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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제 목

원자력 국제협력 정책연구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제 핵비확산 정셰 및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분

석하여 우리의 원자력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국제 핵비

확산 동향분석，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제도의 분석 I NPT 대웅올 위한 전략

수립， IAEA 동향 파악 및 효과적 이용 방안， 원자력 손해배상에 관한 버

엔나 협약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 등 각 분야별로 분석하고 대

웅전략올 설정하였다.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lAEA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지위 제고 및 선진이사국 진출이 요구되고 있

다. 또한 현채 진행되고 있는 안전조치 강화 및 효과성 증진올 위한 “프로

그랩 93+2"와 원자력 안전협약 및 정치적 현안문제들에 대한 동향올 파악

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NPT의 경우， 조약 발효 후 25년이 경과한 1995년에 조약의 연장올 결

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열린다. 특히 조약 발효 후 평화적 원자력 활동이

핵확산을 이유로 제한 받아온 실정 등을 감안하여， 향후 열릴 연장회의에

적극 대웅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가까운 시일안에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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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되고 있다.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에의 가입에 앞서 한국의 원자

력 수출통제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제도가 다

각적인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력 이중사용 품목의 통제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에의 영향올 분석하여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국경올 넘어 주변국가에까지 피해를 pl 쳤기 때문

에 이를 계기로 국제원자력가구는 지난 1990년부터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국제협약의 하나인 벼엔나협약의 개정작업올 추진하여 왔다. 이에 관하여

그동안 4개안이 제안되어 각각 그 내용이 검토되었으나 아직 어느 안도 확

정된 것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그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1993년 10월 러시아의 동해 방사성폐기물 투기를 계기로 해양투기를 체

한하는 런던협약이 국내외 관심올 끌게 되었다. 특히 3면이 해양으로 둘러

쌓여 있는 우리 나라의 지리적 환경 및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해양투기

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국체적 움직임에 눔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는 해양투기를 금지하고자 하는 런던협약의 내용올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국제 핵비확산 동향파악， NPT 연장회의 대웅전

략， IAEA 동향파악， 완자력 수출통제제도 대웅， 그리고 체르노벌 사고이후

그 문제점이 심각하게 부각된 원자력 손해배상제도와 방사성 폐기물의 해

양투기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NPT 대웅전략올 위하여 먼저 국제 핵비확산 동향올 분석하였는 바， 여

기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는 포팔적 핵실험금지조약 (CTBT: Compre

hensive Test Ban Treaty)의 협상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핵무기급 분열성물

질 생산금지 조약(Cut-off Treaty)의 최근 동향， 국제 플루토늄 관리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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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Plutonium Management)의 설립 진행상황， 이라크 및 북한

의 핵개발 의혹으로 강화되기 시작한 IAEA안전조치 강화 프로그랩， 미국

의 Pu 정책 동애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IAEA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lAEA가 당면하고 있는 최고 난제인 재원

조달 현황과 현안인 안전조치 강화 및 효과성 증진올 위한 “프로그램

93+2" 그리고 서명올 위해 개방된 원자력 안전협약 동에 대한 동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았는 핵물질 불법거래와 정치

적 현안인 이스라앨과 남아공 문제 퉁올 검토하였다.

포한 조약 발효 어후의 NPT 이행명가， 조약의 연장 형태를 분석/평가

하였으며， 조약의 연장에 영향올 미치는 당사국들의 정책분석 및 NPT 본

회의를 위한 제 3차 준비위원회의 주요 사항올 분석하였다. 이러한 조사분

석올 바탕으로하여 우리의 대웅방안파 전략올 셜정하였다.

원자력 수출통체제도에서는 NSG 회원국의 원자력 수출통제 실태를 종

합분석하여 국내제도 구축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올 채시하였다. 특히 채

수출에 관한 미국의 제도를 심충 분석하였다. 이중사용 품목올 통제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산업에의 영향이 분석되었다.

원자력 손해배상의 경우， 비엔나협약의 개정작업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

는 원자력사업자의 배상한도를 어느 정도까지 인상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이 금액에 상웅하는 배상조치외 이행수단올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하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제시된 4개안의 주요내용올 겁토하였다.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런던협약에서는 해양오염의 원

인 및 해양투기물질의 종류를 검토한 후 런던협약의 성립배겸올 조사하였

다. 그리고 런던협약에 있어서 해양투기의 규제목적， 정의규정， 규제방식

및 해양투기의 예외적 허용에 관한 사항올 초사하였다. 아울러 런던협약

부속서 개정올 위한 제16차 및 처1117차 체약국회의 및 간담회의 결과를 기

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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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활용에 대한 건의

1995년에는 NPT를 무기한， 유기한， 또는 일련의 유거한들로 연장할 것

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비똥맹 그룹 및 개도국의 입장에 있는 국가들은

CTBT, Cut-off Treaty 의 조기체결， NSA보장， 원자력의 평화이용 증진올

주장하며 무기한 연장에 반대하고 았으며， 서방 선진국 그룹은 세계 평화

와 안전올 위하여 무기한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각 당사

국들의 입장올 분석한 결과 비동맹 그룹 및 개도국들이 전체 당사국의 2/3

올 차지하고 있어서 무기한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버동맹 그룹

과 선진그룹의 타협점인 일련의 유기한플로 결정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올 추진하고 있다. 만일

NPT가 무기한 연장된다면 이 계획의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원차력 핵심기술에 관한 한 개도국인 점올

감안하면 무기한 보다는 일련의 유기한들 연장에 지지하는 것이 바랍직 하

다.

그러나 NPT가 원자력의 이용개발 문채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정치·경제·사회적인 문제들올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관련부처 및

각 연구기관의 의견올 종합하여 우리의 국익올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올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CTBT 동 핵보유 당사국들올 구속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도 NPT자체가 불평등하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

는 상황에서는 무조건/무기한 연장은 피해야 한다.

파EA에서 장기적으로 국가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정규예산 분담율올 현

재의 0.4% 수준에서 1%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선진이사국 진출의 중간 전

략으로 남아공의 지위검토와 시기를 같이 하여 우리나라의 진출올 위한 노

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조치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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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프로그램 93+2"에 지속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NSG 회원국의 수출통제 시행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수출통

제 제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었다. NSG 가업에 따른 국내 수출통제제도

의 재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들은 크게 법률 수준과 시행령 수준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법률 조향으로 NSG 둥 비

확산 수출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비확산 수출통제 근

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향후 관련 법률의 개정시에 미국과 같이 “대외정책

및 대외적으로 공표한 국제적인 의무의 충족올 위한 수출통제 시행”과 같

은 문구를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에서는

통제품목과 허가규정의 두가지 측면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

로 전망된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경험올 통하여 어떤 국가의 원자력시설에서 원자

력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 펴해는 국경올 넘어 주변국가에까지 미칠 가능

성이 있음이 확언되었다. 다만 동북아지역에서는 체르노빌과 같은 원자력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만일의 사태가 발생될 경우도 가정하

여 그 대웅방안을 검토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즉 외국의 사례 및 국제사

회의 동향올 고려할 경우 구체적으로는 국내 원자력손해배상법상 원자력사

업자의 배상조치한도액을 현행 60억원에서 상당금액(약 300억원)까지 인상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동해에 방사성 폐기물 투기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지역적 이해를

같이하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퉁이 참여하는 r통해해양투기 규

제를 위한 지역협정(가칭 )J 의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상호정보교환， 재정지

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올 협의하가 위한 지역협력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며， 러시아의 재정지원 요청이 있올 경우를 대비하여 지원여부 및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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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Nuclear Foreign Policy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The overall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IAEA status,

the international nuclear export control system, and the non-proliferation

circumstances to establish national strategies for the NPT extension

and to analyze and establish counter measurements for the Vienna

Convention as an international nuclear liability scheme and London

Convention as the protection measures of sea dumping.

In terms of the importance of internaitonal cooperation which has

been emphasized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it is necessary for the

status of our country to be promoted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or our country to become an advanced member of the

IAEA Board of Gov많nors. Additionally, efforts for review and analysis

should be consistently made on issues such as measures on the

improving of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afeguards system,

nuclear safety convention, and political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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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as decided to take part in an international nuclear export

control system in the near future. Korea will establish a national

nuclear export control system before participating in an int많nation려

nuclear export control system. Therefore, those systems of advanced

countries should be reviewed in various as맺c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effects on industry in which dual-use purpose

items are controlled.

In the case of the NPT, an important conference will be convened in

1995 to decide whether the treaty should be extended unlimitedly, period

or periods. Those typical terms should be reviewed 25 years after the

treaty has entered into force. Especially after entering into force of

Treaty, it is necessary to reflect upon our positions on the next NPT

conference considering the fact that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have been restricted under the veil of NPT. Therefore, counter

strategies for the NPT extension problem should be established.

In 1990 the lAEA carried out the amendment work of the Vienna

Convention which was one of the international nuclear liability

conventions because the Chemobyl accident resulted in much damage to

the neighbouring countries. At that time four proposals in the

amendments of the Vienna Convention were suggested and studied as

provisional agenda, but none of those have yet been adop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e trends of those amendments.

V111



As a turning point, with Russia ’s nuclear sea dumping into the East

Sea in October 1993, the London Convention was highly published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circles. Since our country is a peninsula,

nuclear sea dumping should be considered. Concerning international

trends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contents of the London

Convention.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study is composed mainly of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the NPT extension, IAEA Status, the circumstances

of nuclear export control system, and the Vienna convention & 1ρndon

conventIOn.

The recent circumstances of Cut-off Treaty and CTBT which

largely could effect on the NPT conference in 1995 have been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s of !PM and plutonium utilization have 머so been

analyzed. And NPT implementation, the type of Treaty extension, the

policies of parties to the NPT, and the third sessio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1995 conference of the parties have been reviewed in

this study.

On the basis of those analyses, we established counter measures and

strategies on the NPT extension conference. After reviewing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of NSG members, we suggested the

factors which should be involved in the nuclear export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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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u.S. systems on retransferring were intensively reviewed. And

the effects on industry in which dual-use purpose items are controlled

have been analyzed.

In connection with the challenges coped with by the IAEA, several

agenda have been reviewed and analyzed: the financing status of the

Agency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the program 93+2

for the strengthening of effectiveness and improving of efficiency in the

safeguards system; nuclear safety convention opened for signature;

illicit trafficking of nuclear material; political issues on Israel and South

Africa.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amendment work of the Vienna

Convention are to increase the limit of nuclear enterpriser' s liability

and to determine how to establish financial protection correspondent to

the amount of nuclear enterpriser' s liability. Therefore we studied the

major contents of four proposals which were suggested.

In the case of the London Convention, the causes of maritime

pollution and the kinds of sea dumping material were investigated.

After those investigations we recommended details of regulatory

purpose, definitions, regulatory system and exceptional permit of sea

dumping. Also the results of the 16th and 17th Contracting P랴ties ’

Conferences and meetings were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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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In 1995, NPT parties will decide whether the treaty could be

extended unlimitedly, period or periods. Non-aligned movements and

developing countries required the prompt conclusions of CTBT and

Cut-off Treaty, negative security assurance, and the promotion of

peaceful nuclear uses which were preconditions on indefInite extension

of NPT. Whereas, advanced countries support indefinite extension of

NPT for world peace 없ld security.

According to the analyses of NPT p따ty policy, it is anticipated that

indefinite extension could be difficult because the members of

non-aligned and developing countries occupy 2/3 of those of NPT

parties. However, NPT extension could result in period extension by the

compromising between two groups. If the NPT is extended indefinitelY,

there are certain obstacles in those R&D projects of Korea.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Korea should support the periods extension of

NPT.

Even though the CTBT could curb the nuclear weapon states, NPT

is discriminate and the future of intematioanl situations are uncert퍼n.

So unconditionally indefinite extension should be avoided. The optimized

positions for the national benefit should be chosen through a

composition of suggestions from govermental authorities and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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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members of the Nuclear Supplier’s Group have established and

a managed nuclear export control system.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nuclear export control system which resulted in the

participation of Korea in NSG, the requirements could be categorized by

act level and regulation level. In the aspect of the level of acts the

current provisions of act could meet NSG's control level. However, in

order to set up the foundation of nuclear export control in the levels of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ammend the restriction provisions of the

export of goods and technology such as in the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fulfil its declared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order to upgrade the status of our count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long tenn, the scale of regular budget to our country

should be increased from the current level of 0.4 percent to 1 percent.

Furthennore, in view of the strategy at an intermediate stage for

becoming a permanent member of the Board of Governors, consistent

efforts in making the best use of the discussion on "South Mrica’s

position in the IAEA" should be made. In addition, concrning the

strengthening of a safeguards system, it is necessary to participate and

support the program 93+2.

Concerning the Chernobyl accident, we found that transboundary

damages might have occurred when a nuclear accident happened in

nuclear facilities. Although there is no possibility of nuclear accident

like the Chernobyl accident in the north-east Asian area,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untermeasures. Therefore, the limit of financial protection

xu



of the nuclear enterpriser in the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should be increased from the present 6 billion to 30 billion Won taking

into account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order to prevent a recurrence of nuclear dumping into the East

S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Territorial Convention for Regulation

of Sea Dumping into the East Sea(provisionaD J in which Korea, China,

Russia, Japan and North Korea take part as contracting parties.

Especially l a territorial cooperation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for discussion of mutual exchange of information, financi외 aid and any

other necessary items. Furthermore, we should decide the possibility

and scale of aid if Russia requests financial aid from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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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미래학자들외 전방에 의하면 21세기에 인류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대체로 인구문제， 식량문제， 에너지문제， 환경문제 둥올 들고 있다. 한편 현

대의 문명발달은 인류의 복지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반면 심각한

공해문제 내지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국

제동향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서 원차력이 재평

가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의 평화척 이용이 핵무기 개발로 전용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규채 제도들어 있다. 이러한 제도들의 근깐은 핵무

기비확산조약(NPT)이며， 1995년 4월에는 NPT 연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

제회의가 유앤 본부에서 개최된다. 또한 원자력사고는 체르노벌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 당

사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가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고에 대비한 원자

력 손해배상제도와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주변 해양의 오염문

제가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올 포함하는 국제 원자력정세의 분석과 각 사안에

대한 대비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국가의 대외정책에 적절히 반영하여 원자

력 대외정책올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주요관심이 되고 있는 핵비확

산 동향분석 1 lAEA 동향， NPT 연장문제， 원자력수출통제문제， 그리고 원

자력 손해배상체도와 핵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과 각

분야별 대용방향 또는 전략올 셜정하여 제시하였다.

최근의 국제 핵비확산 정세는 급변하고 었다. 이는 주로 NPT를 무기한



연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CTBT 빛 Cut-off Treaty의 체결 협상， !PM

설립， 핵실험의 일시적 중지，Pu의 이용금지 풍의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및 조약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NPT 연장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

제원자력계의 최대 부대인 파EA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지위를 제고시키고

선진이사국 진출올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 선진국으로

발톨음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뻐EA의 정책수립 기구이며， 실질적으로 최고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은 1980년대 말

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총회 빛 이사회와 비공식작업단에서 우리나라가

당연직 이사국으로 진출하여야 한다는 의견올 피력한 것은 1990년대 들어

서 구소련;의 붕괴와 동구권의 변화와 더불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상임이사국틀의 현장 개청 반대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틀의 현장 개

정 필요성 주장이 대립되어 개정작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대웅전략의 모색을 통하여 헌장개

청 또는 중단기적으로 당연칙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전조치 강화 및 효과성 중진옳 위한 “프로

그랩 93+2"와 원자력 안전협약 및 정치적 현안문제들에 대한 동향올 파악

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1993년에 시착하여

1995년 핵비확산조약의 평가/연장회의 전까지 2년간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지어진 “프로그램 93+2"는 안전조치 강화 및 비용효과성 중진올 위하

여 7개 과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영향은 안전조치

강화 측면에서 새로운 장올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여후 원전사고시 국경을 초월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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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향올 고려하고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올 각국이 공감

하면서 1991년 8월 원자력정책 관계자 회의를 기점으로 원자력 안전협약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1년 12월 원자력 안전협약 셜청회의 및 7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협약 초안의 작성에 대한 합의도출과 1994년 6월 외

교회의뜰 통하여 협약문이 확정되었다. 현재 원자력 안전협약은 각국의

서명올 위해 개방되어 었다.

1981년 IAEA 안전조치 적용올 받고 있펀 이라크의 연구용원자로에 대

한 이스라앨의 무력공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문제와， 인종차별과 핵무기

제조 움직임으로 언하여 제재가 시작된 남아공 문제는 10여년이 경과되면

서 해결되거나 새로운 양상올 보이고 있다.

NPT 연장분제의 경우， NPT 발효 후 그 이행을 평가하고 조약의 연장

형태(무기한， 유기한， 일련의 유기한들)에 따른 영향올 분석 평가하였다. 또

한 조약의 연장에 영향올 미치는 각 요인에 대해서 분석/평가하였으며， 당

사국 그룹별로 조약의 연장에 대한 입장올 종합 분석하여 조약의 연창올

전망하였다. 이러한 객관적인 분석올 수행한 후에 조약의 연장이 우리나라

의 연구개발에 미칠 영향올 분석하여 향후 대용 방향의 기본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NPT는 원자력 이용개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국제청치·겸제·

사회척인 문제틀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얽혀있는 조약이므로 정부의 관계

부처간 유가적인 협조체제와 대웅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기술자립 노력의 결과로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공급능력올 갖추

게 되었다. 선진 원자력 공급국들은 이미 수년전 부터 한국의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제도 가입올 권유하고 있다. 한국은 원자력 공급능력올 보유하게

됨에 따라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용하고자 하는 기본

입장을 정하였으며， 가까운 시일안에 비확산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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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고 있다. 포한 한국은 국제 수출통체에 대한 적극적인 대웅의 일환

으로 COCOM 해체후에 새로이 발족할 신COCOM 체제에 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

용 입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들의 지침과 통제 품목이 국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986년 구소련에서 발생된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경험을 통하여 볼 때

만일 어떤 국가의 원자력시설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 피해는

국경을 념어 주변국가에까지 미철 가농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동북

아지역에서는 체르노빌과 같은 원자력사고가 발생할 가농성은 거의 없으나

만얼의 사태가 발생될 경우도 가정하여 그 대웅방안올 검토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비엔

나협약올 중심으로 국경을 념을 원자력손해의 국가간 배상문제를 검토하고

자 한다.

해양환경은 인류의 생폰에 대단히 소중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해양환

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사람틀

은 바다의 자청농력과 재생농력올 무한하다고 여겨 산업폐기물 뽕만 아니

라， 심지어 방사성폐기물조차 해양투기함으로써 해양을 오염시키고 인류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온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국제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해

양환경올 보존하기 위하여 1972년 r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 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 이하 “ 런던협

약”이라 한다)J을 성립시켰으며 이 협약에는 727~ 국(1994년·10월 현재)

이 가입하고 있다.

특히 1993년 10월 러시아가 동해에 방사성폐기물올 투기함으써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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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해당사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해양투기에 대한

판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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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창 국제 핵 비확산 동향

1995년 4월 뉴욕에서 핵무기비확산초약 (NPT)올 무기한Gndefmitely)

연장할 것인지 또는 유기한으로 한 거간(period)만 연장할 것인지 또는 일

련의 유기한 기간들(periods)에 대하여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회의가

개최된다. 따라서 이번 NPT회의는 과거 25년동안 해오던 NPT 평가회의

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NPT연장회의는 그 연장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역적

인 문제와 세계의 공통적인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 연장회의에 반영 되느냐에 따라 연장형태가 달

라질 것이다.

