 볼리비아， 카메룬， 쿠바， 에집트， 나제르， 페루， 필리핀， 유고졸라비

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둥 10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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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았다.

(2) 원자력사업자의 책엄한도액(제 V조 관련)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은 1 원자력사고당 최저 많잉만 달러를

한도로 배상액올 당사국이 한정할 수가 었다. 야것은 원자력사업자의 최저

책임한도액이고 현재까지 전혀 수정되지 아나하고 었다. 책임한도액은 500

만 달라 이상으로서 각 당사국이 결정하는데 파리조약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3) 손해배상조치 액(제 vn조 관련)

원자력사업자가 강구하는 손해배상조치 액을 각 당사국애

위엄하였으며， 상기 (2)의 책임한도액보다 손해배상조치액이 적은 경우

에는 국가가 그 차액의 지불을 확보하도록 하고- 었다. 파리조약은 원

자력사업자가 그 책임한도액까지 손해배상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브

뤄셀 보충조약은 약간 다르다).

(4) 재판관할(제 XI조 관련)

원칙적으로는 파라조약과 같다. 영역 내에서 원자력사고

가 발생한 당사국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당사국의 영역 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사고장소를 명확히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엄올 부담해야 할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시셜이 영역 내에 셜치되어

있는 당사국의 법원이 관할권올 가진다. 다만 2 이상의 당사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께 되는 경우에는 당사국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당사

국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파리조약은 이와 같은 경우 유럽공동체

사법재판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5) 조약적용의 영역법위

전술한 파리조약 제2조와 같은 영역범위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1964년 4월 IAEA 상셜위원회에서 r원자력사고가 공해상

또는 비당사국 영역 내에서 발생되었더라도 당사국 영역 내 또는 공해

상에서 입은 손해에는 조약이 적용된다」라는 견해가 채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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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리조약과의 판계 (제XVI조， XVII조 관련)

비엔나조약은 파리조약파의 관계를 고려하여 r그 누구도

원자력분야의 민사책압에 관한 타국제조약에 기하여 동일한 원자력손

해에 관하여 배상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이 조약에 따른 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J. 포한 r 이 조약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날로부터 효력

을 가지며， 서명， 비준 또는 가업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는 원자력분야

의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정 및 국채조약의 적용에 있어서 이러한 협

정 또는 조약의 당사국간애 있어서와 같은 영향올 며치는 것은 아니

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파리조약은 전술한 바와 같이 1964년의 추가의정서에 의하여 비엔

나조약과의 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5. 공동의 정 서 (The Joint Protocol)

가. 파리조약 및 비엔나조약 적용상의 문제점

파리조약파 비엔나조약은 전술한대로 기본원칙에 있어서는

유사하나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는 상위점이 존재한다. 또한 현재 I짜리

조약 및 비엔나조약 쌍방에 당사국으로 되어있는 국가는 없다. 따라

서 각각의 당사국이 연루된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 톡히 조약적용

의 영역범위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된다.

파리조약 및 비엔나조약에 있어서 그 적용되는 영역범위에 관하여

OEeD - NEA 또는 IAEA의 권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양조약은 모

두 당사국， 공해상 또는 버당사국에서 업은 손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된다. 즉 비당사국에서 업은 손해에는 양조약 모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파리조약 당사국에 있어서 비엔나조약 당사국은 비당사국이며， 비엔

나조약 당사국에 있어서 파리조약 당사국은 역시 버당사국이다. 따라

서 파리조약 당사국 또는 공해상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에 악하여 비

엔나조약 당사국에서 업은 손해에는 파리조약이 척용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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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의 경우에도 비엔나조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게다가 파려

조약 당사국의 원자력사업자와 비엔나조약 당사국의 원자력사업자간

에 핵물질 수송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 조약의 적용 · 불적용

파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파리조약파 비.엔나조약 적용상의 .문제점은 이전부터 ι상당히 지

적되고 검토되어 왔는데 마챔내 1986년 발생한 체르노벌 사고를 계기로 국

경올 념은 손해에 대한 언식어 크께 높아짐으로써 양조약의 조정 • 연결이

시급한 파제로 되었다. 이 때문에 IAEA 몇 DECD-NEA는 합동으로

@ 양조약의 각 규정에 존재하는 상위정을-제거하여 연계할 것

2 한쪽의 조약야 타조약‘당사국을 비당사국으로 취급하지

아니할 것

3 파리조약 또는 비엔나조약의 어느 일방을 척용대양으로 할

것 둥올 기본방첨으로 하여 공동의정서라는 방법으로 대처할

것을 검토하여 왔다. 이 파리조약과 비엔나조약의 상호적용에

관한 공동의정서는 1988년 9월 21일 버 엔나에서 양조약

가맹국에 의하여 채태되고 서명되었다.

나. 배경 71)

당초의 구상은 1960년 파리조약의 서명국들이 버엔나조약을

비준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파리조약 제 16조， 제 17조 및 동조약과

버엔나조약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파리조약을 개정한 1964년 추

가의정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실현되지 아

니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가 었다.

즉 DECD에 가입하지 아니한 유럽 제국 중 그 어느 한 국가라도 비

엔나조약을 비준하지 않는 한 여기에 가입할 장려할만한 특별한 장려

제도가 없었다. 왜냐하면 비엔나조약 가맹국은 그 보다도 9년이나 빨

71) Hiroya Tanikawa, Amendments to·· 상le Japanese Law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Nuclear International Jurn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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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발효된 파려조약 가맹국파의 지려적 관계 포는 상업척 -관계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포한 파리조약 가맹국이 핵물질 및 핵시셜분야에서

강력한 협력관계와 무역관계를 발전시켜 온 -상대방임과 동시에， 대규

모 만찬원자력 프로그랩올 추진하고 었던- 여러 나라(미국， 카나다， 얼

본， 및 구소련)틀은 비엔나조약에 전혀 관섬、을 보이자 아니하였다· -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었다. 즉 비엔나조약은 원자력사업

자의 확고책임부담액을 500만 달러 0963년 4월 29일 현재의 금가격올

거준으로 한 금액)로 한정한데다가， 파리조약과 같은 집단적 국가개업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멜냐조약에 대환 관심이 결여된 것

은 정치적， 경제적 이유에 기인하고 었다. 그밖에 파리조약 가맹국이

비엔나조약을 비준하는 경우 법률상 중대한 문제자 야기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1968년 4월 l 알 파리조약이 발효된 후， 원자력산업이 성장하여

원자력평화이용의 국제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1972년부터 1975년까지

NEA와 IAEA 사무국은 양조약의 통일을 도모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원자력손해민사책임제도의 확립을 위한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구

체적인 방법으로서 일단 양조약을 그대로 두고 양조약을 연결하는 공

동의정서를 구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혁명적인 구상”이 처음에는 각

국 정부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으나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원자력손해에 대한 국제적 민사책임재도를 확대할 필요성을 실

증함과 동시에 이 문제를 추진하는데 결정적인 촉진제가 되었다.