기존의 핵무기보유국 이외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적인 노력은 현재 많온 난관(이라크， 북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동의 핵개

발 문제)에 직면하고 았지만 중요한 것은 NPT의 성공적인 연장이다. NPT

연장은 조약 제 10조 2항에 따라 1995년에 169개국 이상의 당사국이 다수

결 투표로 결정하게 되어있다.

NPT가 1970년에 조약으로서 체결되고 169개국이 당사국이 된 이유는，

핵무기 보유국 증가에 대한 폭넓은 규법이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은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우려에 있었다. NPT가 협상될 당시인 1960년대

중반에는 영국， 중국， 프랑스， 구 소련， 미국 동 5개국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핵무기국이었으며， 그 당시 미국의 전문가들은 10년 이내에 추가로 10 여

개의 국가가 핵무기 개발능력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및 항공

기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NPT의 기본적인 목적은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무기를 깨발하지 않으면

그 이웃나라와 적대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울 것이라는 상호 보층올

제공하는 비확산 규범을 설정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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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는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무기 보유를 당분간 민정하는 한편 핵무기

비보유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며 핵무기보유국과

비보유국간의 타협으로 성립된 것으로써 그 협상 요소는 다음 3개의 사항

이다.

(1) 핵무기 비보유국은 핵무기틀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률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보증으로써 핵무기 비보유국의 모든 원자력 활동에 국제 안

전조치를 받아들이며， 또한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를 어떠한 국가나 집단

에게도 이전하지 않는다고 동의하였다.

(2) 핵무기 보유국은 조속한 시일내에 핵무기 경쟁올 중지하고 핵군축

올 위한 효과적인 수단에 대해 협상하기로 동의하였다.

(3) 핵무기보유국과 비보유국은 특히 핵무기 비보유국 영토내에서의 원

자력 평화적이용에 대해 협력하며， 국제적 안전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면 핵

무기 비보유국에게 핵물질이나 장비를 제공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상기의 3개 요소 가운데 NPT가 발효된 후 25년 동안 성공적으

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이라크가 핵무기를 개발 중에 있었음이 발각되었

고 북한은 조약상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핵군축의

경우 START-It II가 체결되었으나 그 이행이 계획대로 진행될지가 의문으

로 남아있으며， 이러한 군축조약의 체결도 NPT이행으로서가 아니라 구소

련의 붕피로 인한 국제정치적인 고려에서 출발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

다. 최근들어 핵무기급 분열성물질의 생산올 중지하기 위한 조약(Cut-off

Treaty)의 체결이 논의되고 있으며， 지하핵실험올 포함한 모든 핵실험을

중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의 체결이 논의되고 있다.

평화이용 분야에 있어서도 핵확산올 이유로 원자력 협력이 활발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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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던 것이 사실이며 특히 NPT발효 이후 각종 원자력 관련 국제회의의

개최 및 제도의 구축에 있어서도 주로 핵비확산을 위한 통체에 초점이 두

어져 왔던 것이다.

따라서 1995년 NPT연장회의에서 성공적으로 조약올 연장시키기 위하

여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만일 NPT가 성공적으로 연장되지 못한다면 I 1960년 중반 당시 인정된

핵무기보유국 이외에 새로운 핵무기보유국이 추가되는 것올 방지하기 위한

세계적 규범올 제공하는 유일한 조약으로 평가되고 있는 NPT가 심각한

타격올 받게된다.

또한 세계적인 전면안전조치 제도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며， 원자력 국

제교역시 원자력공급국에서 이전하는 모든 핵물질 및 장비에 대해 IAEA

의 안전조치 적용올 규정하는 기반을 잃게 되고， 핵군축을 위한 효과적 수

단에 대해 협의하도록 요구하는 기반올 잃게 된다.

이상의 상황올 고려하면 NPT의 연장은 크재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

는 세계 평화와 안전올 위하여 NPT를 무기한으로 연장하여야 한다는 주

장과 다른 하나는 NPT가 발효된 후 그 이행평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으므로 유기한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1995년 NPT 평가/연장회의에서는 양 진영의 의견대립이 첨예하

게 대립될 전망이며 핵무기비보유 조약당사국들은 핵무기 보유국들에게 다

음의 사항에 대해 약속올 받아낼 협상 지렛대를 가지게 될 것이다.1)

-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성 불질의 제조 중지

- 1995년까지 핵무기보유국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핵실험 중지

- 핵무기의 추가비축 금지

- 핵무기 비보유국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핵무기 보유국의

강력한 보증(NSA)의 제공과 핵무기 비보유국야 핵공격올 받올 경우 핵무

1)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1, No.2, Winter, 1994. pp. 52-60.

-9-



기보유국의 원조(PSA) ’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올 위한 국제협력 중진

NPT연장에 대한 당사국플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NPT의 연장에는 동의

하고 있으나 조약의 불평등성，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군축에 대한 불성실한

자세， NPT비당사국들의 원자력 프로그램 추진에 별 어려움이 없는 점， 핵

무기 불사용의 비보장 풍의 이유로 비동맹 그룹올 비롯한 일부의 개발도상

국풀이 무기한 연장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며， 핵무기 보유국 및 원자력

선진국들은 세계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하여 무기한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비동맹‘ 그룹 및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올 인식한 핵보유국올 중심으로한

원자력 션1친국들은 조약의 무기한 연장올 위하여 일부 요구사항올 이행하

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의 이행 움직임은 주로 핵군축에 관

계된 분야로서， 1995년의 NPT연장회의시 단기간의 연장을 저지하려는 의

도로 해석되며，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핵무기급 분열성물질 생산금지조약(Cut-off Treaty), 국제 플루토늄관리

(IPM)가 있으며， NPT체제의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는 IAEA 안전조치

체제강화， 원자력 수출통체제도 강화 및 미국의 Pu정책의 추진올 들 수 있

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의 최근 동향올 분석하였다.

제 1 철 천면핵질혐금지조약(CTBT)

전면핵실험금지조약은 핵군축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의제다. 1950년대

중반에는 핵무거의 성능 향상 방지와 대기권에서의 핵실험으로 인한 대기

오염올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당시까지 핵무기를 보유

하지 않고 있던 프랑스와 중국의 핵무기 개발 의도를 저지하거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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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도 인식되었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까지의 CTBT협상은 구

소련， 영국， 미국의 핵실험 일시중지와 이들 3국의 핵무기급 분열성 물질

및 핵탄두의 생산중지， 그리고 핵군축 사도의 관점에서 협상이 이루어 졌

다. 이러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1963년에 모스크바에서 부분핵실험금지조약

(PTBT: Paπial Test Ban Treaty)에 이들 3개국이 서명한 것 이외는 진

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핵실험올 지하로 한정하는 PTBT의 체결로 방사

농 물질이 타국의 국경올 넘지 않도록 했다， 1960년대 말 NP1、조문이 완성

될 때 NPT조문에 핵실험올 중지하고， 핵무기의 제조를 중지하며 모든 핵

무기를 제거하는 내용의 문안이 NPT전문(Preamble) 에 삽입되었다. 또한

NPT 제 6조에는 핵군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에 대해서 조속히 협상하도

록 규정되어 있다.

1977년 미국， 영국， 러시아가 CTBT에 대해서 협상올 다시 시작하였으

나， 1980년에 중단되어 1992년까지 재개되지 않았다，2) 최근들어 이 분제는

제네바 꾼축회의 (CD : Conference on Disarmament)~ 의제로 상정되어

협의되고 있으며 1994년 9월 현재 조약의 초안이 작성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단기간내에 CTBT가 굽진전올 보게 된것은 1995년 NPT연장문제

에 큰 영향올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CTBT는 NPT발효이후 4차례에 걸친

평가회의 개최시마다 주요의제로 상정되었으며， 비동맹그룹을 비롯한 개발

도상국들은 CTBT의 체결올 NPT의 무기한 연장에 대한 요구조건 중억

하나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CTBT의 체결은 1995년 NPT회의 전까지 끝마철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몇개월 남지않은 NPT 연장회의에 시기적으로 어렵고 중국이 1996년까지

계획한 핵실험올 계속 추진할 방침이어서 조기 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된다.

2) Danyl Howlett & John Simpson, (edsJ, Nuclear Non-Proliferation : A
Reference Ilandbook, Longman Current Affairs, 1992, PP.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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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작성된 초약의 초안은 크게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조약의무이행 및 체재， 분쟁해결， 조약이행기구의 특권과 연제， 서명， 1비준

및 기탁처 등의 내용올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로 일반적이며， 행정적인 사

항올 포함하고 있다. 1부는 협상이 진전되어 어느정도 합의에 도달한 상태

이다.3)

2부는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현재에도 협상중에 있는 사

항으로서， 균젠랜잘의 범위， 조약이행기구의 설립， 조약의 평가， 검증 문제

를 다루고 있으며 검증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국제 탐지체

제악 설립 및 운영， 현장사찰에 관련된 제반문제， 강제사찰실시 문체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국제탐지체제에서 주로 논의의 대상오로 되고 있는 탐

지체제는 지진파 탐지 대기중 방사능 핵종탑지， 초저음파 탐지체제 등이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라한 탐지체제의 설치문제에 있어서도 2중탑

지체제의 설치 문제가 검토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조약 초안의 내용종에서 문제가 되논 부분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규제대상범위

당사국은 여하환(때와 장소[대기권 외가권， 수중， 공해상] 불문) 상황에

서의 핵실험도 금지해야 하나 지하핵실험올 따로 분리하여 정의하고 있으

며， 평화적 핵실험올 금지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핵보유국들이 노력鍵

있다.

。 이사국 구성

이사국 수는 41 또는 65개국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선진이

사국의 선출과 윤번이사국 선출 둥올 위한 규정이 기존의 IAEA이사국 선

3) A Comprehensive Test Ban : Disappointing Progress, Acronym SO아det， No

3, Septembe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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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규정올 그대로 원용하려 하고 있다. 현재 IAEA이사회 및 총회에서 이사

국선출에 관한 규정인 lAEA현장 채6조의 개정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

올 고려할 때 조약 초안에 제시되어 있는 이사국 선출기준은 앞으로 논란

올 일으킬 소지가 있다.

。 검증업무의 주무기판

CTBT사무국이 설치될 경우 검증업무의 주무기관으로서 사무국이 담당

할 것인지 또는 사무국이 lAEA와 협정올 체결하여 검증업무를 퍼EA에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IAEA가 검중업무룰 수행하게 되면 사무국

올 독립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게 되며 사무국이 검증업무를 수행할 경

우 기술상의 문제가 대두된다.

O 존속기간

조약의 효력올 무기한 또는 유기한으로 존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유기한 존속될 경우， 핵무기보유국들이 CTBT의 체결올 NPT 무기

한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올 감안 할 때 NPT가 무기한 연장

되고 CTBT가 효력올 잃게 되면 핵설험이 포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으

며， 무기한 존속되고 CTBT에 평화적 핵실험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될 경

우， 핵무기 보유국들어 평화적 목적이라는 명목하에 핵실험올 계속할 가능

성이 있으므로， 핵보유국들의 조약의무 이행올 증진시키기 위한 보장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현장 강제사찰

각 회원국과 사무국이 의심되는 국가에 대한 강제사찰올 이사회에 요청

하는 조항으로서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애게 강제사찰올 빈번하게 요구

할 경우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현장 강제사찰의 실시를 위한 당

H



사국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등에서 문제가 남아있다.

제 2 철 핵무기급 분열성물질 생잔금지 조약

(Cut-off Treaty)4)

Cut-off Treaty 체결 문제는 CTBT와 합께 1963년도에 핵무기급 분열

성 불질의 생산올 금지하는 내용으로 처음 논의되었다. 어후 1993년 9월

27일 유엔에서 클린련 대통령이 핵무기용 Pu (그리고 lIEU)의 생산 또는

안전조치밖에서의 추가생산 금지， 분리된 형태로의 pu과잉축적 억제 등올

선언하였다. 이에따라 1993년 10월 19일 Thomas Graham 미군비통제군촉

국장 대 al (Acting Director of the ACDA)가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Cut-off Treaty의 체결올 제의하였다.

1993년 12월 16일 제48차 유엔총회에서 Cut-off Treaty협상관련 결의안

이 채택(AlRES/48/75L)되었으며， 1994년 2월 1일 제네바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nnament)에서 담당 Special Coordinator.로 GeT외d

Shannon 주제네바 카나다 대사를 임명하였다.

1994년 7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된 CD 제3차 회기에서 조약의

협상올 CD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며， 특별위원회를 설립하는데 합의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규제대상 범위에 대해서 핵무기제조 물질의 생산

(Production)뿐만 아니라 축적 (Accumulation) 및 처분(Disposi다on)올 모두

-----=-:--‘
포함시커자는 비동맹그룹의 주장과 1993. 12. 16의 유엔 총회 결의안에서와

같이 우선 생산만 금지시키자는 서구， 동구그룹의 입장이 엇갈려 합의도출----- '" . "
에 실패하였으며， 그 이후 진전사항은 없다.

Cut-off Treaty가 체결되면 NPT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판

4) Cut-off Treaty: A Non-Discriminatory, Multilateral, and Internationally and
Effectively Verifiable Treaty Banning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for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14-



단되며， 궁극적으로는 추가의 핵무기 제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사용후 핵연료내의 Pu은 핵무기제조

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Cut-off Treaty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

나 !PM (International Plutαlium Management) 회의 에서 원전용 사용후 핵

연료도 !PM의 대상으로 하려는 움직임여 있으브로 pu분리자체를 금지할

가농성도 있다.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 연구로 둥에서 20%이상 90%까지의 농축우라늄

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자로의 가동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 RERTR(Reduced Enriched Uranium for Research and Test

Reactor)이다.5)

r또한-Ci표걷If\Treaty에서 통제하려는 것이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Pu과 REU의 생산윷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 물질의 경우 핵무

기급과 비핵무기급으로 구분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 애매하고， !PM에서

민간용 원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내의 Pu도 관리의 대상으로

포함하려 하고 있으므로 향후 대상범위에서 기술적인 문제의 논란이 예상

된다.

이 조약이 발효될 경우 기존의 NPT당사국만이 참여하면 조약의 의미가

반감되므로 주요 문제국가(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라크， 북한)들올 참

여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에 었으며 조약의 검증올 위하여 선진국들은 강

제적 포괄검증체제의 도입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lAEA의

기능올 확장한 확장검증체제 도입안도 검토중에 있다. Cut-off Treaty도

비동맹 그룹에서 NPT 무기한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1995

5) 종래의 연구용 원자로는 고농축 우라늄올 사용해 왔다. 연구로의 목적과 특성

상 연구용 원자로 크기가 작아야 하며， 중성자 조사연구， 물성연구에는 고중성

자속(High Neutron Flux) 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이 이

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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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NPT회의 전까지 조약의 체결올 완료할 예정으로 조약체결을 추진하였

으나I NPT회의 개최시까지 체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생산 금지는 NPT의 불

평풍성올 해소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이러한 물질들의 생산중지는 핵

무기와 종말을 말하는 것이며， 핵무기급 분열성물질 재고가 부족한 나라들

의 핵무겨 개발을 방지하는데 이러한 금지책들은 크케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러시아의 Tomsk, Krasnoyarsk, 그리고 Moscow에 있

는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의 철폐를 위해 노력하고 었으며， 이들 세 지역

에서 생산되었던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데 양자가 동의하

였다. 또한 두나라는 핵무기를 위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올 중단하였으며，

미국은 1988년부터 군사용 플루토늄생산올 중지하고 있다.6)

제 3 철 플루토늄 국제관리 (IPM)7)

이 체제는 그 대상으로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서 분리·회수된 모든 플루

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및 핵무겨 해체로 발생되고 비군사적으로 취급되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으로 하고 있다. !PM의 목적은 해당 물질의 소

채와 사용계획올 파악하고 이것올 국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대상 핵물질에

관계되는 평화이용 활동의 투명성올 제고하는 동시에， 대상 핵물질이 적절

하게 관리되는 것올 국제척으로 확인함에 있다. 그러나 1994년 9월 개최된

비공식 회의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연소된 사용후 핵연료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여 핵무기에 이용될수 있는 모든 핵물질올 관리의 대

상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야 있다.

6) Tom Zamora Collina, NPT: Little Time, Hight Stakes, ISIS Report,

September, 1994.
7) IPM: International Plutonium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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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제는 플루토늄 퉁의 핵무기 전용올 갑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즉， 민감물질의 핵무기 전용올 감시하는 역할은 퍼EA의 안전조치가 담당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체제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의도는 크게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입장은 민감물질 이

용의 투명성올 높이고 궁극적으로 신뢰 구축올 달성하기 위하여는 민감물

질의 재고를 낮추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플루토늄 및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올 제한·감소·혜기하려고 하는 것이 기

본입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일본 프랑스 영국 퉁은 민감물질

이용의 투명성올 향상시키고 신뢰구축올 통해 민감물질의 평화적 이용올

증진하자는데 있다.

참가국은 민감물질올 이 관리체제에 풍록올 하게 되며， 국제간의 재처

리 위탁 둥에 따라 소퓨국이 다른 민감불질에 대한 둥록은 소유국이 소재

국의 협력올 얻어 실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았다.

풍록된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원자로에 장전된 시점에서， 고농축 우라늄

에 대해서는 저농축 우라늄 수준으로 되는 시점에 등록에서 해제하는 것이

다. 이러한 물질의 사용은 참가국이 자국의 플루토늄 둥의 평화적인 사용

계획올 미리 제출하여 이용하며 동록된 플루토늄 중 일정 기간내에 사용

할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잉여 플루토늄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저장관리 시설에서의 잉여 플루토늄 둥의 인출은 소유국으로 부터 인출

청구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이때 인출사유가 미리 제시된 사용계획의 법위

내에 있고 또한 Pu이용 장기 계획에 의거하여 일정기간내에 사용될 경우

에는 자동적으로 인출하도록 하는 것올 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로 하고 있

다.

!PM 회의는 1994년 2월까지 3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다.2차회의 때는

5개 핵무기 보유국과 일본 독일이 참가하였고 3차 회의에논 2차회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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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추가하여 벨기에와 스위스가 참가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참가국의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2차 회의시얘는 참가국올 NSG(Nuclear

Suppliers Group) 회원국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토의하였으나 결

론짓지 못하였다. 2차 회의시 며국과 일본의 입장은 참가국의 범위를 핵보

유국 및 플루토늄올 사용하는 7개국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프

랑스와 영국은 NSG 회원국까지 확대하는 방안올 제시하였다.

미국은 플루토늄의 사용올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정책이므로 참가

국을 제한하는 입장이며， 일본온 !PM올 통해 플루토늄의 이용올 높이자는

목적올 가지고 있요면서 참가국올 제한하는 입장은 일본만의 플루토늄 이

용 증진올 꾀하자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의 입장은 NSG회원국올 3차회의 부터 포함하자고

주장하였는 바， 이는 투명성 있는 국제관리하에서 플루토늄의 민간활용올

장려하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과 부합된다.

1994년 6월 4일 개최된 제4차 비공식 회의에서 일본온 IPM회원국올

NPT당사국으로 확장하자는 안올 제시하여 향후 그에 참여할 수 있는 대

상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978년에 미국은 핵바확산법올 발효시켰다. 이 법의 발효로 원자력 개

발도상국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미국은 국제핵연료주기평가회의(INFCE)를

개최하였다. 당시 INFCE의 개최목적은 핵확산올 방지하는 동시에 평화이

용올 장려하거 위한 방안올 찾는 것이었다. 이 때 검토 내용중 하나가 잉

여 플루토늄올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었으나 몇 차

례의 회의후에 결론없이 끝나고 말았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루

토늄 국제관리도 1995년 NPT 딴장올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민간용 플루토늄의 재고량이 많아졌고， 핵군축에 따라 발생되

는 플루토늄 및 고농축 우라늄의 양아 추가될 것이며， 핵비확산 투명성올

강조하는 국제적인 분위가 조성됨에 따라 !PM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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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철 IAEA안전조치 최근 현황 및 전망

1. 안전조치 현황

안전조치 체제는 보고되지 않은 시설이나 안전조치하에 두지 않은 시설

에서 핵무기급 물질올 은밀히 생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비확

산 보증체제로 간주될 수는 없다. 이러한 사례는 이라크와 북한의 경우에

서 볼 수 었다.

이라크의 경우는 lAEA에 보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농축시설올 가동하고

있었으며， 북한은 방사화학 실험실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플루토늄올 추

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한 국가가 평화적인 원자

력 활동올 통하여 핵무기에 필요한 핵물질올 보유하고 았다가 안전조치 체

제로 부터 벗어나 단기간 내에 핵무기로 전용할 이론적인 가능성이 었다.

따라서 안전조치 관계자들은 안전조치의 기본적인 원칙올 심각하게 재

고하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 9월 파EA사무총장은 파EA이사회에서 안전

조치체제는 의심가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3개의 분야 즉，

안전조치관련 정보의 추가접근， 관련 지역의 비제한적 접근， 그리고 UN안

보리와 같은 국제사회에 의한 강한 지원 동의 분야에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1992년 이사회에서 고려된 안전조치 강화내용중 가장 중

요한 것은 특별사찰(special inspection) 올 수행할 권한올 IAEA가 갖도록

명시하는 내용올 포함하고 았다. 또 다른 강화내용으로는 시설의 건설시작

및 시설의 가동수명 연장시에 설계정보의 조기제공 빛 겹증의 필요성올 포

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조치 강화내용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선언된 시설내에서의

비선언 핵활동에 대한 핵물질 계량 및 봉인/감시 수단의 이행올 위한 기본

적인 진전이 이루어 질 것이다. 핵불질， 특정장비 및 비햄불질의 수출입에

관한 lAEA에 대한 보고는 안전초치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얻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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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안전조치 강화내용을 기봉 골격으로 1993년 4월 SAGSI

(S않nding Advisory Group on Safeguards Implementation) 가 안전조치 체

제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신고된 시

설에서와 미신고 활동의 유무와 미신고 사설의 유무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

해 기존의 lAEA안전조치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SAGSI가 권고한 내용중 환경감시기술의 이용은 선언된 시설이나 시설

로부터 떨어진 장소에서 물， 토양， 생물로부터 극소량의 샘플(lO-15g)의 화

학적 및 동위원소적 분석을 통하여 핵활동올 평가하는 방법으로 은밀한 활

동올 탑지할 수 있올 것이다.

퍼EA는 또한 안전조치의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현재 진행중인 핵군

축 협의에 따라 해체되는 핵무기에서 추출되는 혜물질에 대한 안전조치와

더불어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한 핵분열성물질 생산금지회의 (fissile

material production cut-off convention)가 타결되어 조약으로 발효될 경우

이에 대한 검증체제로서 IAEA의 안전조치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조치는 평화적 원자력활동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는데 lAEA설립 이전의 핵무기 개발금지 의무는 공급국과

수령국간의 원자력 쌍무협정에 의하여 부과되었다. 이 쌍무협정은 이전되

는 품목이 합의된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로의 전용올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국의 사찰권한 보유를 포함하는 것

으로 최초의 안전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협정들은 결접

올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협정들이 효과성과 범위(예를 들면 어떤 협정

은 강한 사찰권한올 포함한 반면 그렇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원칙만올 규

정)에서 상당히 다르며 또 하냐는 협정의 쌍무적 특정 때문에 공급국과 수

령국 사이에 제공되는 보증이 국체 사회에 의해 인식되지 못한 점이다. 이

러한 가운데 핵물질올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직의 설립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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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싹트기 시작하여 1953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주창에 의해 IAEA

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퍼EA가 설립되고난 후부터는 이러한 사찰업무

가 안전조치업무로서 IAEA에 이관되어 실시되어 왔으며 이는 퍼EA와 당

사국간의 안전조치 이관협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2. 안전조치체제의 강화

안전조치 적용이 핵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올 해온 것흘 사실이지만

핵확산문제에서 절대적 수단은 되지 못한다. 안전조치 자체만으로는 핵확

산올 방지할 수 없고， 단지 당사국이 비확산 공약올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지를 보여줄 뿐이다.

또한 안전초치는 핵확산의 탐지와 억제률 위한-기술적인 수단이며， 핵 .

무기룰 개발하려는 국가에 대한 정치적인 동기와 기회를 감소시킬 따륨이

다. 이러한 안전조치가 한 국가의 원자력활동에 적용됨으로써 평화적으로

만 사용하고 았다는 사실을 인접국가나 세계에 보증하게 된다 안전초치를

위반하거나 북한의 경우처렵 안전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IAEA는

전용이 얼어나지 않았다고 보증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유땐 안보리에 통보.

하면 국제평화와 유지를 위하여 유엔안보리는 집단적이며 세계척인 제재조

치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파EA는 정치적 및

기술적인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여 왔으며， 이의 한 수단이 안전조치 체제

의 기술개발이다. 이러한 기술개발은 원자력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계속 진

보되어 왔고 또한 앞으로도 더욱 진보될 전망이다.

1991년 이라크의 핵무기개발 프로그랩 방학으로 파EA는 안전조치체계

에서의 투명성올 증진시키고， IAEA사무국으로 관련 정보의 유통올 증진시

키고， 미신고 핵시설에 접근 가능성올 증진시키고자 노력중이다. 이와 관련

하여 지금까지 취해온 주요 수단은 전면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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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해 일반사찰에 추가하여 의심가는 미신고활통에 대해 특별사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뻐EA의 권한올 재확인하고 핵시설의 설계정보를 시설

건설시부터 파EA에 조기에 제공토록함으로써 안전조치의 적용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전면보고제도 (U띠versal Reporting System)를

설정하여 핵물질의 수출입， 재고파악은 물론 민감 원자력 장비 및 원자력

공정에 사용되는 비핵물질의 수출입도 lAEA에 보고토록 요구하고 있는데

1993년 2월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송인되었다.

이러한 제도률 채택하게된 배경은 전세계의 원자력 이통상황올 전체적

으로 파악하고 검중(Cross-Checking) 하여 핵확산올 저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미신고시설에 대해 사찰올 실시하는 것은 퍼EA가 국제경찰거

구로 전환하게 되므로 정치적， 법적， 기술적， 경제적 문제를 검토한 후 시

행하자는 일부 국가의 의견이 있었다.

뻐EA안전조치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SAGSI회의에서는 소위

“93+2프로그랩”이라는 작업을 수행중에 있다. 이 프로그램은 ‘93년에 시작

하여 2년동안 즉 ’95년 NPT평가/연장회의 전까지 추진한다는 돗에서 93+2

로 명명되었으며 그 결과는 NPT회의시 채택될 예정이다.

제 5 철 미국의 플루토늄 정책

미국의 플루토늄 이용에 대한 정책은 원자력시대 초기의 낙관적 입장에

서 카터 정부의 플루토늄 이용 반대 정책의 비판적 입장에 이르기까지 시

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여 왔다. 현재 미국은 원자력 발전능력이

전무한 국가에서， 특히 정치적 불안정 국가나 지역에서의 민간용 플루토늄

이용에 반대하지만 일부 서방의 고도 원자력 기술 보유 국가에서의 플루토

늄 이용은 묵인하는 정책올 견지하고 있다. 또한 자국내 상업용 원전 연료

의 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1988년 이후 무가용 플루토늄 생산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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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다.

1.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

클린턴행정부의 플루토늄 정책은 기본적으로 레이건-부시 행정부의 플

루토늄 이용국가의 차별화 정책올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의 핵무

기 목적으로의 플루토늄(고놓축우라늄 포함) 생산 중단 러시아의 플루토늄

안전성 향상 그리고 벼우기급 플루토늄의 국제적 안전조치하의 갑시 동에

대한 국제적 협약의 초안 작성올 통하여 국제적으로 플루토늄올 관리하려

는 정책올 취하고 있다.

1993년 9월 27일 UN에서 클린턴은 다음과 같은 3원칙올 제시하고 었

다.

첫째， 핵비확산에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동시에 핵비확산올 타국

과의 종합적인 외교관계의 일부로서의 위치를 부여한다.

둘째， 미국의 국내 경채력올 높이고 외국의 민주화와 국제적 안정올 촉

진하기 위하여 핵비확산의 조건올 충족시키는 국가와는 무역과 기술의 교

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셋째， 효과적인 핵비확산 정책의 실시와 함께 핵비확산·경제목표의 통합

올 촉진하기 위하여 며국내 의회， 행정부， 산업계 및 일반 국민 뿐만 아니

라 각국간의 의견 수렴올 확립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로 핵무기용 핵물질의 관리 강화 분야로써 핵무기용

플루토늄 (그리고 고농축우라늄 포함)의 안전조치 밖에서의 추가 생산금지，

분리 형태로의 플루토늄 초과 축척 억제 둥을 선언하였다. 새로운 정책에

는 민간 부문의 플루토늄 사용올 금지하지는 않지만， 특정(민갑)국가에서의

플루토늄 사용 반대정책 유지를 천명하였다.

둘째로 수출관리 분야로 미국내 수출관리 정책과 국제 관리 규제의 조

정올 도모하고 미국의 안전보장 확보에 필수적인 것 만올 남기고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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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한다.

셋째로 미사일 확산 분야로 미사일 기술 규제 체제의 추진과 확대를 지

원한다.

넷째로 화학·생물 무기분야로 생물무기 국제조약 위반올 방지하기 위해

시설과 활동의 투명성올 높이는 방법올 촉진한다.

다섯째로 지역별 핵비확산의 우선순위 부여 분야로 긴장이 높은 지역에

서 핵무기 획득에 대한 동기가 없도록 노력올 기울인다.

여섯째로 기타 군사 및 안전보장올 위한 정보분석에서 대량살상 무기

및 미사일 확산 문제에 더 많은 비중올 둔다.

이 정책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동맹국들내의 인정된 민간용 플루토늄과

다른 국가들의 위험한 플루토늄간의 차이를 구분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올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플루토늄 정책은 안전조치하의 잉여 플루토늄에 대한 저장 및

해체 핵무기로부터 발생하는 잉여 플루토늄 저장 계획을 지지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적인 플루토늄 저장소 설립도 지지하고 있다.

2. 의회의 플루토늄 정책

미국 핵비확산법 (NNPA : Nuclear Non-Proliferation Act)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핵폭발장치와 체초능력의 확산올 “미국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올 가할수 있는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미의회는， 대통령이 원자력

수출의 관리 강화 재처리 그리고 저장이 효율적인 국제적 협력과 감시체

제하의 시설에서 수행되도록 보중하고， 플루토늄올 포함한 민감물질의 단

기갇 저장이 국제적인 도움과 감시하에 있는 시설내에 있도록 보증하기 위

해， 다른 국가 포는 국가연합체(예를 들어 EURATOM) 와 협정올 맺도록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것올 규정하고 있다. 포한

적절한 물리적 방호조치가 국가간 모든 원자력 협력 활동에 척용되어야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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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수핵물질의 적정량에 대한 국제 운반에 대해서도 적용올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내 군사척 활동내의 모든 플루토늄은 쩌l외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 핵비확산법이 미국내 민간 플루토늄올 금지하지는 않지만 외국 플루

토늄 계획에 대하여 미국 원천(US-origin) 물질과 기술의 이용에 대한 “실

시 약정의 체결”올 요구하도록 하여 미국의 참여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들 사후 수출통제는 미국으로부터 수출된 핵연료의 채처리에 대하여 미

국에 동의권을 부여하고 았으나 미국 동의권의 운용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

다.

현재 미의회에서 고려하고 있는 플루토늄 처리/처분올 위한 정책의 대

안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각 대안이 선정될 경우 미국이 취

할수 있는 정책 사항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8)

가. 전세계적 플루토늄 이용 반대

이 안의 장점은 플루토늄의 핵무기 제조 및 환경 문제 발생의 위험올

감소시킬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잠재적 에너지원으로서의 개발 포기 및 플

루토늄 이용올 선호하는 미국 우방국들과의 갈동 야가 둥올 뜰 수 있다.

이 안이 채택될 경우 미국은 국내적 추진 사항으로서 분리된 플루토늄

의 개인 소유 금지 및 국가 차원의 소유， 사용후핵연료로부터의 플루토늄

회수관련 개인 권한의 금지 및 재처리 공장의 개인척 소유 금지， 플루토늄

생산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인적 개발 금지 등을 들수 있다.

국외적 추진방안으로는 외국에서의 플루토늄의 생산， 이용， 운송에 대한

외교적 활동 추진， 산업 및 군수 목적의 플루토늄 생산 및 이용의 전세계

적 중단 및 현존 플루토늄의 폐기를 위한 협약 설립 발기， 국제적 안전조

8) Zachary S. Davis & Warren H. Donnelly, U.S. Plutonium Policy, CRS Issue
Brief, Jun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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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에서의 플루토늄의 저장 · 관리를 위한 협상， 플루토늄 처분 기술개발

지원 풍의 수행올 들수 있다.

나. 선택적인 플루토늄 이용 반대

이 안의 장점으로는 특정시점에서 특정 국가에 대해 미국의 판단에 의

해 특정국가의 플루토늄 이용의 허용 혹은 반대의 최대 유연성올 유지할수

있다는 점여며 단점으로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많은 개발도상국이 차별성

올 제기할 수 있다.

이 안이 채택될 경우 국내적 추진방안요로는 플루토늄에 대한 장기 계

획에 입각하여 중요 시설 및 인력 유지 퉁올 포함한 DOE 연구개발 지속，

미국의 새로운 플루토늄 재처리는 허용하지 않지만 외국의 미국 원천 사용

후핵연료의 채처리논 계속 허용， 플루토늄연소로의 개발올 포함하는 플루

토늄 처분 방법의 선택， 해채 핵무기로부터 생성된 플루토늄올 플루토늄

연료주기의 지속적 개발을 위해 플루토늄 양도， 뻐EA와 협력 및 관리하에

서 정부시설내 저장 등올 들 수 었다.

국외적 추진방안으로는 레어건과 부시행정부의 재처리 및 플루토늄 연

료에 대한 대외 정책 유지，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 중단에 대한 협약 발

의， 재처리와 플루토눔 연료제조 공장에 대한 lAEA의 안전조치 강화와 자

금 지원 둥의 외교적 활동 수행 해양올 통한 국제적 플루토늄 운송에 요

구되는 안보적 차원하에서의 국제 협약 추진， 당장 필요한 에너지 생산을

위한 양 이외에 초과 플루토늄 저장 반대 및 핵연료주기에 대한 검증 강

화， 미국 및 러시아의 해체 핵무기로부터의 플루토늄올 IAEA안전조치 하

의 정부 시설내 저장 및 잉여 플루토늄에 대한 국제 저장소 설립 풍올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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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용 플루토늄 이용 증진

이 안의 장점은 에너지원으로의 연구/개발 중진 및 핵연료 자원의 효율

적 어용 퉁이며 단점으로는 핵확산 및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의 증가다.

이 안야 선택될 경우， 국내적 추진방안으로는 DOE의 플루토늄 연구개

발 증가 및 사용후핵연료의 상업용 재처리의 지원， 상업용 원전에서의

MOX 연료의 사용올 포함한 플루토늄 이용 기술에 대한 DOE 주관 원자

로 개발， 건설， 운영， 해체 핵탄두로부터 파생된 플루토늄의 산업용 원전에

사용， 잉여 플루토늄 처리를 위한 연소로 제작 및 플루토늄 연료 주가에

관한 기술 개발 동올 들수 있다.

국외적 추진방안으로는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의 플루토늄 연료

이용 관련 외국 정책 자지， 플루토늄의 민칸 이용 확대를 위한 IAEA 안전

조치와 국제적 플루토늄 저장과 같은 국제적 조치들에 대비， 해체 핵무기

로부터 파생된 플루토늄의 산업척 이용 강화， 핵비확산제도에 역행하는 국

가들올 채재할수 있는 국제 기구를 UN 안전보장 이사회내에 설립 둥올

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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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IAEA 주요 동향

IAEA는 그 헌장에 명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평화적 목적올 위한 원자

력의 개발 빛 이용올 원조하고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방지를 목척으로 설립

되어 그 역할올 수행해오고 었다.

IAEA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최대 난제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정규예산이 9년째 zero real-growth 원칙에 따라 동결상태로 운영되

고 있으며 또한 매년 분담금 미납사태의 발생에 따라 사업의 효율척 추진

여 어려워지게 되어 비용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와 예산의 긴축운영이

필요불가결하게 되었다. 기구 기능의 2대 지주라 할 수 있는 안전조치 사

찰의 원활한 이행과 기술협력사업을 통한 수원국에의 지원활동이 사찰대상

시설의 급격한 증가 및 사찰업무량의 확대， 그리고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증가된 기술수원올 충족시키거 위한 기구 재원의 확보가 이를 따라주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규모 및 우리나라의 분담금올 살펴보면， 1995년 정규예산에 대한

회원국 분담급 규모는 2억 l천만 달러 (US$)， 1996년 정규예산은 2억 2천

만 달러로 확정되었으며 1995년도 우리나라의 분담액은 91만 8천 달러이

다. 1995년 세출예산 내역중 안전조치분야가 34.2%를 점유하고 있으며， 행

정지원분야가 37.2%, 농업·의학·산업 풍에의 원자력 이용분야가 13%, 원자

력발전·핵연료주기 및 방사성폐기불관리분야가 7.5% , 원자력 안전 및 방사

선 방호사업이 5.2% 기타분야가 2.9%를 점유하고 있다.

향후 국제무대인 퍼EA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 활통에 대한 투명

성 및 신뢰성 채고와 lAEA 사무국에 우리나라 인사의 진출확대 및 IAEA

이사회에 상임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초적인 작업으로 정규예산 분담금을

현재의 0.4% 수준에서 1%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한편， 1995년도 기술지원협력자금(TACF) 목표액은 6천 150만 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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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되었고， 우리나라에 대한 분담요청액은 총 목표금액악 0.7%인 43만 달

러였으나， 서약액은 분담요청액의 60%인 26만 달러이다.

한편， “북한 안전조치협정 이행상황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라는 의제로

상정된 북한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54개국이 공동으로 결의안올 제안

하였고， 프랑스의 제안설명과 중국의 호명투표 요청에 따라 찬성 76, 반대

l(리비아)， 기권 10으로 채택되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AEA 사무총장 및 사무국의 대북 안전조치협정 이행올 위한 부단한

노력을 강력 지지하고，

- 유엔 안보리에서 요구하는 북한내 사찰활동 노력올 지속하고 있는

사무국의 노력올 치하하며，

- 북한의 안전조치협정 불이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 북한에 대해 IAEA 안전조치협정 이행의 전면 조기 수용과 모든 정보

및 장소를 퍼EA에 제공토록 촉구하며，

- 제39차 총회에 본 의제가 포함되도록 결정한다.

35개국으로 구성되는 IAEA 이사회는 매년 6월 이사회에서 지명되는 1

년 임기의 13개 당연직 이사국과 총회에서 선출되는 22개국의 지역선출 이

사국으로 구성된다. 1994년 6월 이사회는 1994년 총회 폐막일 이후부터

1995년 총회 폐막일 까지의 임기로 지명되는 당연직 이사국에 핵무기보유

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및 중국과 원자력기술이 가장 선진한 독

일파 카나다， 서유럽 6개국중 매년 돌아가며 선출되는 이사국에 핀란드， 선

원물질 생산국 개념으로 선출된 호주， 지역선진 이사국 개념으로 선출된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 등을 지명하였다. 그리고 매년 11개국씩 총회에

서 선출되는 지역선출 이사국에는 브라질， 우루과이， 핵시코， 스페인， 터키，

솔로바키아， 모로코， 가냐， 알제리， 파키스탄， 태국 등이 선출되었다.