IAEA와 NEA의 주무기관 및 양기관의 공동작업그룹은 -1972년부터

1975년까지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광범위한 준비작업을 바탕으로 “공

동의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기본원칙

양자는 모두 공통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파리조약과 비엔나조약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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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파리조약 가맹국은 비엔나조약상 비당사국이며 그 반대도 마

찬가지이다. 그런데 조약상 당사국과 비당사국 사이에는 그 지리적 적

용범위， 핵물질수송， 대위변제권， 보험 또는 기타 배상조치에 의하여

지불되는 배상 및 자금의 자유로운 이전， 관할권 규정， 판결의 집행，

바차별원칙 둥에 관하여 구별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된다. 그러나 양 초약간에·어떤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 양 조약 모두 상대조약 가맹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II원차력손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원자력손해가

지상시셜에 의하여 초래환 경우에 특별히 관계된다.

@ 양 조약 모두 상대조약 가맹국의 영토 대에서 발생한

II원자력사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야것은 수송의 경우에

륙혀 관계된다.

@ 공해상 내지 공해상공(on or above the high seas)에셔

발생한 원자력사고 및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양조약어 모두

척용될 수 었기 때문에 그 결과 양 조약의 져촉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었다.

이상과 같은 접으로 머루어 공동의정서의 기본개념은 양 조약의 적

용범위에 관하여 상대조약의 가맹국올 자신의 가맹국으로 취급함으로

써 양 조약올 연결시킨다는 것이다〈의정서 제4조). 이것은 양 조약상

지리척 척용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이며 양 조약 가맹국의 영토 내에

설치되어 있는 원자력시젤의 운전자(이하 ..원자력사업자”라 한다)는

그와 같은 영토 및 공해상 내지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에 기

인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 1조).

그리고 공동악정서는 비엔나조약 포는 파리조약이 상대조약올 제외

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양 조약의 동시 중복적용에 겨언하는 충

돌을 파하고 있다(제 3조). 원자력시설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발생지에 의하여 적용할 조약을 결정한다. 즉 원자력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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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셜이 껄치되어 있는 국가가 파리조약의 당사국이냐 비엔나조약의 당

사국이냐에 따라 적용조약이 결정되는 것이다. 수송도중의 핵물질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양 조약상 일련의 수송규정에 따라 그 책

임올 져야 할 원자력사업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결청된다(이러한 수송

규정은 가맹국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척용된다)

다만 원자력사업자는 그 시셜이 껄치되어 있는 국가(셜치국)가 가팽

하고 있는 조약에 기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그 ‘·썰치국”의 법 령에 의

하여 배상책암액 및 빼상초치액이 결정환다. 관할권은 보통 당해 원

자력사고가 어느 조약의 가맹국에서- 발생하였느냐에 따라 당해 가맹

국의 법원에 귀속된다.

，라. 황가 및 전망

공동의정서는 국제적 원자력민사책엄제도를 확대하고차 하

는 노력이다. 공동의정서의 채택을 계기로 비엔나조약과 파리조약을

연결한 것은 매우 뜻깊은 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출발점에 불과한

것이며 아직도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었다. 즉 지라적 긴밀성이나 원

자력개발이용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양 조약 가맹국간에 현저한 불균형

이 있는 것이다. 파리조약의 가맹국이 지리척으로· 근접된 하나의 블력

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비엔나조약의 가맹국은 지역적

으로 널리 산재되어 있으며 유럽국가 중에는 유고와 헝가려만이 이 조

약에 가맹하고 었다· 1989년 초를 기준으로 운전중인 전셰계 원전의

총수는 414 기인데， 그 중 13.9 기가 파리조약의 적용대상임에 비하여

비엔나조약의 적용대상인 원전은 져우 7 기였다.

그러냐 양 조약을 연결하는 문제도 양 조약에 각각 가맹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공동의정서를 모두 비준하여야만 비로소 그 효과를

100% 발휘할 수 었다. 공동의정서의 발효에 필요한 비준국의 수는 각

조약 당사국중 5개국이거 때문에 공동의정서비준국， 비엔나조약에만

가맹하고 있는 국가， 파리조약에만 가맹하고 있는 국가와 같이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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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이 공존할 수 있다.

톡히 동유럽제국의 비엔나조약 가업이 공동의정서 채택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는가 여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파리조약 가맹국은 공동의정서의 비준에 거의 관섬

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의정서의 성패는 동

유럽 각국이 비엔나조약을 얼마나 폭넓게 수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었다.

제 4 철 버땐lJ조약 개정작업

1. 개정배경

1986년 체르노벌 원전사고는 전 세계인으로 하여금 환경재해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대형 원자력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제 어느 -I개 국가 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한편 파리조약 및 브뤼젤보충조약은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조약이었으나 체르노벌 사고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조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얼어난 사고로-인하여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 직접‘ 손해를 가한 경

우에는- 적절한 대처방안이 없었다

그리고 비엔나 조약은 조약당사국의 대부분이 채발도상국이며， 포한 이

들 국가들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당초의 목적을 관철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배상조치액도 저렴하여(당%만 달러) 원자력선진국들이 여기에

참여할 장점이 없었가 때문에 설효성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거의 설효성이

없었던 비엔나조약을 현실에 맞도록 전면 개편하고 전세계국가의 참여를

유포함으로써 원자력사고로 언한 손해배상을 전 세계척인 차원에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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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토의내용 72)

가. 조약의 -지리적 적용범위 -

현행 비엔나조약에서는 조약의 지리적 적용범위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당사국의 영토 및 영해에서 발생한 원자력손해에 -대

하여도 동 조약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셜하자는 의견이 제가되

·었다.

나. 군사용 원자력시셜

동 조약상 군사용 원자력시셜은 대양시젤에서 제외되었으나

군사용 원자력시셜에서 발생하는 완자력손해에 대-하여도 동 조약을 적

용해야 한다는 점에 원칙척인 합의가 있었다. 다만 당사국 내에 셜치

된 버당사국 관할 하의 군사시셜도 동 조약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느

냐에 관하여 의견대립이 있었다 .

. 다. 환경오염에 대한 보상문제

원자력사고시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익상실을 완전히 보상하

는 규정이 펼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다수국가들의 지지를 얻었으

나， 야 문제는 환경파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t국제조약

의 사례를 수집하여 추후 거론하기로 하였다.

라. 원자력사업자의 무한배상책임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무한배상책임으로 전환하자는 의견

이 있었으나， 다수국가들은 무한책임제도가 비현실척이라는 이유를 들

어 반대하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유한책임채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사업자의 배상한도를 현행 500만 달러에

서 약 2억 달러로 상향하기로 대체적인 합의가 있었다.