본 장에서는 1994년 IAEA 총회에서 논의된 많은 의체들 중 199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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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강화 및 효과성 증진올 위하여 사무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

그램 93+2"와 총회기간 중 서명올 위해 개방된 원자력 안전협약， 최근 논

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핵물질 불법거래，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된 국제 방

사성폐기물 관리， 그리고 정치적 현안인 이스라옐 및 남아꽁 문제와 여들

국가와 관련된 지역 비핵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94년 9월 19일 부

터 23일 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재38차 총회의 개요는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제 1 절 안전조치 시스댐 강화

1993년에 시작하여 1995년 NPT 평가/연장회의 전까지 2년간 추진한다

는 의미에서 명명된 “프로그램 93+2"는 1993년 부터 안전조치의 강화 및

비용 효과성 중진을 위하여 IAEA 사무국이 수행하고 았다.

1. “프로그램 93+2"의 배경

“프로그램 93+2"의 배경올 살펴보면， 1990년 NPT 검토회의 이후 IAEA

이사회에서 안전조치의 강화를 촉구하였고， 1993년 4월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략 SAGSI는 안전조치의 비용 효과성올 제고하기 위한 권고사항올 보고

하였으며， 이 권고사항은 1993년 6월 이사회에 보고되었다. 동 이사회는

SAGSI가 권고한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1993년 12월 이사회에

제출토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사무국은 1993년 12월 이

사회에 안전조치 개발 프로그램 즉 “프로그램 93+2"를 소개·보고하였으며，

현재 이사회가 개최될 때마다 그 진척상황올 사무국이 보고하고 있다.

1993년 11월에 시작된 “프로그램 93+2"는 안전조치 수행과정에서 지출

되는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이고 더욱 강화된 안전조치 체제의 대안 개발올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 목표로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 분석， 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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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물질 및 장비의 수출입에 대한 정보 분석， 핵물질의 수출입 및 생산에

대한 정보 분석，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분석과 환경감시 기술의 사용에 대

한 기술적， 법적， 재정척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프로그램 93+2"의 적용분야 및 핵심요소

“프로그램 93+2"는 SAGSI(Standing Advisory Group on Safeguards

Implementation)에서 고려한 새로운 안전조치 강화방안， 안전조치 사찰방

법의 효율성 증진 효과적야고 효율적인 새로운 안전조치 수행절차와 기법，

비용측변 및 안전조치의 효과성 측면에서 대체 가능한 방법의 모색 둥올

그 범위로 하고 있다. 파EA에 신고된 시설은 불론이고 미신고 시설 및

활동 그 자체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본 프로그램은 대체방안 채택과정

에서 비용측면에서의 절감 미신고 원자력시설 탐지눔력 증대， 국가 안전조

치체제와의 협력올 통한 안전조치 효과성 및 효율성 중진， 안전조치 관련

정보 수집， 처리， 분석의 효율성 증진， 대체 안전조치 방안올 수행할 사찰

관의 눔력배양 가능성 여부 둥의 기준올 고려하고 있다.

“프로그램 93+2"의 핵심은 파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올 체결한 국가에

서 발생가능한 미신고작업의 방지를 위한 대책올 모색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도출이다. 이를 위하여 3개 발생가능 위치를 중심으로 고려하

고 있다.

첫째로， 기신고 시설내부에 대한 탐지로서， 농축공장의 경우 고농축우라

늄 생산탐지를 위하여 통고하지 않고 사찰올 수행하는 방식인 LFUA

(Limited Frequency Unanounced Access)사찰올 적극 활용하는 것과 함께

정기적인 설계정보검증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둘째로， 기신고 시설의 인접 주변지역에 대한 감시 및 탐지방법으로 환
•- ---- > •-

경감시 기법올 적용하게 되는데， 재천뢰즈k설의I효연손--및 저휠소-플루토늄

의 구분방법과， 농축시설에서의 고농축 및 저농축 우라늄 구분방법 동올

-32-



통한 탐지방안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셋째로， 당사국내 기신고 시설로 부터 거리가 먼곳에 위치한 시설에 환

경감시 기법올 활용하거나 지표수·퇴적물 동의 시료채취 및 분석올 통하여

당지하는 방안아 고려되고 있다.

3. “프로그램 93+2"의 주요 내용9)

“프로그램 93+2"의 내용은 7개 과제로 크게 구분되며， 현재 60여명이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중에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제 l은 경비 민감도 평가(Assessment of Cost Sensitivity) 작업으로

안전조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술적 요소(적시 탐지시간， 유의량

(significant quantity), 탐지확률(probabilities of dete다ion))간의 상관관계

및 민감도 분석올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3년와 경우 직접사찰로 소요된

비용은 2천 8백만 달러이며， 사찰지원업무로 1천 5백 8섭만 달러 및 기타

사찰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1천 5백 8십만 달러가 소요되어 총 5천 9백 2십

만 달러가 지출되었다. 민감도분석 결과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둥

u띠πadiated 띠reet-use materi외에 대한 적시 탐지시간올 현재의 l개월에

서 2개월로 늘릴 경우 약 4-5백만 달러의 절약올 가져오며， 사용후핵연료

에 대한 적시 탐지시간올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경우 약 4백만

달러의 감소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 량올 증가시킬 경우에

는 시료수가 감소하여 사찰비용이 감소하게 되는데， 유의량올 2배로 할 경

우 직접사찰 비용이 약 80만 달러의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었으나 유의량

올 절반으로 줄일 경우 약 40만 달러의 직접사찰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민감도분석 결과 나타났다.

과제 2는 예산절감 방안(Cost Saving Measures)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9) lAEA, Strengthening the effec피veness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safeguards system, GOV/2698, 19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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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기술적 측면에서 신기술 및 장비대체방안 등에 대한 고려를 하고，

행정적 측면에서 지역사무소의 활용을 포함한 인력배치 개선방안올 모색하

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사찰관이 입회하지 않아도 작통되는 기거의 이용으로 사찰인력의

갑소와 시설운영자에 대한 운전방해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는데， 앞으로

적용가능한 방법으로 사용후핵연료 이송검증， MOX 가공시설에서 핵물질

의 수납·저장·수송 검증， 농축공장에서의 공곱 원료 및 생산물 검증， 재처리

공장에서의 탱크 계량 감시 및 시료 채취 등이 고려되고 있는데 이들 방법

이 적용될 경우 연간 약 3백만 달러의 절감효과가 있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현재 적시 탑저의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일반사찰 활동 중 대

부분은 감시장비의 정비 및 교환， 봉인장비의 검증 또는 교환， NDA

(Non-Destructive Analysis) 장비의 자료수집 둥이다. 따라서 국가안전조

치체제 시설운영자 또는 원격 자동송신 기기에 의한 안전조치 관련자료의

전송이 이루어질 경우 사찰량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국가안전조치체

제 시설운영자가 안전조치 자료를 송신하는 경우 IAEA와 국가간에 새로

운 약정이 필요하며， 현재 선호되고 있는 송신방법은 원격자동송신체제이

다. 원격자동송신 및 조종올 위한 기기는 호주와의 협력사업으로 현재 시

험중에 있으며， 추후 비디오 감시기기， bundle counter, core discharge

monitor 및 기타 NDA, CIS (Containment/Surveillance) 기기 등이 포함될

예정이고 이 방식에 의해 연간 약 2백만 달러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올 것

으로 전망된다.

셋째， 현재 파EA는 일본의 동경과 카나다의 토론토에 지역사무소를 운

영하고 있는 바， 이들 지역사무소의 활용올 확대하거나 남미지역， 미국의

북동부지역 또는 기타 적합한 지역에 추가로 지역사무소의 설치를 고려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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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사찰시 LAN(Local Area Network)의 이용 강화방안， 방사선

피폭관련 계측시설올 Seibersdorf 연구소에서 비엔나로의 이전， 해당국가의

화학분석 시쉴의 공동이용， 상용화된 사찰장비의 이용， 시설운영자와의 거

기 공동사용 및 설치비 분담 퉁이 비용절감 가능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과제 2의 활통은 1994년말 종료를 목표로 수행되고 있다.

과제 3은 환경감시 (Environmental Monitoring) 가술의 적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輝걸혼내부엔서의 시펼챈훤 및 근거리 시펀채취 둥올 중심으

로 기술의 활용올 모색하고 있다. 근거리 탐지는 정규사찰의 일부로서 이

행되며 필요할 경우 특별사찰로 수행될 것이다. 그러나 원거리 시편채취

는 현 단계에서 비용과 효율성 둥와 문제로 “프로그랩 93+2"의 사업범위에

서 벗어나 있다. 환경감시 기술은 향후 10-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체계

화하여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환경시료 분석결과가 오도휠

경우 그 영향의 심각성에 따라 보안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시료의 기밀

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현재까지 정식사찰로서 이라크， 남아공 및 북한에 대해 환경감시와 관

련된 신기술이 적용된 바 있으며， 현장시험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20개국

에서 적용된 바 있다.

과제 4는 영향력 강화 및 국가안전조치체채 (SSAC: State Systems of

Accounting for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s)와의 협 력강화

(Strengthening Measures and Coo야ration with SSAC)를 통한 비용 효과

성 증진방안올 모색하는 임무로서 각국의 전반적인 원자력 개발내용의 공

개를 요구하며， 화학무기금지협약과 같이 사찰팀이 환경시료 채취지점올

임의로 선정하고 선정된 지점에 대한 접큰올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동을 포

함하고 있다.

국가안전조치체제와의 협력은 3단계가 고려되고 있다. 첫단계로 국가안

전조치체제에서 가능한 활동이다. 이에는 사찰준비단계에서 국가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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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신고량의 증가에 따른 준비활동올 담당하케

하는 방안이 었다. 또한 불시사찰 수행에 대한 협조 퉁이 고려되고 있다.

두번째 단계는 IAEA 통제하에 공동으로 사찰올 수행하는 방법， 프로그

랩 및 훈련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장비 및 기기의 공동이용， 문제파악 및

해결올 위한 공동 평가협력 등이 고려되고 있다.

마저막 단계로 IAEA 안전조치의 유효성올 유지하면서 사찰량 검소를

위하여 국가안전조치체제의 사찰활동 결과를 고려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

다.

또한 지역간통제거구{Regional System of Accounting and Control}의

설치 가농성이 검토중에 있다.

과제 5는 사찰정보분석(Infonnation Analysis) 임무로서 일반 원자력 자

료 및 사찰자료의 전산화를 추진하며 인공위성 항공사진의 추가적 활용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각국의 원자력활동에 대한 정보

분석 능력의 향상올 도모코자 하고 있다. 사찰과 관련된 설계정보， 환경감

시 자료， 지리정보 둥올 통합한 데이타베이스 전산화 작업이 현재 진행중

이며， 각국별 핵무기 접근방식의 분석을 통하여 사찰자료와 불일치한 사항

올 탐지하는 작업도 과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인공위성 사진 활용시

사진의 검증이 필요하고 특정 국가에의 의존에서 탈펴하는 것이 바랍직한

첫으로 지척되고 있다.

과제 6은 IAEA 사찰요원은 물론이고 각국의 SSAC 사찰관련 요원들을

위하여 새로이 개발될 안전조치 기술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는 임무이다.

안전조치 훈련강화를 위하여 신설될 훈련은 설계정보서 채검토， 국가안전

조치체제와의 협력중진， 환경감시 등의 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며， 국가 원자

력활동에 대한 정보분석 및 안전조치 강화방안에 대한 훈련은 계획중에 있

다. 이 과제의 수행절차 및 방법은 다른 과제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

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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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7은 “프로그램 93+2"의 총괄 관리단계로서 앞서 언급된 6개의 과

제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조치체제 강화 및 효율성 향상방안올 도출하는 것

올 목표로 하고 있다.

4. 최근 동향 및 우리나라 입장

SAGSI는 본 프로그램의 종합적 방안올 1995년 3월에 보고토록 사무국

에 요청하였다. 보고될 종합적 안전조치 방안의 핵심요소는 다음의 세가

지를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국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거， 현

재， 미래의 원자력 계획 및 활동에 대한 정보와， 미신고 원자력활동의 탐지

를 위한 환경감시에 의한 정보 둥에 대한 추가적 접큰 및 효율적 사용과

관련된 방안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신고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원자력시설 및 관련시설에 대한 접근 및 불시사찰 퉁이 가능하도록 물리척

접근에 대한 권한 강화방안이 보고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IAEA 가용자원

의 최적활용과 비용절감올 위해 앞서 언급된 일련의 비용절감 방안틀이 포

함될 것이다.

1994년 9월에 개최된 제38차 총회사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모든 국가가

동의하는 분위기였으며， 다음의 내용올 요지로 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 원자력의 비평화적 이용방지 및 평화적 이용분야에서의 협력중진올

위한 효과적인 안전조치의 중요성올 강조하고，

- 안전조치체제의 효과성 및 비용의 효율성 유지 및 강화에 대한 결의

를 재확인하며，

- 사무총장은 “프로그햄 93+2"에서 고려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평가，

개발 및 시힘을 계속하도록 요청하면서，

- 사무총장은 더욱 강화되고， 비용측면에서 더욱 효율척인 안전조치체

제를 위한 제안올 1995년 3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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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프로그램 93+2"의 지원올 위하여 1994년 6월 환경감시 등

새로운 사찰기술 개발올 위하여 IAEA 전문가단올 초청하여 활동올 져원

한 바 있으며， 본 프로그랩의 성공적 목표달성올 위해 최대한 협력하는 자

세를 보이고 있다.

제 2 철 원짜력 안전협약

1. 원자력 안전협약 배경

1986년 소련의 체르노벨 원전사고 이후 원전사고시 국경올 초월하는 사

고영향을 고려할 때 특정국가만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 노력만으로는 부족

하다는 인식하에 원전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대가 형성됩에 따라 개별 국가차원의 제반조치와 국제협력 중진올 통한 원

자력 안전수준 확보를 목적으로 한 원자력 안전협약에 대한 논의가 1991년

8월의 원자력정책 관계자 회의를 기폭제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원자력 안

전성 증진 및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파EA는 1991년 총

회에서 원자력 안전 빛 방사선방어 국제협력 강화방안 결의안을 채택하였

다‘ 1991년 12월에 개최된 원자력 안전협약 설정회의에서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국채협력 초안이 작성되었고 I 1992년 5월 부터 1994년 1월 까지 7차

례의 전문가회의를 거치면서 협약초안의 작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으며

1994년 6월의 외교회의 (Diplomatic Conference) 를 통하여 협약문여 확정되

었다. 특히 일곱차례애 컬친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협약의 목적 및 적용범

위， 체약당사자 회의 빛 이행검토 회의의 구조와 역할， 협약에 따른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법척， 기술적 체제정비를 통한 안전철학과 안전관행

의 정립， 동구권의 기존 소련형 원전올 포함한 전세계 원전의 안전성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 국제협력 강화 둥이 심도있게 토의되었으며 최종협약문

의 기초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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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약의 적용범위가 전세계 모든 원자력 시설올 대상으로 하고 있으

나， 실제적으로는 구소련의 원자로， 동구권 원자로 및 구형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되었고 향후 주요과제도 이들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그 대책 수립에 춧점이 맞추어 질 것이다.

2. 원자력 안전협 약의 주요 내용10)

원자력 안전협약의 주요 내용올 살펴보면 다읍과 같다. 우선， 원자력

안전협약의 전문에 따르면， 본 협약은 안전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며，

기본적인 안전원칙의 적용에 대한 책임울 강조하고 수혜적 협약으로서 원

자력시설올 운영하고 있는 국가뜰올 되도록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

는 반면， 초국가척안 규제기관의 성격올 띠고 있어 그 우려가 조심스럽게

상정되고 있다. 또한 모든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에 대한 중요성올 확인하고 협약의 법위를 기타 핵연료주기 시설에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본 협약은 협약의 목적올 국제협력의 증진올 통한 전세계적인 원자력

안전성 확보와 유지에 두고 있으며， 특정한 기술적 기준보다 일반적인 안

전원척올 강조하고 있다. 본 협약에 따르면， 원자력시설의 정의를 지상의

상업용 원전 및 동일 부지에 있으며 원전의 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방사성물질의 저장， 취급， 처리시설로 하고 있다.

현재 운전중인 원자력시설에 대한 본 협약에 의한 대처는 협약발효 시

점에서 안전성이 가농한 한 조속히 검토되도록 조치할 것올 규정하고 있

다. 만일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이 제고되어야 할 경우 안전성 향상올 위하

여 모든 실행가능한 개선조치가 신속히 취해져야 하며， 개선조치가 불가능

할 경우 에너지 상황， 사회적， 환경적 및 경제적 영향올 고려하여 해당 원

자력사설의 운전중지를 위한 계획이 가눔한 한 신속히 이행되어야 함올 강

1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 안전협약의 현황과 검토， 1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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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시설의 설계와 건설시 사고의 발생방지 및 사고 발생시 방

사선 영향올 완화할 목적으로 다중방호체제를 구비하여야 하며， 설계와 건

설에 적용되는 기술은 입증된 기술이거나 시험 또는 해석올 통하여 증명된

것이어야 함올 강조하고 았다.

체약당사국은 협약의무사항올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조

치를 강구하도록 되어있다. 체약당사국의 협약의무사항은 원자력 안전을

위한 인력훈련， 품질보증계획， 안전평가 계획의 수립 및 촉진， 비상대책， 원

전설계·건설 및 운전안전대책의 수립추진 둥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었

다. 당사국 회의는 매 3년마다 개최되며 회의의 주요활동은 각국이 제출

한 보고서 검토 및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었다.

체약당사자 회의시 당사자는 평풍한 대표권올 갖으며， 회장 및 의장단

선출은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고 의사결정은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되도

록 노력할 것올 강조하고 있다.

본 협약의 사무국인 퍼EA의 기농은 체약당사자 회의 소집， 준비 및 지

원기능을 담당하며 사무국의 업무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논 비용은 정규예

산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체약당사자는 합의로 체약당사자 회

의를 위한 기타 지원업무를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이행에 필요

한 재원도 기구 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으나 재원조달이 불가능할 경우 자

발적 기여금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다.

3. 최근 동향

제38차 총회시 인도는 원자력 안전협약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토의가 필

요함을 언급하였으나 우리나라블 비롯한 미국， 네덜란드， 호주， 독일， 브라

질， 프랑스， 러시아， 영국， 스웨덴 둥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조기발효가 필요

함올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 협약의 성격이 기존 IAEA의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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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올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의무사항 이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

로 전망된다. 단지， 기존의 원전에서 방사성혜기물， 연구용원자로， 기타 핵

연료주기 시설까지로 적용범위의 확대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성에 관한 논

의 필요성이 천명되고 있어 사전준비 차원에서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이다.

협약에서의 기술척 조항은 현재 우리나라의 인허가 과정에서 고려되어

이행되고 있는 만큼 충족되어 있으나， 안전철학과 안전판행의 정립 및 안

전규제 제도의 보완 퉁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절차적 측면에서 쳐I약당사자 회의에 제출할 보고서의 사전협의률 위한

전문가 지원체제의 마련과， 법적 측면에서 국내 법령기준 및 적용현황 동

의 검토를 통하여 미비훤 사항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본 협약은 원전보유 17개국올 포함한 22개국이 비준서률 기탁하고 기탁

일로 부터 90일 후에 발효토록 되어 있으며， 제38차 총회 기간중 우리나라

를 포합한 45개국이 서명함으로써 1995년 하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제 3 절 기타 주요 현안

1. 핵물질 불법거래 11)

1994년 전반기에 핵물질의 불법거래 사례가 유럽지역에서 발견됨으로서

이에 대한 조치가 퍼EA차원에서 강구할 필요성에 따라 유럽연합(ED)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국이 공동으로 제38차 총회에 결의안올 제출하였

다.