72) 외무부， 원자력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설위원회 제3차 회의 참가보고서. 199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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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분쟁처리 및 배상청구를 위환 별도의 국제법원 절치

초약당샤국 간의 비엔나조약. 적용 몇 해석을 둘러싼 분쟁해

결을 위하여 별도의 국제법원을 젤립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

나 이에 대하여는 -국제법원 설립이 국내재판관할권파의 충돌， 국내법

과의 상충， 배상절차의 지연 퉁 그 시행에 많은 문제점올 내포하고-었

다는 이유로 선진국(미국 독일， 영국， 프량스)들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

였으나， 충남미국가틀은 지역재판소 껄립올 제안하였다.

바. 원자력손해에 대환 국가책임제‘도 도업

현재의 파리조약과 비땐나조약에서는 국가책임에 대한 규정

이 없는 바， 원자력사업자의 배상한도액을 초파하는 사고， 국경올 념은

환경파괴 및 사업자의 면책사유(전쟁， 내란， 폭동 둥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국가가 개업 완전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바

엔나조약에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 제안은 많은 국가의 찬성올

얻기는 했으나 국가책임을 도엽할 경우 각국은 조약의 비준을 꺼릴 것

이라는 반론도 체가되었다.

체 5 절 정책방향

우리나라의 현행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모탤로 하였

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조가 일본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우

랴나라는 일본과는 지리적， 사화적 여건이 다르며 J 최근 국내 완자력산

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문제들이 제기되

고 있고， 포한 체르노벌 원전사고 이후 국경을 넘어 타국에 가한 원자

력손해에 대하여 국제협력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윈배법 재정시 다음파 같은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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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사업자의 무한책임제도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로의 운전 둥으로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에

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철대무한배상책임올 부담하여야 환다. 그

러나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각국의 입법혜 및 국제조약율 살뼈볼 때

대부분은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올 제한하고 었다.

오늘날 일반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 및 써버스를 공급하는 기

업이 그에 따른 재해에 대하여 절대 무한의 책임을 부답한다면 기업의

건전한 육성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특히 원자력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사업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1 개의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가 이를 수행하고 있다. 비록 정부가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자력사업자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올 유한책임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적철하다고 본

다.

2. 손해배상조치 액의 인상

손해배상조치액(책임보험계약금액 및 ’보상계약금액}은 각각 90

억원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며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60

억원을 최고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률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원배법상의 책임보험은 위험의 사회적분산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장래에 발생활 만일의 사태에 대한 배상책임을 예비하

는 제도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물째， 원자력사업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할 패 배상조치액의

인상과 함께 국제적 채보험을 통하여 위험을 -더욱 합리적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장기미량피폭

방사선의 피폭에 의한 손해의 문제는 어떠환 사고에 의하여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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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으로 다량의 방사선을 휩으로써 발생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환경 중에 방출된 방사성물질 등의 장기에 걸친 미량

의 피폭에 의한 손해의 발쟁이:라고 하는 문제가 존채한다· .

이 문제는 원자력시셜에서 ;대규모 사고의 발생을 수반하지. 아니하

는 방사성물질의 누출에 ·의하여도 원자력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았다는

점이 특잭이다. 장기미량파폭에 의한 손해는 일반척 공해피해와 유사

한 문제가 존재하지만， 특히 손해발생의 원인이 장기에 결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로의 증명이 매우 어렵다는 점어다.

더우기 -이 경우 어떤 총류의 방사션용 어느 정도 피폭하면 어떠한

방사션장해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과학적인 메카니즘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포한 후발적으

로 방사선에 의한 건강피해가 발생환 경우， 그 파해형태의 비특이성으

로 보아 원인물질의 발병에 대한 인과관계 후발중 특히 유전척 영향

에 대한 손해범위의 인정 둥에 곤란한 문제가 존재한다-

한편 원배법은 원자력사업자였던 자가 사업종료 후에도 손해배상책

임올 진다라는 제도를 채태하고 었으나， 손해발생의 원인으로 된 방사

성물질올 누출한 사업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손핵배상책임을 추구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섬충적 연구를 거쳐 피해자

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국경을 념은 원자력손해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경을 넘은 원자력손해에 대한 관

섬이 국제척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국경을 념은‘원자력사고에 대한 국

가깐. 손해배상문제의 적철하고도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었

다.

특히 우리의 주변국가들의 원자력 개발이용 상황을 살펴 보면

φ 중국 : 원전의 상업운전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으며，

￠ 북한 : 완전의 건셜에 -착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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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본 : 대규모 원전건젤의 지속적 추진 및 채처리시철의 본격

가동 풍으로 주변국가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환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자력손혜에 관한 국제조약언 ”파라조약”이나 ‘·비엔나조약”에

가업하고 았지 아니하며， 국체간의 원자력손해에 관환

법제도가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국경올 념은

원자력손해에 대환 기본방향을 열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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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필 액훨



제 6 장 결‘ 론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와 관련한 여러 제도 및 정책의 발달은 평화적

이용의 중대를 위한 원자력 기술이전에 따른 핵확산 위혐의 중가에 대처하

기 위한 공급국의 원자력 수출통채제도 강화의 반복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 원자력 기술이전 구조 하에서， 수업국가가 그들의 기

술이전 및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급국과 동둥한 수준의 원자

력 수출통체제도를 구축하여 원자력 기술이전에 따르는 핵확산 위혐의 중

가를 저지하는 노력올 보여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현재의 국제 수출통제 추세는 범위면에서 이중사용품복을 포함하고 었

고 또한 일부국은 거의 모든 물품을 통제대상으로 삼고 었는 까닭에 원자

력 수출통제제도 도업에 따른 수출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언 수출통제관리체제의 도입 몇 개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략기술무역청보센타(CISTEC)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첨단기술보호위원회(HICOM)를 셜치하고 있는 대만 둥의 경험흘 활

용하는 것이 펼요하다.

NPT 연장문제의 경우 앞으로 2년후인 1995년에는 NPT를 무기한 연장

할 것인가 포는 유가한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본-보고서의 표

3.2에서 분석·평가한 바와 같이 개도국의 입장에 았는 국가들은 유가한 연

장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핵보유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무기한 연장

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장문제의 최종결정을 확언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상기의 추세가 1없5년 회의시까지 지속된다면 그 연장에 대한 결

정은 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수결의 투표로 확정될 것이다. 그러나 최

근 핵보유국들이 핵무기 감축 및 핵실험의 일시적 중지를 발표하고 이행하

고 있어서 무기한 연장올 위한 합의(consensus)도출에 성공할 가능성도 았

다. 아려한 합의 도출은 개도국들이 NPT 발효 이래 꾸준히 주장하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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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초건들이 혜결된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명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올 추진하고 있다. 만일

NPT가 무기한 연장원다면 이 계획의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우리나라가 개도국인 점을 감안하면 유기한 연장올 자지하

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NPT가 원자력의 어용개발‘ 문제만 포함하고 었는 것이 아니고

국제정치·경제·사회적인 문제들올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올 고려

하면 무기한 연장폴 지지하게 될 소지도 있다. 이러환 접틀을 고려하면

우리가 NPT 대웅전략올 수립할 경우 3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는데 본 보

고서에서 평가·분석한 내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선책은 단기간 유기한

연장이며， 차선책은 현행대로 25년간 유기한 연장이 될 것이며 그리고 마

지막으로 무기한 연장이 될 것이다.←특히， NPT가 한 분야만을 취급하는

것어 아니므로 정부의 관련부처 및 각 연구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의

국악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여를 위하여 NPT

대웅을 위한 특별대책반 (Task Force Team)올 구성하여 운영해야 할 것

이다.

북한의 NPT 탈퇴선언은 핵버확산체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한

편 북환은 협상과정에서 경수로‘ 건설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하였다- 북한

은 NPT 탈퇴를 션언환 시기부터 자본주의 국가들파의 경제협력을 염두에

두고 실리위주의 협상을 진행할 의도가 었었으며， 미국은 북한의 폐쇄적

경채체제 및 대북제재의 한계에 따라 경협올 통한 조건부 지원책을 검토하

였다. 북한의 경수로기술 지원요청은 북한에 대한 IAEA 사찰과 별도의 사

안엄에는 분명하지만， 북환의 개방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아를

지원하는 것아 바람직하다. 다만 북한이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국제

적 차원에서 파감하재 대용하여야 할 것이다. 포한 북한의 핵문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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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핵무장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반

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확장하여 한반도 주변지역의 비핵지대화를 병행 추

진하는 것도 바랍직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자력을 평화척으로만 이용하고 었으며， NPT 가입을

통하여 국제원자력기구악 전면안전조치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둥 핵확산

위험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핵섭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능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었다. 이와같이 원자력 기술자립 및 원져력의

효과적인 추진과정에서 예견되는 국제적 제약요인에 대한 총체척 사전대비

의 일환으로서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출발점언 파EA에서의 활동올

적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계의 최대기구이며 정부칸

기구인 IAEA에서의 발언권 확대를 위하여 IAEA 최고정책수립기구인 이

사회에 당연직 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IAEA 현장의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당연직 이사국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유리한 현장 재정안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냐라에서는 1969년 1월 24얼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원자력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척은 단 1건도 없었다. 그러

나 최근 원전부지 주변주민들의 방사선피해 주장사례가 점증하고 있고， 원

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의 피해주장 사혜도 제기되고 었다.

따라서 향후 원배법 개정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원자력사업자의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으로 전환

(2) 손해배상조치액의 인상

(3) 장기미량펴폭으로인한 손해

(4) 환경오염의 복구비용

한편 국제원자력기구는 체르노벌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경을 념어 타국

에 가한 원자력손해를 신속하고도 합리적으로 처려하기 위하여 그 동안 비

엔나조약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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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부존자원이 반약한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지속척 개발이용이 절

실한 설정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원자력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지

만，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대벼하여 피해자(내외국인 불문)에 대

한 충분한 배상과 함께 국경올 넘어 타국에 가한 손해를 합리척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랴나라도 비엔나조

약，가입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단계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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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필 액훨



부 록 1 : Revision of Article VI of
the Statute as a whole
Amendment to Article VI
of the Statute Proposed
by the Republic of Korea

펴



쫓필 액훨



부 록 1 : Revision of Article VI of the Statute as' a

whole j Amendment to Article VI of the Statute Proposed

by the Republic of Korea

‘ Replace paragraph A , B, C and D of Article VI of the

Statute· by the following:

’ A. The Board of-Governors shall be' composed as

follows:

t ’1. The outgoing Board of Governors sh려I designate

for membership on the' Board -the nine' members" most

advanced . in “ the' 'design,‘ construction' , and operation

capabilities of nuclear power pI흡nt and‘ iri' the' field of.' nuclear

fuel' 'cycle::‘in J connection with -the: peaGeful uses bf -ndcle찮

energy.

2. -'The outgoing ’Board of" 'Governors shall d쉰signate

for membersliip on the Board th송 f ‘twelve- --member닙 most

adγ흠need， ’ In their- ‘ respective 활eas~ .. 'in -the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capabilities of nuclear' ψower plant

and in the field of nuclear fuel cycle in connection with the

peaceful 'u승es of :nuclear energy includiifg the production of

source materials, [and maintained the transparenc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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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proliferation,] so that the Board shall at 허I times

include in this category

(1) four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Asia,

(2) two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Africa,

(3) two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Latin America,

(4) one representative of the area of Eastern Euro]많，

(5) three representatives of 암Ie area of Western

Europe and others,

3.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elect to

membership of the Board of Governors:

Twenty-one members, with due regard. to

equitable representation on 삐Ie Board as a whole of the

members in the groups of States, so that 앙le Board sh머I at

all times include

(1) fpur representatives of 암le area of Asia,

(2) five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Africa,

(3) five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Latin America,

(4) 상lree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Eastern

Europe,

(5) four representatives of the area of Western Europe

and 0감lers.

No member in this category in anyone term of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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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in the same category for the

following term of office."

B. Replace "sub-paragraph A-I" by "sub-paragraph A-I

and A-2". 하ld "sub-paragraph A -2" by "sub-paragraph

A-3".

C. Replace "sub-paragraph A-I" by "sub-paragraph A-I

and A-2".

D. Replace "sub-paragraph A-2" by "sub-paragraph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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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필 액훨



부 록 2: IAEA와 체결한 완전조치협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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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필 액훨



Situation on 31 December 1992 with respect to the conclusion of sanξguards agreemen양
between the Agency and non-nuclear-weapon States in connection with NPT

Non-nuclear-weapon States whicll.have sign혀， Date of ratification, Sat능'guards agreement with
INFCIRC

ratified, aα-.eded co or su야@앙'ed toNPT accession or succession· the Agency

“) (2) β) (4)

Ali양뼈istan 4 February 1970 In force: 20 Febl1UllY 1978 251
Alb뼈Ja " 12 September 1990
Antigt쩌 and Barbudab 1 November 1981 Signed: I February 1990
Au상ralia 23 January 1973 In force: 10 July 1974 211
Austria 27 June 1969 In force: 23 July 1972 156

Azel빼때 22 September 1992
Bahamas “ 10 July 1973
Bahrain 5 November 1988 '
Bangladesh 27 September 1979 In force: 11 June 1982 301
Barbados 21 February 1980 -I