핵물질의 불법거래에 대한 문제는 IAEA를 탈퇴한 북한이 구소련국가를

11) 과학기술처， 국제원자력기구(IAEA) 체38차 정기총회 참가보고서，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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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핵무기보유국으로 부터 멀반입할 가능성야 상존함에 따라 그 중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라시아는 제38차 총회시 핵물질의 불법거래에

대한 비판이 있올 것을 의식하여 기초연설에서 이 문제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올 피력하였다.

제38차 총회기갚중 핵물질 불법거래와 관련된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모

든 회원국들이 핵물질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룩 촉구하

면서 IAEA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활동올 강화할 것올 사무총장에게 요구

하였다. 아울러 핵물질 불법거래 증빙자료의 수집， 검증， 분석분야와 핵물

질의 물리척 방호분야에 대한 효율성 및 효과성 증진방안올 모색할 것과

국제기구 대표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조치방안올 준비할 것올 사무총장에게 촉구하였다.

2. 국제 방사성폐기물 관리

국제 방사성폐기물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 IAEA 차

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 논의의 초점은 방사성폐기물 안전기준

(RADWASS) 작업의 추진파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 방지 및 지역/국제

폐기물 처분장 설치 퉁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1991년에 시작된 RADWASS 프로그램은 계획， 처분전， 천충처분， 지충

처분， 우라늄 채광 및 정련 폐기물， 폐지 둥 6개 분야로 나뉘어 2 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제1단계 사업은 안전가준， 안전지침 및 안전수행과 관련되

어 12개 관련문서의 발간올 목표로 추진되어 대부분 1994년에 종료됐으나

지연된 몇몇 분서의 완결올 위해 1995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2단계 사업은

1997년 완성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안전 기본문서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이 국제적 합의를 위한 절차가 친행되고 있고， 합의를 얻는 즉시

방사성폐기물 관리 안전협약 체결올 위한 준비가 시작될 것이다. 우리나

라는 RADWASS 프로그램에 지원금 납입 풍의 지원은 물론 관련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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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본 프로그램에 의해 권고된 파EA의 안전

수칙올 이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문채와， 북극해와 동해에 투기된 방사성폐기물

문제 퉁은 런던협약과 관련된 장에 상술되어 있어 여기서는 생략한다.

원자력 프로그램올 수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국가는 방사성폐기

물의 안전관리와 최종처분 측면에서 처분장의 확보 책임올 지고 있다. 이

러한 근본적인 원칙올 수용하면서도 언력 기술전문화 재원 등의 소요가

적고 위험도가 적으며 처분장의 감시가 효율적인 지역/국제 방사성혜기물

처분장의 설치에 대한 논의가 IAEA 차원에서 시작되고 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정치적，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지역/국제 방'J..}성혜기불의 처

분장에 적합한 지역 또는 국가에 대한 조사와 실행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가 이루어져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지역/국제 방사성혜기물 처분장 설치에 대하여 IAEA 사무총장은 국제

적 인식도를 제고하고 이를 위한 토론회 개최 및 지역간 천충처분 시설의

부지선정과 기사용 밀봉선원에 대한 처분장 개발올 위한 회의를 준비중에

었다. 1993년도에 사무총장은 라륨선원의 처분에 초점올 맞추어 아프리카

지역에 지역간 처분장 개념의 적용에 관한 평가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 방사성폐기물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하여 다음파 같은 내용의 결의안올 총회에 주도적으로 작성·제출하였고， 합

의로 채택되었다.

- 원자력 이용기술 및 원전으로 부터 생성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와 처분올 위한 적정 규정옳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올 인식하고，

- 방사성폐기물 관리분야에서 국제협력올 촉진， 조정， 강화하기 위한

lAEA의 적극적언 노력이 필요함올 강조하며，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협약의 준비를 시작하도록 이사회 및 사무

총장에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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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스라엘 문제와 중동지역의 비핵화

1981년 IAEA 안전조치 적용올 받고 있던 이라크의 연구용원자로에 대

한 이스라앨의 무력공습 및 이스라엘의 핵무기 제조눔력 보유와 관련하여

UN， IAEA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규제 결의안들이

채택되어 왔다. IAEA에서의 결의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IAEA 기술원조

중단， 핵물질 및 장비를 수출할 경우 전면안전조치 요구， 이스라엘에서 개

최되는 각종 셰미나 및 과학기술 관계회의 불참， 이스라엘내 모든 핵시설

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적용 등올 골자로 하는 결의문이 매년 상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991년 컬프전의 결과로 1981년 이스라엘 공습이 이

라크의 핵무기 제조시설에 대한 정당한 공격이었음올 주장하면서， 그동안

중단된 이스라엘에 대한 IAEA 기술원조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총회 의제로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야스라앨 주변 아랍국틀은 이스라엘이 NPT에 가입하여 이스

라엘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lAEA 전면안전조치 사찰올 수용해야 할 것임

올 기본입장으로 하는 일련의 발언올 하였다. 이에 대한 이스라앨의 입장

은 현재 퍼EA가 노력하고 있는 중동지역 비핵화가 완성된다면 NPT에 가

입한다는 기폰입장올 견지하고 있다. 제38차 총회에서는 이스라엘이 제출

한 결의안에 대한 아랍국가들의 반대를 고려하여 “이스라앨에 대한 기술원

조를 재개할 태세가 되어 있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이 채택되었다.12)

이스라엘의 핵능력 및 위협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중동지

역에서 IAEA 안전조치 적용사안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둥

이 종교척， 민족척，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치되어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정치적 현안으로 남아 있다. 이 지역에서의 지역내 국가간 신뢰구축

12) 과학기술처， 해외출장보고(원자력 부문)， 19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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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되고 있는 IAEA 전면안전조치

적용올 모든 지역내 국가에 척용하고 나아가 비핵화 추진올 위한 노력은

매년 아랍국 중심의 결의문 채택이라는 수단올 통하여 논의되고 있는 실정

이다. 제38차 총회에서도 이집트 둥 15개국이 제출한 다음과 같은 내용올

골격으로 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 비핵지대 설정 관련 평화·안보정착과 지역국가간 신뢰구축올 위하여

중동지역내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원자력활동에 대해 IAEA 잔면안전

조치를 수용하는 것이 긴요하고，

- 사무총장은 지역내 모든 국가들이 lAEA 전면안전조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내의 모든 국가들과 협의하고 지역내 모든 국가들은

사무총장의 임무수행에 협력할 것을 요청하며，

- 지역내 모든 국가들이 지역 비핵지대화 추진올 위한 신뢰구축 및

검증방안올 포함한 적정방안올 강구토록 요청하면서，

- 중동지역내 평화협상의 중요성올 주목하고 사무총장에게 중동 비핵

지대 설정에 필요한 지원올 아끼지 말 것을 요청한다.

이와 같은 상황올 고려할 때， 이스라엘의 핵능력 그 자체보다는 지역내

모든 국가들에게 전면안전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이스라엘 및 중똥지역 문

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아랍체국플의 야스라엘에 대한 국제무대에서의 공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

4. 남아공 문제와 아프리카 비핵화

핵무기 제조능력올 자발적으로 포기한 남아공은 현재 모든 원자력 활동

이 lAEA 전면안전조치하에 있고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원자력 활동은 중

단되거나 상용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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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초 남아공의 핵무기 채조 움직임이 있자 국제적인 우려속에서

1983년 이후 IAEA 총회 및 유엔 둥에서 남아공에 대한 체재 움직임이 지

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1986년 제30차 IAEA 총회에서는 남아공와

IAEA 회원자격 정지까지 검토되었으나， 1991년 7월 남아공의 NPT 가입

및 1991년 9월의 안전조치협정 체결 이후 성실한 안전조치사찰의 수용으로

그동안 걸림돌로 착용하던 차국의 원자력 활동올 완전 공개하고 핵무기 개

발계획을 공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아프리카지역의 비핵지대화가 조기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38차 총회에서도 아프리카 그룹이 채택

한 결의안올 상정하여 합의로 채택되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지역내

국가들의 비핵화 노력올 치하하고 사무총장에게 아프리카 비핵화 설정올

위한 지역내 국가들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하며， 이를 제39차 총화시 보고

토록 요청하는 풍의 골자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남아공이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 재동장하면서 이사회 지명에 의

한 당연직 이사국에로의 지위복귀도 고려되고 있다. 1976년 IAEA 제20차

총회에서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이 문제가 되어 아프리카 지역의 당연직

이사국이었던 남아공은 호병투표를 거쳐 1977년 6월 이사회 이후 이집트에

그 자리를 물려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1994년 5월 민족연합

신정부의 출범으로 모든 유엔 체계내에서 남아공올 대상으로 결의됐던 사

항들이 정상화되고 었고， 파EA내에서도 남아공에 대한 1976년의 총회결의

자 번복되어야 한다는 남아공의 주장이 설득력있게 고려되고 있다. 1994

년 6월 23일 유엔 총회에서는 남아공이 유엔가족으로 복귀한다논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제38차 총회시 아프리카 그룹이 제안한 남아공을 IAEA의 모

든 활동에 참여토록 하며， 이사회에 대하여 남아꽁의 지위를 검토토록 요

청하는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향후 헌장 제6조 죽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논의가 쟁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남아공과 이집트의 이사국 진출이 브라칠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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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헨티나의 경우처럽 신사협정 형식의 방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

은 만큼， 이 기회를 현장 전면개정과 결부시키던가 혹은 극동지역에서의

한국과 중동 빛 남아시아지역 또는 다른 지역의 국가와 연합하여 이사회에

진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꺼m



몇뿔 댁훤



제 4 장 NPT연장회의 대웅방안 구축

쳐n 1 철 NPT연장 개요

1995년 4월 17일 부터 5월 12엘 까지. 169 NPT당사국이 NPT 장래에

대해 논의하고자 뉴욕에 있는 UN에 모이게 된다. NPT 회의의 결과는 전

면핵실험금지조약(CTBT)같은 군축협정의 체결 퉁 NPT발효이후 비풍맹

그룹 및 개도국들이 계속 요구해 온 사항들의 진전에 따라 화우될 것이다.

CTBT. 핵불사용(NSA). 그리고 전 세계적인 핵무기 완전철폐 풍에 대

한 완결이 없이는 NPT 무기한 연장 가능성은 줄어들 전망이다.13)

현 상황에서는 조약올 연장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구실들올 찾는 길

만이 조약연장에 대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핵무기보유국들올 5개국

(미국， 구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으로 한정하기 위해 현재 25여년동안 지

속되고 있는 NPT가 1970년에 발효되었다. 1995년 4월 NPT를 유기한， 포

는 일련의 유기한들， 아나면 무기한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

사국들이 회의흘 개최한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원자력 선진국들운 무조건의 무기한 연장올 주장

하고 있는 반면 그 외 다른 국가들은 무기한 연장올 막올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고자 하고 었다. 주로 개도국들로 구성된 이러한 국가들은 어떤 적

절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는 한 무기한， 또는 일련의 유기한들의 연장에 동

의하지 않올 전망이다.

일련의 유기한들의 연장이라도 달성되려면， 이러한 두 groupe선진국과

개도국틀)사이의 서로 상반된 정책들올 상호 조화시켜야 만 한다.

만약 NPT연장회의에서 합의도출에 실때하거나 또는 투표에 의해 단기

13) Tom Zamora Collina. NPT : Little Time. High Stakes, ISIS Report,

Septembe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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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p앉ioel)의 연장으로 결정된다면 조약의 장래나 핵비확산 정책의 산뢰도

률 위한 어떠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조약이 무기한 또는

자동 재연장이 아닌 일정기칸 동안만 연장이 이루어 진다면， NPT는 연장

기한 마지막 섯점에 저절로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국가들은 조약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잃게

될 것이며， 조약의 종말올 예견하는 쪽으로 서게 될 것이다. 포 다른 국가

들은 인접국들이 어떤 식으로 대웅할 것인가에 대해 위협올 느끼게 될 것

이다.

그러나， 무조건 무기한 연장에 박차를 가한다면 그 자체에 함정이 있올

수도 있다. 앞으로 몇달 이내에 핵무기 철폐에 대한 현저한 진전이 없는

한， NPT무기한 연장결정에 다수의 호웅올 받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커다란 minority group올 창출할 것이며 이러한 group들은

조약안에 머무를 명분이 없다고 느껄 것이다. 따라서 NPT가 제공한 범세

계적 차원의 규법과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중

요한 시기다.

제 2 철 조약이행분석(조약체결부터 현재까지)

1. 핵무기 비이전 및 비취득(조약 1 ，2조)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근본적인 내용은 조약 1 ，2조에 포함되어 있다. 1

초에는 핵무71 및 통제권한의 양도와 핵무기 비보유국들에게 핵무기나 기

타 폭발장치의 제조， 획득올 위한 원조 촉진， 조장올 금지하는 조항이 규

정되어 있으며， 제 2조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무기， 기타 핵폭발장치， 통

제장치의 수령 또는 그것들의 제조에 관해 원조를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먼저， 1조의 경우 NPT가 발효된 이후 당사국에서의 공식적인 핵무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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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국 증가 및 핵무기 통제권의 양도 풍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자체나 통제권올 이전한 사례는 없었다 하더라도 NPT비당

사국이나 핵개발의혹 당사국요로 원자력 자재 또는 핵불질 퉁이 이전된 경

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밀수출입이나 또는 평화적인 원자력이용과 군사목

적의 폭발에 필요한 기술이나 물질간에 상당한 공통부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수령국이 핵확산 의도를 버리지 않는 한

발생할 수 있는 통제하기 어려운 사례에 속하나 상업적 또는 정치적인 이

익의 추구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원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는 적대국을 견제하기

위해 적대국의 인접국올 지원하거나 또는 인접국의 핵무기 개발올 묵인하

는 경우이다. 야러한 사례로는 소련이 중국올 견제하기 위해 인도의 핵무

장올 지원한 것과 중국이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파키스탄의 핵개발 프로그

램올 지원한 것 등올 들 수 있다.

상업적 측면에서의 원조에 해당하는 사례로서는 미국， 프량스， 빨기에，

구 서독 둥이 남아공에 핵기술과 장비 동올 수출하였으며， 프랑스와 노르

웨이가 이스라엘의 핵무기개발에 원조를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원조를

받은 나라들은 주로 핵무기개발 눔력올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NPT체제

밖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이므로 이들 나라의 조속한 NPT가입이 필요하다.

제 2조의 경우， 이라크와 북한은 조약올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라

크의 컬프전 패배후 1991년 4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결의안 687올 통

하여 IAEA어1 의한 강제사찰 실시와 이라크가 보유한 핵무기 관련 시설의

철거를 의결하여 모든 핵시설이 철거 또는 폐기되었다.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오랜기간 동안 주시되어 왔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심에 대한 대웅책으로서 프랑스가 이라크

에 공급한 연구용 원자로를 공격하였다. 그 당시 대부분의 서방 정보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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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은 이라크가 핵무가률 제조하는데 5-10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판단

했었다.

1991년 5월부터 실시한 사찰쏠 통하여 이라크가 핵무기 개발올 위하여

대규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핵무기 개발에 매우 근접해 있었다

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찰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라크의 핵개발 프로

그햄에는 10，αm여명의 과학자， 기술자， 기농원들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1980년대 동안의 예산규모가 100억불 정도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라크는

고도의 기술올 요하는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독자적인 기술에 의해서

만 전행할 수 없었올 것이다. 사실 1991년 12월 파EA가 발표한 바에 의하

면 가스원심분리기와 탄소섬유 분리기 칼루트론 자석 동 서방 13개 회사

의 장비가 이라크에서 발견되었다.14)

북한의 문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는 있지만 국제적언 시각은 북한

이 핵무기를 개발중에 있거나 이미 소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중에 있거나 개발하였다면

야는 분명한 조약위반이 된다.

따라서 직·간접적인 핵확산올 방지하기 위하여는 NPT의 제반 규정올

성실히 이행하고 그 정신올 존중하며， 핵무기를 취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

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NPT당사국， 비당사국올 불문하고 원자력 협력올

자제해야 할 것이다.

2. 안전조치， 수출통제(조약 3조)

조약 제 3조에서의 안전조치 의무사항은 NPT의 검증요소를 구성하며，

모든 핵무기 비보유 NPT당사국은 원자력 활동을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lAEA와 안전조치 협정올 체결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었다.

안전조치는 평화적인 원자력 활동어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의 제조를 위

14)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국제협력청책연구 ， KAERI/RR- l171/92,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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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핵불질 전환올 탐지하기 위함이며， 적시검출위험 (the risk of timely

detection)올 창출함으로써 전환올 억제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져 있다.

NPT조항에 따라 안전조치 협정은 규정된 시일내에 당사국과 체결되어

야 하나 북한은 약 5년후에나 협정올 체결하였으며 원자력 활동야 전무하

거나 거의 없는 나라들은 아직도 안전조치 협정올 체결하지 않고 있다. 여

기서 말하는 안전조치 협정은 당사국의 모든 원자력 활동이 포함되어야 하

는 전면안전조치 협정(INFCrnC/l53)이다.

당사국은 안전조치의 실시로 언하여 경제/기술 개발 및 평화적 원자력

활동분야의 국제협력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안전조치의 실시로

연하여 원자력 활동올 번거롭게 하거나 산업비밀의 보호 측면에서 기업의

불평올 사기도 하는 문제정야 남아 있다.

조약이 발효된 후 안전조치 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면안

전조치를 받고 있던 이라크가 핵개발 프로그램올 수행하고 있었던 점과 북

한의 핵활동에 대해서 그 의혹올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점이 가장 콘 문제

다. 이라크의 경우에서는 안전조치가 효과적이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북한의 경우에서는 특별사찰 실시의 법적 권한문제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핵보유국의 증가가 없는

점용 고려할 때 안전조치는 성공적으로 여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들어 국제사회 및 퍼EA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안전조치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안전조치 강화 프로그램(Universal

Repor따19 System, SAGSI의 “93+2" Frogr;없n)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효율

적으로 당사국의 원자력 활동에 적용된다면 상기의 문제정들은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조쳐 실시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원자력 교역에 대한 통제

다. 수출통제는 전면안전조치를 수락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원자력 기

술 및 장비， 핵물질의 수출올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NPT하에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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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통제제도는 28개국(NPT당사국)이 참여하고 있는 Zangger Conruaritwe 가

있으며， NPT와 상관없이 일부 원자력 선진국들올 중심으로 결성된 수출통

제 그룹으로써 29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NSG가 있다. 현재 두그룹의

회원국은 거의 중복되어 있으며 오직 아르헨티나(NPT비당사국) 만이 런던

클럽에 추가의 회원국으로 되어 었다.

NPT당사국이며 개발도상국들은 런던클럽의 결성이 원자력 선진국들의

원자력 기술 및 물질의 상업적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차르텔어라고 주장하

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증진 권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출통제의 시행으로 얀하여 NPT비당사국들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실제로 NPT비당사국들온 전면안전조치를 수락하지 않으면서

자국의 원자력 활동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비당사국간의 원자력 교역올 규제할 국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NPT당사국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올 위한 장비， 불질， 용역

및 과학기술 정보의 접근에 있어서 우선권올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

익이 있어야 NPT체제내에 머무를 명분이 있올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각 회원국들의 통제 수준이나 범위의 상이성

도 문제가 되고 있다. 즉， 회원국들이 수출통체를 위한 국제적인 공통 지침

올 따른다고 선언하였지만 수출통제의 사행에 있어서는 각 국가의 고유 권

한이기 때문에 통제가 일관척이지 못하는 맹점이 있으며， 또한 상업적 및

정치적인 이유로 통제대상국가에 수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3. 평화이용 증진(조약 4조)

조약 제4조는 당사국들이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개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핵무기 비보유국들의 원자력 이용개발에 당

사국들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NPT발효 초기에는 석유파동 및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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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과 연구개발올 위한 국제협력이 활성화되었으나 여후 석유공급의 안정

과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로 원차력산업의 퇴조와 함께 국제협력도 활발하

지 못하였다.