BeJglωn 2 May 1975 In force: 21 February 19n 193
BeliZe

- ‘.
9 Augusl 1985 Sign，려: 13 Augusl 1992

Benin
". ,I ’. ‘ 3 J October 1972

Bhutan 23 May 1985 In force' 24 October 1989 371
Bolivia b 26 May 1970 SIgned: 23 August 1974

B。αt양swana 28 Apnl 1969
Brunei Darussalam 25 March 1985 In force: 4 November 1987 , _ 365 ‘
Bulgaria 5 September 1969 In force: 29 February 1972 178
Burlcina Faso 3 March 1970
Burundi 19 March 1971

Cambodia ‘ ’ 2 June 1972
Cameroon <'- 8 January 1’‘S9 . ‘ Signed: 21 May 1992

Canada 81an뼈y 1969 In force: 21 February 1912 164
CaPe Vel녕t 24 October 1979
Central Aliπ양n R~p~blic ， 25 October 1970

,‘

Child 10Maπ'II 1971 .. ’·

Colombia 8 April 1986
Congo 23 October 1978 _
Costa Ricab 3 March 1970 In force: 22 NovemlJer 1979 278
C6te d ’'[vain: 6 March 1973 In force: 8 September 1983 309

Cyprus 10 February .J970 In force: 26 JBDuaJγ 1973 189
Czechoslovwa 221비iy 1969 In force: 3 March 1972 173
Democratic People ’sR다)ub/ic of,Korea .' 12 December 1985 In force: JO April 1992 403·
DenrmukC J January J969 In force: 21 Febn쩌1γ 1977 193
Dominica , • 10 August 1984

Dominican Republicb 24 July 1971 In force: 11 October 1973 201 ’

Ecuadorb 7 March 1969 In force: 10 March 1975 231
Egypt 26 Febn뼈ry 1981 In force: 30 JIωJe 1982 302 ’

El Salvadorb 11 July 1972 In force: 22 April J975 232
Eq뼈tonal Guinea J November 1984 Approved by the Board, June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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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CIRC
safe탱쩌떠s agreement with

the Agency
βj

Table (cont.)

Date of ratification.
accession or succession·

α)

Non-nuclear-weapon SUItes whIch have SIgn혀，

ratified. aα:eded to or succeeded to NPr
(1) (4)

Estoma
Ethiopu.
Fiji
F띠없xl

Gabon

찌**
*%

Approved by the Be훌rd. Feb.l992
In force: 2 December 1977
In force: 22 Man:IJ 1973
In force: 9 F늠뻐빼ry 1972
Sip회: J December 1979

31 JBlJUJJ1'Y 1992
5 February 19πI

14 July 1972
5 February 1969

19 February 1974

?…m
낌m

In foπ:e: 8 A앵lISt 1918
In foπe: 21 February 1977
In force: 17 February 1975
AαlCSSlOO: 17 December 198/

12 May 1915

2 May I‘η5

5 May 1970
II M.와dJ 1970
19 August 1974

Gambia
Gem필nyd

G뻐na

Grecc껴~~

Grer훌da

299In force: 1 February 1982

Signed: 6 January 1975
In force: I August 1972

22 Sept야，ber 1970
29 April J985
20 August 1976
1 June 1970

25 February 1971

Guatemala"
Guinea
Gumea-Bissau
Haiti"
Holy see 187

~. 월‘ 235
’짝삼f 174

2J5
283
214

In force: 18 April J975
In fi짜e: 30 March 1972
In force: J60α:al야T 1974
In faπe: 14 July 1980
In force: 15 May 1974

16 h’'ay 1973
27 May 1969
18 July 1969
12 July 1979
2 February 1970

Honduras"
Hungary
lee/al벼

Indonesia
Iran, Islamic Republic of

m
X

쩍

In force: 29 February 1972
In fo~: 21 February 1977
In for'CC: 21 February 1977
In foπlC: 6 November 1978
In force: 2 Dea:1삐ber 1977

29 October 1969
1Jψ 1968
2 May 1975
5 March 1970
8 June 1976

Iraq
Ireland
fUlly
JBlJlBica"
JIIJ훌n

258

390
236

In force: 21 February 197B

In force: 19 Dcc:ember 1990
In force: 14 NovembeT 1975

IIFεbruary 1970
II June 1970
18 April 1985
23 April 1975
11 Novem야'T 1989

Jordan
Kenya
Kiribati
Kala. Republic of
Kuwait

191
199

S양Dt:d: 22 Novemb앙• 1991
In force: 5 March 1913
In force: 12 JU1Jt: 1973

20 February 1970
15 J，띠!r 191O

20May I‘”。
5M밍dJ 1970

26 May 1975

Lao People ’$ Dcmoc잉잉tic Republic
I.e뻐DOlJ ‘

Leso뻐O

Lib앙is

Ubyan Arab Jam빼mya 282…“………m
%
m%

Info.κe: 8 July 1980

In Ii.πce: 4 octo야r 1979
In fon:c: 15 Octal야r 1992
In force: 21 February 1977
In force: 14 JU1Jt: 1973
In force: 3 August I잊~

20 Apr피 1978
23 September 1~1
2 May 1975
8 Octal야r 1970

18 February J986

Uccbtenst，티’n

Utb lJBlJia
Luxembourg
Madagascar
Malawi

182
253

In force: 29 February J972
In faπ:e: 2 OcrobeT J977

387
190

In force: 13 November 1 9S잉

In force: 31 J.없，u밍y J973

5 March 1970
7 Apnl 1970

10 February 1970
6 February 1970

25 ApnJ 1969

MalaysIa
MaldIves
Mali

Ma외I“UIa
Ma뻐uωuri끼rilJ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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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onI.)

Non-nuclear-weapon States which have sIgn려• Date of ratification.
ratified. ace혀'cd to or suc:cec영벼 to NPr accession OT succession-

(1) (2)

Safe양ards agreement WIth
the Agency

(3)

INFCIRC

(4)

Mcxi∞b 21 lanuary 1969 In force: 14 September 1973 197
Mongolia 14 May 1969 In force: 5 S한JU:mber 1972 lBB
Morocco 27 November 1970 In force: lB February 1975 228
Men.뼈bique 4 Sq빼nbcr 1990
Myanmar 2 DeC:CI:뻐t:r 1992

.Namibia 2 october 1992
Nauru 7 JUlII: 1982 In foroe: 13 April 1984 317
Ne，.훌l 5 January 1970 In force: 22 June 1912 186
Netht:rllUJds1 2 May 1975 In force: 21 February 1977 193
New .ze.메'and 10 SeJ짜mbeT 1969 In force: 29 February 1972 185