또한 1974년 인도가 평화적목적이라는 핵실험올 실시함으로써 원자력

교역에서 공급국의 공급조건이 강화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은 1978년

핵비확산법을 발효시켜 플루토늄의 이용에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원자력 이용개발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시키면서 핵무기 확산

의 위험올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올 고안하기 위해 국제 핵연료주기 평

가회의 (INFCE)를 약 2년간 개최하였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많온 제3세계 국가들은 원자력 선진국들이 핵비확

산 추구를 빌미로 공급국들의 경제적 이익올 추구하기 위해 수출통제를 행

하고 있으며， 포한 조약 4조에 규정되어있논 원자력 공급의무의 이행부진

에 대해 비난하여 왔다. 이들의 주장은 조약 3조의 안전조치를 수락하는

이상 평화적인 원자력 개발 프로그램에 더 이상의 제한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원자력 선진국들은 핵비확산이 원자력 국제협력에 우선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핵비확산올 이유로 조약상의 규정 외에는 추가

의 규제를 행하지 말것과 원자력 프로그램올 원활히 추진키 위하여 공굽보

장올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약발효 이후 4조의 이행은 핵비확산이란 전체하에 조약이 잘

이행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4. 핵군축(조약6조)

초약 제6조는 핵무기 보유국들에 대해 핵무기고 철거를 요구함으로써

이른바 불평등성올 해소하기 위한 사항들올 나타내고 있다. 최근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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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T 둥 핵군축조약이 서명되었읍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보유국과 핵무기비

보유국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있다.

핵무기 비보유국들은 조약 6조에 따른 핵무기보유국들의 의무여행올

시험하는 수단으로써 eTB를 이용하고 있다.15)

비동맹 그룹 및 개발도상국들은 START I, IT의 체결올 일단은 핵군축

의 진전으로 평가하나 NPT 6조의 이행올 위한 핵군축이 아닌 미/구소련

간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추구와 냉전의 종식으로 인한 긴장완화로 핵전력

의 강화 필요성 상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아유는

NPT발효후 조속히 체결되어 이행되어야 했올 eTBT가 초안이 작성되어

검토중에 있으나 아직 미체결 상태에 었고 ‘95년 NPT본회의 개최 전까지

체결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핵무기 보유국들은 eTBT가 체결되어도 기폭실험 (Hydronuclear Test)

은 계속할 의사를 보여고 있다. 또한 중국은 평화척 핵폭발 실험올 원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핵탄두뜰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믿어지나， 이러한 기폭

실험올 원하고 있는한 안전도에 대해서는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eTBT체결 문제는 NPT조약 발효후 핵무기 비보유국틀이 계속 강

력하게 추구하여 온 문제로서 NPT연장에 제일 큰 벼중올 차지하고 있다.

현재 많은 핵무기비보유 NPT당사국들은 제6조의 이행을 강화시커기

위한 어떤 메차니즘올 보유하지 않은채 무기한 연장에 찬성하는 것은 5개

의 핵무기보유국에게 영원히 핵무기보유 권한올 주는 것올 의미하기 때문

에 현재 상태에서의 핵군축 분야에서 현저한 진전이 없는한 무기한 연장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무기한 연장은 현재 그돌이 보유하고 대핵무

기 보유국에 대한 협상 지렛대의 포기를 의미한다. 즉， 연장회의에서 연장

에 반대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는 협상 지렛대를 포기하는 것이다.

15) Tom Zamora Collina, NPT : Little Time, High Stakes, ISIS He∞π，

Septembe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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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에 NPT가 효력이 발생되었올 당시 CTB, 핵무기사용 핵분열성물

질의 생산중지 빛 핵선제 사용금지 협정에 대한 제안이 제네바 핵군축 회

의의 첫번째 의체였으나 이루어 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게다가 미국은

몇년 동안 이들 사안에 대하여 소극척이었다. 1993년이 되어서야 비로서

미국은 핵실험 금지와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올 중단하는 제안올

다시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서 핵무기사용올

금지하는 조약 체결을 위한 체네바 협상을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START-I，I!가 완전히 이행된다고 하여도 러시아와 미국은 제6조가 발효될

당시의 보유 핵무기수 보다도 더욱 많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

다. 미국과 러시아의 단거리 핵무기 철폐， 미국과 러시아간 대륙간 탄도미

사일올 철거하기 위한 조약의 합의 그리고 계속되는 일방적인 핵무기 해체

에도 불구하고 이미 불신의 마음올 가지고 있는 핵무기비보유 비동맹국가

들의 신뢰회복에는 미치지 못한다. 제6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필요한 것

은 CTB와 핵무기사용 분열성물질의 생산중지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

START-I，I!의 계속적인 이행， 5개 핵보유국에 의한 START I!수준올 넘

는 핵감축의 추구 빛 이에 대한 계획이다. 16)

16)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1, No.2, Winter, 1994. PP. 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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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핵무기 프로그램 현황

국가 핵실험 핵분열성 물질 생산
핵탄두

배치

- 1995년 9월까지 일시적 - 1964년에 핵무기용 우라늄 생산

미국
청지. 중지.

9짜5
- 최종실험 : 1992.9.23 - H짧년에 핵무기용 플르토륨 생산

- 총 실험횟수 : 1,148 충지

- 구 소련율 법척으로 이어 - 현재 가동중인 원자로에서 생산

러시아
받은 이래 핵실험의 충지가 되는 플루토늄율 벼군사용으로 사용

leIS
관측됩 할것올공약 11，αm

- 최종실험 : 1앉~.lO.24 - 1‘m년에 핵무기용 우라늄 생산

- 총 실험횟수 : 715 중지

- Nevada에서 핵실험
- 1964년에 대부분의 핵무기용

- 미국의 일시 청지에 의해
플루동늄 생산 중지

영국 제한됩
- 1잃0년대말과 1960년대초 핵무기용

200
- 획총실험 : 1001 .11.26

우라늄생산

- 그 후 미국의 채고량으로 부터
- 총 실험횟수 :45

획득

- 현재 핵실험의 일시정지가

프량스
관측됨

- 핵무기급 분열성 물질 생산 중지 385
• 최종실험: 1001.7.10
- 총 실험횟수 : 204

- 1996년까지 핵우거 실험올
- 현재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

중국
계속할 것으로 예상

- 1987년에 핵무기용 우라늄 생산 450
- 최종실험 : 1994.6.10
- 총 실험횟수 :40 중지가 보고됩

이스
- 남대서양에서 핵폭발장치를

- 1000년대 중반이래 Dimona
라앨

1979년에 실험한 것으로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 가동중

50-100
예」앙

- 1965년이래 핵무기용 플루토늄

인도 - 1974년 평화적 핵실험
생산

- 핵무기용 우라늄은 생산하고 있다 ?

고 알려지지 않음

파키
- 핵실험을 수행하지 않음

- 1잃6년이래 핵무기용 우라늄 생산 ?

스탄 - 1991년 일시척으로 생산중지

- 1989년이래 핵무기용 플루토늄 및

분리 능력 찾춤

북한 - 핵실험올 수행하지 않음 - 한개나 두개의 핵폭탄올 제조하기 ?

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분리한 것으

로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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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핵지대 설정 (7조)

비핵지대는 그 역내에서 핵무기의 완전한 부재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핵비확산 의무 외에도 배치의 금지도 포함한다. 비핵지대는 현재 두 곳에

서 조약으로 발효중에 었다. 하나는 남미지역에 1967년에 설치된

Tlatelolco조약이 었으며 다른 하나는 남태평양 지역에서 1986년 발효된

Rarotonga조약이 있다) 7) Tlatelolco초약은 NPT보다 먼저 발효되었으나，

Rarotonga조약과 함께 NPT를 보완하는 지역적인 접근임과 동시에 그 지

역에 대한 핵무기의 사용이나 위협의 금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써 비핵무기

국의 주도에 의해 역내 안전보장올 높이는 것이다.

Tlatelolco조약의 경우 평화적 핵폭발에 대한 관계국간의 조약에 대한

해석여 상이할 뿐만 아니라 역내 모든 국가들이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아

르헨티나， 브라질， 쿠바)， 핵무기의 사용 및 위협금지에 대한 문제에 있어

서도 5개 핵보유국들이 의정서 II에 비준하였으나， 자국의 안전보장올 이유

로 소극적 안전보장은 유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완

벽한 비핵지대가 되기에는 아직도 문제점이 있다. 18)

Rarotonga조약의 경우 해당지역에 관할권올 행사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조약의 핵심규정올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의정서 I에 안보상의 이

유로 비준하지 않고 있고， 핵무기 사용 금지와 사용 위협올 금지하는 의정

서 R 및 역내에서의 핵실험올 금지하는 의정서 III에는 5개 핵보유국 중

에서 러시아와 중국만이 비준하고 있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세계 여러지역에서 비핵지대를 설치할 수 있는 환

경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 먼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및 그 주변국이 NPT에

가입한 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서 1960년대 주창된 아프리카 비핵지대 설치

17) Darryl Howlett & John Simpson, (oos.), Nuclear Non-Proliferation : A
Reference Handbook, 1λmgman Current Affairs, 1992, pp. 73-74.

18)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국제협력정책연구， KAERVRR-1288/93,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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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원자

력 시설에 상호사찰올 실시하는 동 양국간의 신뢰가 조성됨에 따라

Tlatelolco조약에 가입할 가능성이 한충 높아졌으며 더 나아가 NPT에 가

입할 가능성도 있다.

6. 소극적 안전보장 (NSA)

핵무기보유국들이 핵무기 보유를 원하는 최대의 동기는 안전보장 강화

와 국제적 지위향상이다. 핵무기비보유국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핵무기보유국들이 1:11 핵무기국의 안전보장올 강화하는 조치

가 필요하다.

NPT당사국인 핵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 사용올 금자하는 소극적 안

전보장의 개념은 조약교섭시 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핵무기보유 5개국은

1978년 개별적 형식으로 소극적 안전보장올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 핵비보

유국들은 소극적 안전보장의 적용조건이 모두 다르고 조건의 의미가 불분

명하며， 이러한 보장이 실질적인 구속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유효한 대책

이 되지 못함올 지적하고 있다.19)

1995년의 NPT연장회의에서 핵무기비보유국에 대한 중요한 반대급부는

그들의 안전보장올 강화시키고 핵무기비보유국이 핵공격의 위협을 받거나

공격올 받올 경우 어떠한 원조가 제공될 것이라는 것과 핵무거를 사용하지

않고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올 것이라는 5개 핵무기보유국틀의 합의 달성

이 될 것이다.

하나의 대안은 핵공격에 대한 대웅을 제외하고는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 위협하지 않는다는 5개국 또는 민감국가를 포함한 전세계의 국가가

참여하는 협정올 체결하논 것이다.때)

19)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국제협력정책연구， KAERI/RR-I288/93, 1993.

20>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1, No.2, Winter, 1994. pp. 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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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보유국들이 자신들에게는 핵무기가 항상 필요한 반면 핵무기 비

보유국들의 안전올 위하여는 핵무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확신시키기는 어렵

다.

따라서 핵무기사용 위협에 상관없이 국제적 분쟁올 안정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고， 침략자틀의 침략올 억지하고 대웅하기 위하여 국제안전기구와

유엔의 능력올 강화시키는 것은 핵확산올 저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

다. 핵무기사용의 비합법화는 전쟁에서의 핵무기 사용올 영원히 제한하

는 것이다. 즉， 모든 국가들은 결코 먼처 사용않고， 핵무기로 위기조성올

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해야 할 것이다.20

채 3 절 1995년 NPT연장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

NIT연장 준비위원회는 1995년 NPT 본회의(평가， 연장회의)의 효율적

운용올 위하여， 1995년 NPT회의 의제 및 의사규칙 퉁 본회의와 관련된 일

반적 사항올 잠정 결정하고 NPT 본 회의 배경문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세

차례 개최되었다.

세번째 회의는 NPT가입 165개국중 89개국 (옵저버 7개국， NGQ· 51개)

이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세차례의 준벼위원회에 모두 참가하였다. 제

4차 준비위원회는 1995년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뉴욕에서 개최휠 예정이

다.

주요 토의내용은 각 참가국들이 기조연설올 행하였으며， 본회의의 진행

올 위한 규정올 제정하는 의사규칙 (Rules of Procedure)에 대해 토의하였

으며， 2차 준비위원회 개최시 참가국의 요청에 따라 UN, IAEA, OPANAL,

South Pacific Forum의 사무국에서 핵무기 버이전， 핵군축， 비핵지대， 소극

21) Tom Zamora Collina, NPT : Little Time, High Stakes, ISIS Reoort.
September, 1994.

-61-



적 안전보장， 안전조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비핵지대 동에 대하여 푼비

한 배경문서에 대해 검토하였다.

1. 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

총 26개국이 기조연설을 행하였으며， 핵보유국올 중심으로한 선진국들

은 안전조치의 중요성， 핵물철 불법거래의 효율적 차단올 위한 국제적 제

도의 설립올 촉구하고 척절한 통제하에 원자력의 평화이용 증진올 제안하

면서 조약의 무기한/무조건적인 연장올 주장하였다.

개도국올 중심으로한 비동맹 그룹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올 위한 국제

협력의 중진， CTBT 및 Cut-off Treaty의 조속한 체결， 핵무기의 완전철

폐，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핵보유국들의 안전보장 둥올 촉구하며， 상기의

요소들이 해결되어야 연장에 동의할 것임을 주장하여 기본적인 인식의 차

이가 노정되었다.

특히 비동맹그룹올 대표하여 롤롬비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메시

코， 나이지리아가 공동으로 발표한 연설에서 이 국가들은 1995년 회의에서

NPT의 성공적인 연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사국들의

조약이행 평가， 핵군축 및 핵비확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능하다

고 주장하면서 NPT당사국들은 다음 내용올 포함하는 핵비확산 제도의 강

화와 핵무기 비확산와 포괄적 이행올 촉구하였다.22)

- 포괄적 핵실험 금지

- 비축 핵무기의 완전철폐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 생산금지

i 핵무기비보유국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보장

- 평화목적을 위한 당사국의 예외없는 원자력기술 접근의 증진

- 조약의 보현화 증진

22) 한국원자력연구소， 1995년 NPT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 참가보고서，

KAERν'aT-067/94,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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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핵무기보유국들에게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핵군축에 관한 계획

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며， 모든 핵무기의 완전한 철훼 날짜와 그 일정올 요

구하였다.

2. 의사규칙(본회의의 진행올 위한 규정제정)

Drafting Group올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비동맹 대표인 이란은 NPT

연장에는 여러가지 대안들 - 무기한， 유기한(1년， 2년， 3년 동)， 유기한들(3

년， 5년， 6년 동) - 이 있으므로 이러한 대안들 중애서 어떤 하나의 Draft

를 합의로 도출하고 이 안에 대하여 투표로 결정짓자고 주장한 반면 선진

국 그룹은 무기한과 유기한의 두 대안올 상정하여 결정하자고 주장하여 전

체적으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1995년 I월에 개최되는 4차 준비위원회로

여관하였다.

그러나 조약연장과 관련하여 민감하지 않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

가 이루어 졌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 규칙 13(의사정족수) : 의사정족수가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어떠

한 때라도 출석올 점검하며， 당사국의 과반수로 함.

- 규칙 27(결정사항 재심의) : 회의에서 2/3의 찬성으로 재심의 하기로

결정하면 재심의 하기로 결정.

- 규칙 30(의사결정 정족수의 개념) : 당사국은 참석하여 찬성 또는 반

대에 대하여 하나의 투표권올 행사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투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사국의 과반수라는 용어는 회의에 참석하는 국가

수와 관계없이 모든 조약당사국의 과반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칙 l(조약당사국의 대표) : 회의의 명칭올 ‘95 ~ Conferenc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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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는 서구측 주장과 The Review and Extension Conference로 하자는

비동맹측 주장이 대립되었으며， 비동맹 대표인 인도네시아는 명칭올 The

NPT Conference로 하되 회의의 복적올 검토 및 연장으로 명기하자는 절

충안올 제시하였으나 이 안에 대하여 이란이 끝까지 반대하였읍. 따라서

의장은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올 명기한다는 조건하에 토의 내용올 본회의

에 보고하기로 결정함.

- 규칙 5C회의조직) : 주요위원회 수를 명기하지 않고 회의 임원선출에

있어 지역배분이 균동해야 한다는 비동맹측 주장에 서구그룹이 반대함. 어

러한 버동맹측 주장올 일부 수용한 절충안올 뉴질랜드가 제안했으나 이란

이 또한 반대하여 의장은 규칙 l에서와 같이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올 명

기하고 본회의에 보고키로 결정

- 규칙 12(회의 경비) : 이란은 회의 경비를 참가국만이 아니라 당사국

전체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해 의장은 규칙 1, 5와 같이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올 명기한후 본회의에 보고키로 결정하였으며， 밸라

루스는 유엔분담률이 조만간 유엔총회에서 조정될 예정임올 지적하고， 이

에따라 재조정 되어야 함올 지적함. 우리나라는 0.61%이고 북한은 0.04%

엄-

- 규칙 28(의사규칙) : 서구와 비동맹 그룹간 합의를 보지 못하여 회의

문서 CConference R∞m Paper)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차기 준비위원회에

서 계속 토의키로 함.

3. 배경문서

각 사무국이 제출한 배경문서 (Background Paper)에 대해 참가국이 요

구한 내용올 보완하고， 최근의 사건올 고려하여 보강한 후 새로운 배경문

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 배경문서에 대해 각 국가가 코멘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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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NPT/CONF.l9951PC.illη(안전초치 )

- 비동맹 그룹인 이란은 퍼EA에 대해 원자력 평화이용과 안전조치이

행에 대해 포괄적인 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함.

- 룩셈부르크는 EURATOM이 않EA의 사찰올 받는 것은 2중사찰을 받

는 것이 되므로 배경문서의 의미가 명확히 되어야 함을 요구.

- 북한은 배경문서의 북한에 대한 안전조치언급 부분이 퍼EA의 견해

이지 북한의 견해가 아님올 주장하며， 안전조치 불이행 부분에서 DPRK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미국은 파EA의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비선언핵활동

CUndecleared Nuclear Activity) 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IAEA를 지원해

야 함올 주장함.

- 러시아는 핵물질 및 핵과학자의 유출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사건이 구

소련 한 곳에만 집중되어 언급되는 것올 반대한다고 주장함.

- 베네주엘라는 핵물질 불법거래 문제에서 구 소련 문채의 것 만올 다

루지 말고 더욱 확장하여 비합법적인 원자력.ill.역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라크는 파EA의 안전조치가 세계에 비차별척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현재 이라크의 모든 원자력 시설이 파EA의 안전조치하에 있음올 주장함.

- 한국은 북한관련 부분이 잘 묘사되어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

므로 계속 수정되어야 합올 요구하고 IAEA안전조치 강화의 일환으로 복

수비자 발급에 대해 준비중이라고 설명함. 또한 비핵화 선언의 이행과 관

련하여 북한이 조속히 상호사찰올 위한 협상에 응하길 바란다고 설명함.