NiCBl행USb 6 MardJ 1973 In force: 29 December 1976 246
N빼eT 90앤~ober 1992
Ni，양πa 27S빼ember 1968 In force: 29 Febn뻐ry 1988 358
Norway 5 February 1969 In foπe: 1 Marc:h 1912 177
f￥namab 131anuary 1977 Signed : 22 December 198B

f생IpuB New Gumea 25 1.때uary 1982 In force: 13 October 1983 312
Paraguayb 4 February 1970 In foπ'e' 20 M，하'ch 1979 279
Peru‘ 3 March 1970 In foπe: 1 August 1979 273
PhilIppines 5 October 1972 In force: 16 October 1974 216
Poland 12 June 1969 In force: 11 October 1972 179

Ponugal' 15 December 1977 AccessIon: 1 July 1986 193
C뻐tar 3 Aprill989
Romania 4 Febn펴ry 1970 In foπe: 21 October 1972 180
Rwanda 20May 1975
St. Lucia 28 December 1979 In force: 2 February 1990 379

St‘ Vincent 81삐 theGrem펴Illes 6 November 1984 In force: 8 la따My 1992 400
san.빼 17 March 15η5 ‘ In force: 22 1.빼빼ryJ979 268
SaD Marino 10 August 1970 Approved by 빼e Boa1d. Feb.l977
S훌o Tome and PrincIpe 쩌 July 1983
Sal펴'i Arabia 3 october 1988

SCrX뿔I 17 December 1910 In fon:e: 14 Juu윌yJ980 276
혹y빼eUes 12 March 1985
sierra Leone 26Febn파ry 1975 S뀔aecI: 10 Novem야or 1977
Sing옐lOle 10 Man:b 1976 lh force: 18 oct여)CT J971 259
Slovenia 7Ap.퍼 1992

S이'oman 1:외'aDdS 171une 19B1 S양aecI: 28 Marc:IJ 1991
som삐Ia 5Maπ，b 1970
South Africa 10 July 1991 In force: 16 septem야r 199J 394
S뼈in 5 November 1987 Accession: 5 April 1989 193
Sri Lan1CJJ 5M회-ch 1979 In force: 6 August J984 320

Sudan 3I October 1973 In force: 1 January 19n 245
Surinameb 30 June 1976 In force. 2 February 1979 269
Swaziland 11 December 1969 In force' 28 July 1975 227
Sweden 9 Janu.없y 1970 In fo.π:e: 14 Ap꺼'I 1975 234
SWItzerland 9 March 1977 In fol"CC 6 September 1978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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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ont.)

Non-nuclear-weapon Sta‘es whIch have sIgned. Dale of Tal/fical/on,
rallfied. acceded to or succeeded to NPT" accessIOn or successIOn'

(1) (2)

Safeguards agn윷menr WIth
the Agency

(3)

/NFC/RC

(4)

Synan Arab RepublIc 24 September 1969. In force 18 May 1992 -4()7

ThaIland 7 DeCember 1972 In force. 16 May 1974 241'

Togo 26 FebTUBry.,1970-‘ SIgned 29 November 1 잊;I()

Tonga 7 July 19기 Approv，‘얘 by /he Board, Feb 1975
Tnnldad and Tobago 30 October 1986 - In force 4 November 1992 414

TUnisIa 26 February 1970 In force 13 March 1990 381

Turkey 17 Apnl 1980 In force 1 September 1981 295

Tuvalu 19 Janu없y 1979 In force 15 Maπ'h 1991 391

Uganda 20 October 1982
United RepublJc 0’'f Tanzania ’ 7 June 1991 SIgned 26 Augusl 1992

Uruguayb
‘

31 August 1970 In force 17 September 1976 ν 157

Uibek lStan 7 May 1992 . ,

Venezuela b 26 Septem야'r 1975 In force 11 March 1982 300

VIer Nam 14 June 1982 In force 23 February 1990 376 ζ

Yemen. RepublJc of 1 June 1979

YUgO~IlIVI‘j 3 March-1970 ‘ In force 28 December 1973 204

Zaire 4 Augμ'st 1970 ;‘ In force 9 November 1972 183·
Zamblll 15 May 1991
ZImbabwe 26 Septe;mber l99I

a ηIe mformatlOn reproduce영 in columns (I) and (2) was provIded to /he , Agency by depcJSltory Governments of NPT. and an
entry In column (1) d ‘>es not Imply the expressIOn of any opinion on !he part of the Secretariat concernmg the leg에 status of
any country or territory or of ItS au!hontles.‘ or concernIng the de1J1TlJtauon of liS frontIers The Table does nol contam mfonna
tl9n Telatmg to the 뼈rtlclpatlOn of TaIwan. China, in ·NPT.

i ’
b The relevant safeguards agreement r，낭fers to both NP7’ and !he TreI!ty of Tlatelolco

~ The NPT safeguards agreement WIth Denmark (INFCIRCll 76). 'm fory:e since I March 1972. has been replace엉 by the agreement
of5 April 1973 between the non-nuclear-weapon States ofEURATOM. EURATOM and the Agency (/NFCIRCI193) but stIli
applies to the Faroe Islands. Upon Greenland's secessIOn from EURATOM as of 31 January 1985, lhe Agreement between .the
Agenζy and Denmark σNFCIRCIl 76) re-entered into f~ice as to Greenland.

d The NPT safegr.쩌며sagπementof 7. March 1972 concluded.with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INFCIRCI181) is no longer
inψrce WIth effect /TrJm 3•.Oc~o，야'1' 1었I()， on which date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cceded to 야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t

• The application ofAgency safeg뻐us in yreece under !he agreemen~ lNFCIRCI166. provISIonally In force SInce 1 Ma때 1972,
was suspended on 17 December 1981. on whIch date Greece acceded to !he agreement of5 April 1973 σNFCIRCI193)야tween

!he non-nudesr-weapon States of EURATOM, EURATOM and the Agency.