나. NPT/CONF.19951PC.IIII6C안전보장)

- 나이지리아는 핵무기보유 5개국이 독자적으로 행한 버핵국에 대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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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장은 실효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4차 NPT평가회의시 소극적 안전보장

에 대한 협정안올 제안한 것올 상기시킴. (4차 평가회의시 제안한 협정의

주요내용 : 협정올 체결하는 핵무기보유 NPT 당사국은 방위기구에 가입치

않고 핵무기보유국과 상호 방위 조약올 체결치 않은 핵무기비보유 NPT

당사국에 대해 핵무기 사용 및 위협하지 않음. 본 협정올 체결하는 핵무기

보유 NPT 가입국은 방위기구에 가입하거나 핵무기보유국과 상호 방위조

약올 체결하였으나 그 영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핵무기비보유

NPT 당사국에 대해 핵무기 사용 및 위협올 하지 않음. 핵무기비보유

NPT 당사국은 불 협정에 가입하는 핵무기보유 NPT 당사국 또는 그 동맹

국 및 NPT 당사국에 대해 유엔 헌장에 의한 자국 방어의 경우를 제외하

고 무력공격에 참여하지 않음.)

- 인도네시아는 국제적으로 법적인 장치가 있어야 함을 주장함.

다· NPT/CONF.1995자>C.IIJI8(원자력의 평화이용 증진)

- 카나다와 호주는 파EA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올 높이 평가함.

- 이란은 IAEA가 당사국의 평화이용 중진올 제약하지 딸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라· NPT/CONF.19951PC.Ill/4(핵 군축)

- 이집트는 대량파괴 살상무기를 제한하는 내용올 어딘가에 포합시키자

고 주장했으며， 중국은 각국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았음올 지적함.

- 영국은 현재 진행중인 해군축 문제를 계속 보강할 것올 요구하였음.

마· NPT/CONF.l995.자>C.Ill/5(비핵지대 설치)

- 북한은 아태지역에 비핵지대를 설치하는 것은 이 지역의 평화에 기여

할 것이며， 핵보유국에도 비핵지대가 확장되어야 함올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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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5년 본회의 의제

제 3차 준비위원회 의장이 1995년 본회의 악제를 제출하여 토의하였으

나， 의제의 순서에서 비동맹 그좁은 지난 5년칸의 NPT이행을 먼저 평가한

후에 연장 분제블 다루자는 입장에 반해 선진국들은 연장문제부터 해결하

고 NPT이행올 평가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와같이 두 그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됨으로써 해결올 보지 못하고

차기 4차 준비위원회에서 계속 토의키로 하였다.

제 4 절 NPT연장에 대한 당사국들의 업장

NPT는 1994년 12월말 현재 1697R국이 조약의 당사국으로 되어 았으며，

군축관련 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참가국으로 구성되어 었다. 냉전의 종식

에 따라 몇몇 중요한 나라들이 새로이 조약에 가입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

조약 밖에 머무르고 있는 위험한 국가가 았으며 또한 조약당사국이면서도

핵무기 개발의혹올 일으키고 있는 몇몇 국가도 있다.

NPT에 대한 각 국가의 정책은 그 나라가 처한 정치적인 환경과 원자력

채발이용의 국제적 환경 둥올 고려하여 결정하겠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각

국가와 대 NP1‘정책은 기본적으로 NPT의 연장에는 통의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선진국플은 세계 평화와 안전올 위하여 NPT가 핵확산 방지의 유일

한 체제라는 이유로 무기한 연장올 지지하고 있으나 핵무기 비보유 원자력

선진국들은 핵군축올 촉구하면서 무기한 연장올 지지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원자력 개도국들은 NPT체제의 불평퉁 요소 해소， 핵무기의 완전

한 철폐， 포괄적 핵실험금지， 핵무기의 불사용보장， 원차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이 추진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 연장올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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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NPT연장의 형태에 따른 지지 국가군

연장 형태 국 가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EU대표).

조약의 무기한/무조건연장올 스웨덴， 핀란드， 노E 웨이， 크로아티아，

지지하는 국가군 불가리아， 헝가리， 일본， 멘마크，

뉴질랜드

조약의 무기한 연장올 지지
호주， 카나다， 네멀란드， 스위스

하는국가군

조건부(CTBT. NSA둥)로 조
북한， 중국， 알제리아， 벨지움， 이집 E ，

약의 연장올 지지하거나 유기
인도네시아， 이란， 멕시코， 나이지리아，

한 연장올 지지 포는 아직
이락， 콜롬비아

미결정인 국가군

각국의 대 NPT정책은 다읍과 같다.

1) 독일 (EO를 대표)

- NPT의 무기한/무조건 연장올 주장， 전면안전조치 협정은 당사국의

비확산 보증올 위해 필수 불가결-

- 북한의 핵문재 미해결이 유럽 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내며， 핵물질 불

법거래 붙제가 비확산 체제를 위협함.5개 핵보유국이 핵군축올 위해 노력

하기 바라며， 적절한 통제하에 원자력의 평화이용이 촉진되어야 함.

2) 호주

- NPT의 무기한 연장올 지지하며， 현재 논의중에 있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초안에 대하여 찬성올 표시하였으며， 특히 안전조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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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미신고 핵시설의 안전조치 적용의 필요성올 강조하였음.

- 북한 핵문제의 미해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으며， NSA의 해결올 촉

구하였음.

3) 스웨덴

- NPT자 원자력의 평화이용 및 뼈군축의 유일한 조약이므로 무조건/무

기한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라크의 핵개발 문제와 북한의 핵문제 미해결이 NPT체제를 위협한

다고 주장하였으며， 최근 일어난 핵물질의 불법거래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

를 표명함.

4) 미국

- NPT가 핵군축의 기초로서 세계화된 체제아며， 또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올 위한 국제협력의 틀을 체공하는 동시에 안전조치를 지원하는 제도

임올 강조하고 전략핵무기 감축조약(START I, n)을 체결하였음올 설명함.

- 핵무기의 확산올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NPT의 무조건/무기한

연장이 필요하며， 이러한 견고한 체제하에서 핵군축이 가능함올 표명합.

5) 카나다

‘ NPT가 핵비확산 체제의 유일한 제도로서 기농올 하고 있으며， 이라

크 핵개발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으나， 북한의 핵문제 며해결에 우려

를 표시하고 북한에 대해서 NPT 의무이행올 촉구함，

- 전면안전조치 협정올 체결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안전조치

협정체결 촉구하고 핵확산 방지와 원자력의 평화이용 증진올 위하여 NPT

의 무기한 연장올 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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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러시아

- NPT는 세계 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해 왔으며， 향후포 필수불가결한

조약이므로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의 조약가입올 촉구하였으

며， 북한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IAEA의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

행할 것을 촉구함.

- CTBT의 조기체결，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열성 물질의 생산중

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 NSA의 보장올 위한 공동와 노력올 회망하며，

NPT의 무조건적/무기한 연장올 지지함.

7) 핀란드

- NPT가 국제 안전과 평화 유지에 기여하므로 핵무기 비보유국들의

안전에 도움올 주며， 평화목적 원자력협력에서 검증(안전조치)의 틀올 제공

하고， 핵군축의 장으로서 이용되고 있음.

- NPT의 무조건/무기한 연장올 지지하고 다른 국가들도 무조건/무기한

연장에 지지하기 바랍

8) 노르웨이

- CTBT의 체결은 핵무기에의 의존올 감소시키며， Cut-off Treaty의

조속 체결올 지지함. 핵물질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척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소극적/적극적 안전보장의 확립은 핵무기비보유국의 안

전보장에 기여할 것임.

- NPT의 무기한/무조건적인 연장올 지지함.

9) 뉴질랜드

- 핵군축에 관한 조약 6조의 성실한 아행올 촉구하면서 포괄적 핵실

험 금지의 촉구와 이의 검증방안의 설립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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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T외 무가한， 무조건적인 연장울 지지.

10) 덴마크

-NPT체재의 발전을 위해 무조건， 무기한 연장올 지지.

- 핵실험 금지의 적극적 추진 및 전면안전조치의 이행이 핵물질 공급의

전제조건야 되어야 한다고 주장.

11) 헝가려

- NP1‘의 무조건， 무기한 연장올 지지.

r 세계의 모든 국가가 가입하기를 촉구.

12) 영국

- 조약의 무기한， 우조건적인 연장 지지

13) 일본

- 무기한 연장올 지지

14) 크로아티아

- NPT는 평화이용 목적의 국제협력을 위해 필요하며， IAEA가 안전조

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올 해옴.

- 조약의 무기한/무조건적 연장올 지지함.

15) 북한

- 조약이 25년전에 체결된 불평등환 것이므로 조약개정올 촉구하고 다

른나라에 배치된 핵무기 철거， 비핵지대 창설， 법적 구속력 있는 NSA보

장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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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덕에서 pu를 추출하여 비축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통제가

필요하고 북한올 의심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주장.

16) 멕시코(비동맹올 대표)

- NPT당사국들의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포팔적인 이행올 촉구하고 특

히， 포괄적 핵실험금지(CTBT체결)， 핵무기 제조를 목적으로하는 분열성

물질의 생산중지， 비핵무기국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 평화적 목적의 원자

력기술의 접근에 있어서 모든 당사국의 예외 없는 접근 중진 퉁올 강력히

요구하였음.

- 특히 NPT 6조의 이행에서 완전한 핵군축의 날짜률 명확히 제시할

것올 요구함.

17) 이집트

- 기존 핵무기의 전면적인 철떼， CTBT의 조기체결 촉구， NSA의 보장

올 요구하면서 24개국이 공동제안하여 CD에 제출한 NSA Protocol이 심도

있게 검토되기률 요구함.

- 원자력의 명화이용과 관련하여 원자력 기술의 접근에 어려움이 많으

며 NPT당사국에 특혜가 없음을 강조하고 최근 수출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하여 우려를 나타냄.

18) 중국

- 지난 25년간 NPT가 그 역할올 해왔으나， 평화이용 촉진 및 개도국들

의 입장올 반영하지 못했음올 지적하고， 핵보유국과 비보유국간의 균형적

인 NPT의무이행올 촉구하였음.

- 중국은 No First Use of Nuclear Weapon정책올 견지하고 있으며， 다

른 핵보유국들도 이에 동참하기를 요구하고， 핵무기사용금지 및 NSA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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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정체결올 촉구하였으며 I 1996년 이전에 CTBT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

표함.

19) 인도네시아

- 어떠한 장소와 때를 불문하고 핵실험올 금지해야 하고， 핵무기 경쟁

올 중지해야함올 출구하고 원자력의 명화적 이용의 증진올 촉구함.

- 상기 사항의 결과에 따라 NIT가 무기한 또는 유기한 연장될 것인지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

20) 나이지리아

- ‘95년 회의는 NPT의 평가와 유기한， 또는 복수의 유기한에 대하여

결정하는 회의임.

- 수직적 핵확산 문제가 최근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더많은 노력이 행

해져야 하며， NPT률 견고히하기 위하여는 CTBT 및 Cut-off Treaty의 체

결과 비핵무기보유국들의 안전보장임. 또한 조약 10조의 연장조항에 대한

법척인 명확한 해석이 필요함.

21) 이란

-NPT비당사국이 원자력개발올 위한 국제협력에 어려움이 없음을 지

적하고 당사국의 평화이용올 촉구하였으며 I IAEA 안전조치 강화와 수출통

제가 원자력 이용개발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올 주장.

- CTBT의 초기체결올 촉구하고 무기한 연장에 반대함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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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철 NPT 연장 형태

NPT연장 형태의 3가지 주요 대안은 NPT조항에 명시되어 었다. 따라서

1995년 회의는 조약의 유효기간올 무기한Cindefinitely), 유기한의 한 기간

(period), 또논 일련의 한정된 기간들(p장iods)로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무제한적인 기간올 의미하는 무기한 연장은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

유럽공동체， NATO, 서방선진국 그룹， UN사무총장 둥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국가들은 ‘95년 연장회의에서도 NPT의 처읍 협상 때

처렴 25년동안 연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연장의 세가지 대

안중에 하나로서 하나의 고정된 기간에 속하는 것이다.

포괄적 핵실험금지(CTBT)의 신속한 협상에 압력올 가하고 있는 비동

맹그룹은 1995년까지 CTBT를 결론짓지 못하면 NPT는 단기간 즉， 2년간

만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러한 비동맹그룹 제안의 경우에서

는 l댔7년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CTBT가 결론에 도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NPT연장울 결정하기 위한 또 다른 회의가 1997년에 열리게 되는 것올 의

미한다.

그러나 NPT에서는 명백히 한번의 연장회의만 개최하도록 되어있다. 즉，

“조약이 발효된 25년후 조약이 무기한 또는 유기한의 한 기간 포는 일련

의 한정된 거간들 동안 효력올 가질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이 연장에 대한 규정조항이기

때문에 두번째 연장회의는 불법적인 회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번째

연장회의를 수반하는 2년간의 연장이 1995년 회의에서 결정된다면 NPT는

1997년에 끝나게 된다.23} 더욱이 그러한 단가간의 연장에 기인한 장래의

NPT의 불확실성은 핵무기비확산의 기본 목적올 손상시킬 수 있다.

23)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1, No.2, Winter, 1994. pp. 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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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국이나 주변국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기 위한 NPT가 존재할 지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몇몇 핵무기비보유국들은 NPT 탄기간 연장기간 동

안에 핵무기보유에 대한 계획올 세울지도 모르기 때문에 세계 평화와 안전

에 악영향올 끼철 것으로 평가된다.

조약이 만료될 경우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하부조직올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핵무기개발 옵션올 드러내는 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보유국플에게 핵무기의 동결과 감축올 촉진시키

기 위하여 지렛대를 찾고있논 국가에게 안전한 방법이 있는데 이는 NPT

를 연속된 다수의 기간동안 연장하는 것이다.

1995년 회의는 연속된 다수의 기간틀 동안에 대해서 연장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2개의 25년 기간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면 두번째 25년의 기칸

은 어떠한 조건이나 추가의 연장회의 없이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었다. 예를 들면 2020년에 시작되는 두번째 25년 기간은 2020년에 어떠한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서 1995년 회의에서 결정되어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예는 분명히 고정된 가간들에 해당하논 것으로써 NPT에 규정되어

있는 1995년 하나의 연장회의 이상올 포함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러한 사실은 1995년 회의에서 하나의 고정된 50년 동안의 연장올 결정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만일 추가의 고정된 겨간들이 이러한 것올 의미한다면 기간들이 중복된

것만올 의미하게 되며 25년의 2기간은 50년 171간과 같다. 법과 실제상황

은 NPT초안자들이 의미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강한 가정올 제공하기

때문에 NPT초안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결정하기 위하여 협상 당시의 사설

에 대한 조사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 졌다. 이 조사에서 NPT초안자

들이 이탈리아가 제안하고 선진국 및 개도국올 포함하는 핵무기 비보유국

들이 지지하는 제안의 타협점올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당시 초안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의 공동의장에 의해 지지되었던 무기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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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신에 이탈리아는 첫번째 또는 일련의 연속된 다수의 기간들 중에서 어

느 기간이 끝나는 시정에서 탈퇴를 결정하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머

지 당사국에 대해서는 다음의 추가기간 동안 자동적으로 NPT가 효력올

갖도록 갱신되는 안을 제시하였다. 즉 이탈리아의 제안은 최초의 고정된

기간 -나중에 NPT상의 25년으로 정해진- 6개월 전에 조약에샤 탈퇴하겠

다는 의사를 선언하지 않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최초에 정한 기간과 동일

하게 향후에도 같은 기간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

었던 것이다. NPT초안작성에 참여한 미국과 소련의 초안자틀은 일련의 고

정된 기간들이라는 아이디어를 이탈리아의 제안으로부터 얻었으나 최초의

기갇종료 또는 연속된 기간들 중 일정 기간이 종료될 때에 쉽게 독자척으

로 탈퇴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배제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NPT는 탈퇴를 정당화 할 수 았는 이유를 제한하고 유엔

안보리에 통보를 요구하는 것으로써 탈퇴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적절히 대

처할 수 있게 되어 었다. 이탈리아가 제안한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리고

안보리에 홍고없이- 용이한 독자적인 탈퇴를 주기적인 기간에 대해 허용

하는 대신에 NPT초안자들윤 1995년 회의에서 일련의 고정된 기간들이 선

택될 경우 다시 연장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모든 당사국에 대해서 조약의

효력 만료를 가져오는 그룹탈퇴 (group withdrawal)를 인정하고 있다.

만일 자동적인 갱신의 옵션이 선택된다면 1995년에 개최되는 한번의

NPT연장회의에서 송인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선택이 1995년 회의에서 결정된다면 일련의 고정된 기간

후에 중지시킬 것인지 또는 자동적으로 갱선시킬지에 대하여 평가회의나

어떤 다른 형태의 회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조약의 중지

를 결정하는 회의는 추가의 고정된 기간들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1995년 연장회의와는 성격이 다른 오직 자동적인 갱신에 대하여 중지시키

는 성격의 회의가 될 것이다. 조약의 중치를 요구할 것인지와 같은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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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은 NPT에 대한 평가와 당사국들의 NPT준수 특히， 제6조의 핵군

축 풍의 문제가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추가 연장회의 없이 1995

년 NPT 평가/연장 회의만어 연장문제률 검토하는 회의가 되어도 핵무기

비보유국들은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무기생산 금지와 핵군축의 여행올 촉구

할 수 있는 지렛대를 얼올 수 있올 것이다.

제 6 철 NPT연장 전망

어떤 특정국가들이 자유스럽게 핵실험올 할 수 있다는 사실은， NPT체

제에 불균형성올 주논 요인들중의 하나다. 핵무기 보유국들은 새로운 핵무

기를 연구·개발하고， 핵분열성 물질이나 핵탄두들올 생산하거나 축척할 수

도 있고， 핵무기 비보유국들올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 위협올

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바로 핵무기 비보유국들에게 불명풍성을 주는

점들이다. 1995년 NPT연장회의 준비위원회에서， 비동맹국가들(65개국)은

NPT연장에 대한 요구조건들이 적힌 l:ll 공식문서들올 회랍했다.

그들의 요구 사항들은 다음과 갈다. 핵무기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금지，

양적인 증가금지， 핵무기 불사용에 대한 국제적 조약의 체결， 외국영토에

핵무기 배치금지， 그려고 핵무기 철며l의 완결올 언제까지 할 것인지 기한

올 정하라는 것 풍인데， 사실 NPT가 처음 생겼던 1968년 이래로 이와같은

사항들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NPT 연창은 169 당사국의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

는 과반수는 총회에 참가한 수의 과반수가 아니다. 예를 들면 당사국의

2/3만 참석한다면， 그들 중 75%가 연장에 찬성해야 한다. 1993년 5월에 개

최된 첫번째 준버위원회에는 당사국의 79%인 128개국이 참가했으며， 1994

년 1월에 열린 두번째 준비위원회에는 72%인 1177~ 국이 참가하였고 1994

년 9월에 열린 세번째 위원회에는 89개국 만이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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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NPT 당사국은 개발도상국(115)이며， 또한 이들 국가의 대부

분은 비동맹국가다. 멕시코， 이집트 인도네시아가 이 그룹의 선봉이며， 최

종 결과에 주요한 영향올 미철 것이다.24)

선진국， 특히 핵무기 보유국은 무기한 연장올 위하여 연합체제를 구축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 약 707ij국(유럽공동해， NATO， G7 동)이 무기

한 연장올 지지하고 있으며， 원자력올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에게서 최소

한 10-20표를 얻올 것이다. 그 결과 무기한 연장에 필요한 과반수를 확보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의 태도가 확고한 것은 아니며 무기한 연장을 추

구하는 국가의 대부분이 회의에 참석해야하고 또한 무기한 연장에 투표해

야 한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과반수를 얻기 위하여는 어떠한 예비회의의

비공식투표에서도 과반수보다 훨씬 많은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말이다.