F An agreement had also been co.찌uded In res야'ct of !he 1따!herlands AnfJlJes (INFCIRCI229) ηis agreement ente빼 Into force
on 5 June 1975

’ The NPT safeguards agreement with Portugal (lNFCIRCI272). In force since 14 June 1979. was suspended on I July 1986.
on whIch date Portugal acceded to the agreement between /he non-nuclear-weapon Stales of EURATOM. EURATOM and lbe
Agency of 5 Apnl 1973 (INFCIRCI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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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on 31 December 1992 with respect to the conclusion of
힐w쩔:uards agreemen양 between the Agency and States party to the Treaty of TlateJoJco·

States party to the Date of becomzng a party Sat농~guards agreement lNFCIRC
Treatyof 꺼ate/olc。 to the Treaty of Tlatelolco WI야 the Agency

(1) (2) βj (4)

Antlgl펴 and Barbuda b 11 October 1983 Slgnl피: I February 1990
B뻐lUnas 26 April 19n

r、1

Bar빼dos - 2$ Ap，π11969 ‘:
BoJiv;a b IB Febn뻐ry 1969 Signed: 23 August 1974 3

ColombIa 6 September 1972 In force: 22 December 1982 306

Costa R,ca b
’!.I'D

2$ August 1969 In force: 22 November 1919 2갯“카
Domznican Republic b 14 J lJne 1968 In force' 11 October 1973 201
Ecuador b

‘ II Febn뻐ry 1969 In force: 10 March 1975 2~!r‘u
EI SaJvador b 22 April 196B In fo，πe: 22 April 1975 232 “ 1
Grenada 20 June 1975 t “1

GuatemaJa b 6 Febl1lJU)' 1970 In fo.π'e' 1 February 1982 299
Haw" 23 May 1969 S，gnl성: 6 Jam뼈ry 1975
Honduras" 23 September 1968 In force IB Apnl 1975 235
Jamalca b

26JIωJe 1969 In force 6 November 1978 265
MelClco b , ‘ 20 Sejnember 1967 In force: 14 September 1973 197·

Nicaragua" 24 October 1968 In foπe: 29 December 1976 2‘46
Panama J 11 June 1971 In foπe: 23 March 1984 316
Paragl갱Iy" 19 March 1969 In force: 20 March 1979 279
Peru b 4 March 1969 In force' I Augusl 1979 273
51 Vmeent 강ld the Grenadmes 14 February 1992

Sunname" 10 J IJnC ]977 In force' 2 February ]979 269
TnnJdad and Tobago 27 June 1975 In foπe: 4 November 1992 414
Uruguay" 20 August 1968 In force: 17 September 1976 157
Venezuela" 23 March 1970 In force' 11 March 1982 300

In addition, there are the fo]Jowing safegua벼s agreem때rs wllh States 뼈ny 10 Additional Protocol I to lhe Tiπ~ty:r

NetherlBJ빠Sb In force: 5 June 1975 229
Umted Kin웰'om Approved by the Board, S태에.1잊깅

United States of Amenca In force: 6 Apn1 1989 366

• The mfonnatlon repl며'ua:!cJ in columns (1) and (2) was taken from the πlevanl OPANAL slatus πpol1.

In addIUon to the S.때tes listed In column (1), A명entlna 뼈s sip녕 the Treaty but not ratified it, while Brazil and Chile have
rarified “but have IIOt yet become parties to 야eTJπatyas 때ey have not so 쩌r made the dec.뻐하ion provided for in Article
28 ofthe Treaty. Dominica signed the Treatyon 2 May 1989, BelIZe sign벼 파e Treaη on 14 Febl1lJU)' 1992뼈d St Lucia did
so on 2$ Augusl 1992.

b The πlev.없II safegual녕's agreement refers to both the Treaty of TJate/olco and NPT

~ The applIcation ofsafeguards uooer an agreement with MeJUco in connection WIth the Tn잉Illy of TJate/ol.∞ which entel벼 into
force on 6 September 1968 π'NFCIRC/118) was suspended after the conclusIon ofan agr융ment WIth Mexico in connection삐th

both the Treaty of TlateJoJco 뻐d NPJ" (INFCIRCIl 97).

d An agreement has 외'so been concluded m 1988 puπuanl to both the Treaty of끼'ateloleo빼d NPT; this has not yet entered into
force

r AddltlonaJ Protocol I refers 10 Stares outside Larm Amen갱 which have de Jure or de facro JurisdIction over territories wIlhm
the "mirs of마e grogr.예phleal zone esrab1Jshed in th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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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양 proyiding for safeguards~ other than those in connection with NPT
、 or the Tn잉빠y of Tlatelolco~ approYed by the Board as of 31 D웰'ember 1992

PartY(les)" Entry mto faπe INFCIRCSubject

(WhIle the Agency is a party to each of야e followmg agreements. only the SCJlteβ:) part]’ to 찌'cm is (are) listed.}

(I) Projed 혹훌톨ements

Albama
Argentina

a꺼

ChIle
F패뼈b

Research reactor and fuel therefor
SIemens SUR-lOO
RAEP Reactor
Herald Reactor
FIR-l Reactor
FINN sub-crltJcal assembly
Research reactor and fuel therefor
GRR-I Reactor
AddJllOnal core·load for TRlGA Reactor
Ennched uranium for matenals test

reactor fuel development
Ennched uramum for the fabncation of

ISOtOpe produc“on targets
UTRR Reactor
Fuel for research reactor
JRR-3
TRlGA-Il Reactor
TRlGA·llI Reactor
Siemens SUR·lOO
Laguna Verde Nuclear Power Plant
Fuel for research reactor
PRR Reactor
Booster rc쳐's for KANUPP
Research reactor and fuel therefor
PRR-I Reactor
TRlGA Reactor
Expenmental fuel elements
Coral-I Reactor
Mmiature neutron souπ'e reactor γ “
없찌 ennched uramum

Fuel for re~영πh reactor
Sub-critical assembly
URR Reactor
RV-I Reactor
Fuel for research reactor
TRlGA-II Reactor
Krs1co Nuclear Power Plant
TRIeD Reactor
Fuel for research reactor

Approved by the Board. 11띠Je 1991
13 March 1970
2 December 1964

19 December 1969
30 December 1960
30 July 1963
Approvt녕 by the Bo없'd. Dec.I991

I March 1972
19 De야，mber 1969
Approved by the B따rd. Dec.I992

143
62

131
24
53

.- .
:‘」

Ghana
G~e"

Indonesia"
163
136

‘r

Approved by the B때rd. Dec.I992

Iran. IslamIC Republic of>
Iamalcs"
IapatIb

MalaysIa‘
A’e.lUCO"

10 May 1967
25Ianuary 1984
24 March 1959
22 September 1980
18L농cember 1963
21 December 1971
12 February 1974
2 Qecember 1983
5 March 1962

J7 June 1968
9 May 1978

~B September 1966
30 March 1973

1 July 1983
. 23 Iune 1967
1l!.~ay 1992

””
m
3
mx

E
m
m

쩌”H
M
mm

%
%
mM

m”
짧

MOrocco"
P앓istan

Peru"
Philippines"
Romania"

S쁘in"

Syrian Arab RepubIJc"

대
m

r

쩌，
이

…“gs

빼b

강
*

월

빼
앙
-
뺑랬뼈
빼

ηF
U

ι
m짜cY-
‘

30 September 1986
/1 }.’'ay 1974
24 September 1965

7 November 1975
1 July 19B3
4 "October 1961

14 June 1974
27 June 1962
20 September 1990

””
”“
nw

R
%
”x
n

”ι%

’J
,‘

,‘
,,“

,‘

’
j

zaire"

(ll) UnIlateral submissions

Alb.뼈la ‘

Algeria
All nuclear material and facilIties
NUT research reactor
Es Sal킹n research reactor .
Atucha Power Reactor FacilIty
Nuclear matenal
Embalse Power Reactor FaCIlity

25 March 1988
9 Apnl 1990
2 June 1992
3 October 1972

23 October 1973
6 December 1974

mg

찌
쩨@m-m

…“
Argentm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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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ies)'

ArgentJlJ8 (conI.)

Chile

Cu뼈

Demoα'Su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dia

‘ ι~ ，
• - .

’ ‘Pakistan

Spain

Umted KJngdom
Viet Ham

Table (cont.)

Subject Entry mto force lNFCIRC

EqU1pmem 밍화 nuclear material 22 July 1977 250
Nuclear material, mate，꺼al，

equipment and facllitJt:s 22 July 1977 251
Atucha II Nuclear Power Plant 15 July 1981 294
Heavy water plant 14 October 1981 296
Heavy water 14 Octo야'r 1981 297
Nuclear mater뻐l 8 JI띠[y 1982 303
Nuclear mate.때l 31 December 1974 256
Nuclear matm메 22$악Xαnber 1982 J04
Nuclear mate，짜U 18 September /987 350
Nuclear res양rch re;앓tor and fuel therefor 25 September 1980 298
Nucl잊r power p뻐Jt and nuclear n쩌야뼈l 5 May 1980 281
Zero-power nud앙IT reactor and

fuel therefor 1 October 1983 311
Res혀reh reactor and nuclear material

for th1S I흉α'or
C

20J，삐Iy， 1917 252
Nuclear matenal, material and

facilIties 11 November 1977 260
Nuclear power station 21 September 1988 360
Nuclear matenal 11 Octo야r 1989 314
Nuclear material 2 March 1917 24B
MinIature neutron souπe reactor 10 September'I991 393
Nuclear power reactor Approved by 야e Board.

June 1992
Nuclear malenalc 18 June 1915 221
Vandel10s Nuclear Power PlantC 11 May 19BI 292
Specified nuclear facillties c 11 May 1981 291·
Nuclear material 14 December 1972 115
Research reactor and fu티 the.π'for

c 12 June 1981 293

(ID) AgI옆ments concluded with nudear-we뻐on States on the ba!빠 ot¥，며뻐tary olTers

ChJ/J8 Nuclear malenal in facilities 18 September 1989 369
selected from list'of facillti，앙

proηd혀 by C까'lJJ8

Franc:e Nuclear material in facilities
submllted to 앓fegua퍼s 12 September 1981 290

Russian Federation Nuclear mate，뻐I in facilities
selected from lISt of facilJues
provided by the Russian Federation - 10 June 1985 327

United Kingdom Nucl，앙IT mate.때1 in facilities
desJgnated by the Agency 14 August 1978 ?63

Untted States of Amenca Nuclear material Jn faculties
designated by the Agency 9 December 1980 288

“¥) αber 앨.，-eements

Argenunv'Brazl1
ArgentmalUmted Scates of Amenc8
Austnac/Umted States of Amenca

Signed' 13 December 1991
25 Juν 1969
24 Janus.η， 1970

130
152

• Amended In 1985 to cover specified nuclear faci/ltles. πe amendment entered IDCO force on 8 November 1985
(1NFCIRCI291IMocJ lICo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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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onI.)

f생rty(ies)" Subject Entry mto force INFCIRC

Brazil/Germanyc 26 February 1976 237
BrazIl/United S lJJtes of America 31 October 1968 110
ColombIa/United S lJJles of America 9 December 1970 144
India/Can빼a

C 30 September 1971 211
India/Unitt:d SlJJtes of America 27 Janusη’ 1971 154
Iran. lsi뻐lie RepublIc ofr ‘.’

United States of Ainerica 20 August 1969 127
Isn빠'1United States of AmerIca 4 Apnl1975 249
J~￥쩌nC/Co밍뻐dac 20 June 1966 8$

Japanc/France 22 September 1972 171
Japan/United Kingdom }j October 1968 lV-
Korea. Republic of/Unit，혀 States of Ame꺼ca 5 January 1 9t.댔 111
Koπa. RepublIc of/France , - 22 Septe1llber 1975 233 ,

Pakistan/c없lada t 17 October 1969 135
PaJ:Jstan/France ‘ 18 March 1976 239
Philψrpinesc/UmtedS，때tes of America , 1911피ryl968 120
Portuga1C/Umted States of Amencad 19 July 1969 131
South -A감lea/Umted Stales of America 26July J967 98
South Afnca/France 5 January J977 244
Spain/Germsnyc 29.양l'tember 1982 305
Spain/United States of America , 9 December 1잊56 92
Spain/Canadac 10 February 1977 247
SwedenC/Umted States of America 1 March 1972 165
SwJlzerlandC/Umted States of Arne，π'cad 28 FebJ1J1lry 1972 161
TurkeyC/Umted States of Americad , 5 June 1969 123
VeJreZμ'elac/Umted States of Americad

27M강"ch 1968 122

- " "

(v) The Agency also applIes safeguards under two agreements (INFCIRCI133 없ld lNFCIRC/158) to the nuclear facilities in
T없W뻐• Chma Purs없nl to μIe decISIon adopt，벼 by 야e Bt.갱rd ofGovernors on켜'December 1971 thaI the Government
of the Peop/e's Republtc ofαiJ18 is the 0미ry government which has the nght to rep，π풍nr Chma In the Agency. the rela
!Jons between the Agency and the authorities In Taiwan are !!pn:governmenta1. ，1까e agreements are implemented by the
Agency on thaI 뼈SIS.

、 - 、

“ “

" An entry In 찌IS column does not imply the eJCpress~on ofany opinion wbatsoe.vu on 야e partof야'e Secretsriat concerning 뻐e
legal status of any ∞untη or territory or of its authonties or∞Inceming .the d상imitallon of its fronlleTS ,

b Agency safeguards BTe being applied to the items requiπd to be 앓fegt뻐I녕'ed w념er 바is (th양e) project agreement(s) pursuant
to an agreement In connection with NPT covering the State indicau녕. ‘

C ApplJcation of Agency safeguards ‘UJder t1us agreement has be몽n suspended in the Srate iJ1dicated as the State has ∞'nduded

an agreement In connection with NPT.

d ApplIcation ofAgency앓fegusrdsunder야is agreement has been su，￥»ended in 해e United St8tes ofAmerica in order to comply
with a provIsion of INFCIRCI288.

-'170 -



‘‘r‘. 、
서지청보양식

“수행커관호파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

KAERJIRR~l288 자a

제폭/부체.'
훤자력국제협력정책연구 - NPT연장 대웅전략과 원자력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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