최초의 NPT협상기간 동안 독일과 이탈리아는 그들의 핵무기보유 대선

의 역할올 하고 있는 미국의 통맹이 무한정이지 않기 때문에 NPT의 무기

한 효력에 반대하였다. NPT당사국의 2/3가 핵동맹올 전혀 가지고 있지 않

아서 무기한 연장에 대한 투표에 직면하였을 경우 이들 국가의 대다수가

단기간의 연장올 선호할 것이다.정) 이둘 국가에 있어서 NPT의 주요 잇점

은 그들의 잠재 적대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올 것이라는 NPT상의

보증이다. 그러나 불확실한 세계에서 잠재 적대국이 핵무기나 압도적인 재

래식무기로 핵동맹올 맺고있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공격하지 않올 것이라

고 어떻게 보장받올 수 있는가 라는 문제와 비핵동맹국올 공격할 지도 모

를 핵무기보유국가들이 공격하지 않는다고 보장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들

이 위협에 처했올 경우 유엔이나 핵무기보유국이 그들의 방위를 위하여 올

24) Tom Zamora Collina, NPT : Little Time, High Stakes, ISIS Report,

September, 19명.

25)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1, No.2, Winter, 1994. pp. 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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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확실한 보중이 없는 한 왜 그들이 핵무기를 영원히 포기해야 하

는가 라는 문제가 있다.

무기한 연장에 대하여 반대하는 또 다른 그룹은 현재 당사국에게 주어

져 있는 연장회의 투표권과 주기척인 평가회의에서 최소한의 협상 지렛대

를 유지하려는 핵무기비보유 당사국이 될 것이다. 핵무기 비보유국에 있어

서 협상의 지렛대는 핵무기보유국들의 핵실험중지， 핵무기 생산금지 및 궁

극적으로는 모든 핵무기고의 철혜를 보장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가장 중요

한 것이 될 것이다.

1995년 NPT평가/연장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1993년 5월 개최된 NPT

당사국들의 비꽁개회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비동맹그룹 대표들은 핵

강대국들이 핵군촉을 완강히 거부한다면 1995년 NPT회의는 의지의 시험

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1993년 유엔총회 토론애서 비동맹그룹 지도자들은 다가오는 연장회의를

NPT가입에 따른 반대급부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었으며， 이러

한 반대급부는 핵군축 및 핵무기경쟁 중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핵보유국

들이 핵무기로 핵무기 비보유국올 공격하지 않올 것파 평화적인 원자력개

발올 위한 핵보유국들의 협력강화 약속를 추구하고 있다. 대다수의 핵무기

비보유국들은 NPT가 핵무기흘 보유한 5개국의 핵무기보유를 인정하면서

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있는 국가들은 그러한 권리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NPT를 불평둥한 것으로 보고있다. 아러한 문제점 때문에 조

약 제6초의 궁극적인 목적은 차별성올 없얘기 위한 것이다. 어떤 특정 날

짜까지 핵군축의 약속없이 핵무기 비보유국들에게 무기한연장올 요청하는

것은 차별성올 영속화 시키고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협상 지렛대를 포

기하는데 투표하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기한 연장올 위하여 과반수를 훨씬넘는 당사국올 확보하지 못하면

즉， 가까스로 과반수를 확보하여 연장시키는 것은 투표에서 패배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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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조약에서 탈퇴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역효과를 낼지도 모른다. NPT의

효과성이 폭넓은 합의에 너무 많이 종속되기 때문에 다수의 불만올 자초하

는 소수의 숭리는 피해야 한다.

따라서 연장은 대부분의 회원국의 지지를 얼어야 한다. 예를 들어 90%

의 찬성 (1507~ 국 야상)으로 송리하려면 개발도상국으로 부터 약 80표 이상

올 더 얻어야 한다.

결국은 NPT당사국들간의 폭넓은 국제협력만이 NPT제도를 어행하고

조약올 연장시킬 수 있올 것여다.

만약 1995년 초에 무기한 연장에 찬성하논 국가가 과반수를 훨씬 넘지

못하면 타협의 대안으로서는 NPT의 효력올 정지시키는 반대의 투표가 없

으면 계속 효력올 발생할 수 있는 연속적인 기간들 즉， 25년씩 연장하는

대안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대안은 핵무기비보유국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협상의 지렛대를 계속 보유하게 되며， 계속되는 25년올 주기로 하는

기간동안 NPT가 잘 이행되면 무기한으로 연장될 수도 있올 것이다.

선진국틀흘면에서 볼때 무기한연장에 대한 주된 지원 프로그램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좀더 활성화가 필요한 때다. 1995년 4월까지 협상이 굽진전

올 보이고， 최종목표에 방해되는 요인올 없얘기 위해서는， 핵무거보유국툴

은 실현 가능성있고 현실척 상황에 맞는 합의안올 추구해야 할것이다. 이

러한 합의안들은 무기한 연장에 대한 어떤 조건부는 아니나， 최종 목표(무

거한연장)가 달성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장할 것이다. 그러한 합의안들

이 최종 목표에 도움이 되든 안되든 간에， 연장에 대한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로서는 가장 바랍직한 대안이라고 볼수있다.

제 7 철 우리의 대웅방향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1995년 4월에는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중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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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올 하고 있는 NPT의 연장 문제률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뉴욕의 유

엔본부에서 열린다.

NPT당사국으로서 그리고 국제평화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옹 우리로

서도 조약의 연장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초약이 발효된 이래로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탄생하지 않은 것은 초약이 그 기눔올

잘 발휘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원자력올 평화적으로 이용개발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그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득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북한의 핵개발올 저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볼 수

있으며， 실로서는 당사국들이 조약올 성실히 이행(햄군축 미비， 평화이용의

규제 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비핵화 5원칙 둥의 발표로

, 다른 당사국들보다 평화이용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축소한 점， 조약이 미

국과 북한의 정치적 협상의 빌미로 이용되고 있는 점이다.

특히 평화이용의 규제는 주로 양자간의 문제로서 한 강대국의 원자력

대외정책이 관련 협정체결국에 너무나 많은 영향올 미치는 것이 문제정으

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웅방향은 국제핵비확산

체제 내의 주어진 범위 안에서 평화적 이용개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연구

개발올 수행해야 할 것이다. 평화이용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

이 비핵화 5원칙의 범위로서， 5원칙 선언문에는 시설올 보유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 부분을 국제사회는 연구개발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95년 NPT회의시 자원부족 빛 에너지 안보를

위하여 이에대한 연구개발은 계속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물철은 외국에서

수입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대외 공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병

행하여 우리의 국제적인 신뢰도 증진올 위하여 국제 핵1:11 확산체제의 강화

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약의 연장문제에 대한 우리의 향후 대웅 방향은 현 입장올

정확히 판단한 후 대처해야 한다. 조약의 연장올 결정하기 위한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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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시 무기한 보다는 일련의 유기한들의 연장에 투표하는 것이 국익에 도

움이 될 것이다. 조약이 현행대로 무기한 연장되면 조약의 이행을 촉진시

킬 수 있는 메커니즘올 확보할 수 없게 되며 비확산올 야유로 원자력의

평화척 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유기한으

로 연장되면 세계 평화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강대국의 중심에 이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자력와 이용개발에 대한 주변국틀의 감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포한 북한의 핵문제률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

이 있올 것이다. 따라서 조약의 이행상태를 평가한 후에 그 후속의 연장올

결정하게 되는 힐련의 유기한들(p앙iods)로 결정되는 것이 우리의 현재상

황올 고려할 때 최적의 대안이 된다. NPT연장/평가회의시 각 조항의 이행

상황올 평가하므로 이에대한 대웅 방향은 다읍과 같다.

<D 핵확산 문제(조약 1, 2 조)

NPT 가입국인 이라크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은 NPT의 산뢰성올

의심하게 하는 사건이었으며 조약의 폰재 가치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므로

빽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척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예를 들면， UN 안

보리를 통한 경제·군사 제재 조치 및 국제 교역의 금지 둥)

이러한 국가에게 국제적 제재 조처없이는 벼멀리에 핵무기 개발올 추진

하는 나라들의 의도률 저지하지 못할 것이므로 NPT 무기한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핵확산국(NPT당사국， 비당사국 불문)의 제재 문제가 타결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 25년간 핵확산 의혹국이 주로 NPT체제 밖에서 이루어진

점올 감안하면 이에대한 구체척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또한 핵확산은 그 주변국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E로 핵확산 방지를

NPT 체제에서 해갤하기보다는 먼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핵확산올 방지

할 수 있올 것이다.

’/‘。
。



@ 핵불사용 문제

과거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보호문제로 NSA에 대하여 미국의 입장올

지지하였으나 미·북 회담에서 미국측이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치 않겠다고

합의함에 따라26) 실질적으로 NSA를 보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의 주

변국들은 모두 핵푸기 보유 또는 놓력 보유 개발 의혹이 있는 국가들야므

로 NSA에 관한 국제 협정 체결을 촉구해야 하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로부

터 NSA를 보장받아야 한다.

® IAEA 안전조치 강화(조약 3조)

파EA안전조치 강화 프로그램올 적극 지지하며 조약의 불평둥성 해소

의 일환으로 모든 당사국의 원자력 활동에 안전조치가 적용되어야 하며，

비당사국의 핵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Cut-off Treaty, !PM퉁)의 조기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비핵5원칙올 발표， 전면안전조치 수용 동 더야상 밝힐 것

이 없으므로 북한의 특별사찰 수용을 위하여 남·북한 동시 IAEA 특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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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여 남·북 상호 사찰의 기반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조약 4조)

핵버확산이란 명목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규제 받아온 것이 사실

이며 이러한 규제는 NPT의 연장과 관계없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NPT 채 3조에 나타난 규제 이외에 추가 의무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힘쓰는 국가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평화이용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

한 INFCE에서 논의되었던 CAS, IPS 등이 성과없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

므로 NPT 연장의 전제로서 군축과 함께 가장 비중이 두어져야 할 평화

26) DPRK Press Statement, 199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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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촉진은 다음을 포함한다.

- 미·러 핵무기 해체로 발생되는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올 위한 기술개

발 및 관리체계 구축(!PM 등) 및 평화적 N많ds가 있는 국가에게 공급장치

마련

- !PM동 국제 체제애 모든 당사국의 접근 허용

- CAS의 활성화

- 모든 국가가 차별없이 핵물질 및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핵주

기센터 설립 추진

- 안전조치를 성설히 이행하는 국가 및 핵개발 포기를 선언한 국가에

대해서는 핵심기술， 물질 이전 둥의 특혜

- 원자력 국제 교역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장기개발 계획올 제시하고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러한 당사국의 특수상황을 고려

@ 핵군축(조약 6조)

START I . II 의 체결로 핵무기 감축에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었으나

완전한 핵무기의 철폐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다. NPT 무기한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Cut-off Treaty체결， 모든 핵실험의 전면 중단(CTBT의 체결)，

모든 핵무기의 폐기 후에 NPT 무기한 연장 문체가 논의되어야 한다.

@ 비핵지대(조약 7조)

우리의 주변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능력올 보유하고 있으므

로 비핵지대 설치를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미·북회담에서， 미국이 NSA를

북한에 보장하였고， 합의선언문에도 ‘ Denuclearization’ 대선 Nuclear Free

Korean Peninsula를 사용하는 풍 거존 Rarotonga조약에서 사용하는 단어

로 발전시킨 점 등올 고려할때 한반도와 일본 및 중국， 소련의 일부를 포

함하는 비핵져대 설치를 고려한다.

-84-



비핵지대 설정은 지역의 안보와 세력균형애 영향올 미치지 않고 강대국

의 억자력올 저해하지 않올 때 즉 강대국 또는 대치되는 진영의 이해에

부합될 때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7) (Rarotonga조약의 경우

역내 국가간 포는 지역올 둘러싸고 강대국간 대립의 부재 둥 남태평양에

유리한 전략척 조건 남태평양 협의기구를 통한 오랜 기간동안 지역협력의

존재，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의 핵실험올 체외한다면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핵상태가 이미 존재하여 조약의 적용지대로부터 강대국에 의한 핵

무기의 철거나 핵기지의 철폐 필요성이 없고， 대륙으로 부터 고립되어 었

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다.)

2:7) 박회권， 한반도 비핵화， 경세원 I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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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외국의 원자력 수출통제제도 분석 및

한국의 대웅

본 장에서는 외국의 원자력 수출통제 시행 경험올 분석하여 향후 1-2년

내에 한국이 원자력 수출통제 제도를 구축하는데 펼요한 시사점올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 l절에서는 먼저 NSG 회원국의 수출통제 시행에 관한

실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이 수립하게 될 제도에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하는 항목과 수준올 밝히고자 한다. 제 2절에서는 수출통제에 있어 매

우 중요하고 이해하기 까다로운 미국의 재수출 통제를 알아보기로 한다.

마지막 절얀 제 3절에서는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에 대한 한국의 대웅과 제

도구측의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 1 절 NSG 회원국의 수출통제 시행 실태 분석

1. 수출통제 시행 실태 설문조사의 재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1992년 NSG 총회 (3월 31일 - 4월 3일)에

서 프랑스는 NSG 회원국이 NSG 지침올 포함하여 원자력 수출통제를 어

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올 쩨기하였다. NSG의 의뢰에

따라 호주는 NSG회원국의 원자력 수출통제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를 착

수하여， 1992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 각국의 원자력 수출통제 담당자를 대

상으로 설문서를 배포하고 1993년 5월 5일 까지 답변올 수집하였다.

조사 대상국은 1992년 NSG 회원국인 27개국이며 조사항목은 NSG 지

침의 실시 여부 및 각국에서의 수출통제 철차를 알 수 았는 항목들로 구성

되어 있으나， 일부 설문내용의 경우에는 명확한 의미의 파악이 어려워 답

변하기 곤란한 것으로 여겨진다.

설문항목은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번째 조사 범주는 법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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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기반과 관련된 항목으로 원자력 전용 품목 수출통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 허가발급 기관， 처벌 수단이 조사되었다. 두번째 조사 범주는 통채범

위에 대한 조사로 NSG 통제품목(Trigger List)의 통제 여부， NSG 통제품

목 이외의 통제 여부， NSG 보다 엄격한 기술기준 적용 여부 등이 포함되

어 있다. 셰번체 조사 범주는 수출통제 절차에 판한 것으로 전지역에 대한

허가 요구， 포팔허가의 적용， 최종사용자증명서 요구， 재수출 및

transhipment에 대한 통제， 선적에 대한 물리적인 확인 실시， 선적 전후 최

종사용자의 확인， Catch-all 조항의 적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조

사 법주는 NSG 지침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핵폭발에의 사용금지 보증， 물

리적 방호 보증， 물리척 방호의 적용 기준， 민감 시설， 기술， 물질의 이전

제한， 공급된 핵무기급 물질의 통제， 재야전 통제， 원자력 수출에 부과하는

기타 조건으로 구성되어 었다.

본 절에서는 호주가 시행한 NSG 회원국의 원자력 수출통제 시행에 관

한 설문조사를 종합분석하였다. 본 실태 조사의 분석 내용은 각국이 원자

력 수출통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어느 정도 NSG 지침올 실시하고 있는지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수출통제 관련 각 설문항목들이 각국에

의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한국의 실태와 비교하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원자력 수출통제제도 구축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올 것이다.

2. 설문조사를 통한 NSG 회원국의 수출통제제도

원자력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일부 국가는 설문항목의 의미 또는 NSG

지침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았다. 따라

서 모든 NSG 회원국이 원자력 수출통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보기

는 본란하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20개 조사 항목 중 지표화가 가능한

18개 항목올 중심으로 각국의 시행정도를 다음의 표 5-1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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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에 의하면， NSG 품목 기준보다 엄격한 기술기준올 적용하여 수

출통제를 하는 일이 NSG 회원국들에 의해 잘 수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수출통제를 잘 관리하고 있는 국가들은

일반허가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많온 국가들이 이와 같은 일반허가

의 개념올 도입하여 특정 조건에 대해서는 개별수출 허가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수출 및 transhipment 통제， 선적전후 최종사용자

확인， cat다l-all 조항 퉁이 NSG 회원국에게 있어 원활히 시행되고 있지 않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의 표 5-2에는 각 설문항목에 대해 NSG 회원국이 실시하고 있는

정도를 지침의 요구사항과 비교하며 만족， 미달 둥으로 표시하여 제시하였

다. 이 표를 통해 각국의 원자력 수출통제 현황올 평가해 볼 수 있고， 또한

원자력 수출통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들이 각국에 의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여 볼 수 있다.

표 5-2. 수출통체제도 시행 정도에 따른 NSG 회원국의 분류

분 류 -;r님』 πE 기 τ(• 국가병

성실 시행 그룹
설문항목의

호주，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80% 이상

(7개국) 루마니아， 영국， 미국
시행

오A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보통 시행 그룹
설문항목의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효랑스，

60% 이상 헝가리， 일본， 룩셉부 E 크，
(157~ 국)

시행 노E 웨이， 폴란E ， 러시아， 스페언，

스웨텐， A위스

불성실 시행 설문항목의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그룹 60% 미만
네텔란드， 포르투갈

(5개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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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항목 중 각국의 법과 채도， 허가발급가관올 제외한 18개 설문항목

에 대해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정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회원국올 3개의 그

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설문항목의 80% 이상올 성실히 시행하고 있는 7

개국 (성실 시행 그룹)， 설문항목의 60% 이상올 시행하고 았는 15개국 (보

통 시행 그룹)， 설문항목의 60% 미만올 실시하고 있는 5개국 (불성실 시행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지금 까지의 분석올 통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NSG 회원국들이 핵비확

산올 방지하기 위한 수출통제 제도 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

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수출통제제도 구축 내용이 매우 미홉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NSG 회원국간의 균퉁한 수출통제가 이루어 지고 있

지 않음올 시사하는 것으로 수출통제의 효과성올 감소시킬 위험올 내포하

고 있음올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수출입통제， 전략기술수출

통체에 의해 18개 설문항목 중 9가지 항목이 조사항목의 취지에 맞게 국내

에서 서행되고 있으며 4가지 항목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반영되어 있

으나 지침수준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나머지는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평가가 곤란한 항목들이다. 한국의 제도와 NSG 제도와의 비교분석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제 3절에서 차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제 2 철 미국의 원짜력 수출통제 제도 분석

1. 원자력 수출통제 정책 빛 시행구조

가. 원자력 수출통제 정책

미국은 수출통제가 필요한 근거로 국가안보 n업tional Security), 외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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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Foreign Policy), 공급부족 (Short Supply)의 세가지를 들고 있다. 원자

력공급국그룹 (NSG)의 경우 외교정책에 의한 수출통제 근거하에 미국의

법률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수출관리법의 경우에는 Section 6에 그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며국의 대외정책올 의미 있게 진전시키기 위해서 포는 대외척으로 공표한

국제적인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원자력공급국그룹 (NSG)의 회원국인 미국은 원자력공급국그룹 Part 1, 2

의 지침과 통제품목올 자국의 법률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

원자력공급국그룹 (NSG) Part 2의 이중사용 품목은 상무부의 수출판리

규정 Part 778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유효허가(V외idated

License)를 받도록 규정되어 었다. 또한 통제되는 품목이 원자력， 미사일，

화학 무기 둥 비확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허가의 하나인 Distribution

License (DL) 하에서는 수출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었다.

최근 미국온 원자력공급국그룹 (NSG) 회원국에게 일반허가 (General

License)를 제공하는 GNSG를 수출관리규정 Part 771.24에 마련하였다. 일

반허가 GNSG는 수출통제 근거가 국가안보일 경우에논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에는 채공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출통제 근거가 미사일 기

술， 국가안보가 아니면 원자력공곱국그룹 (NSG) 회원국으로의 수출은 일

반허가 GNSG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된다.

나. 시행기관 및 관련 법

미국의 수출통제를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통제되어야 하는

품목이 어떤 법파 규정에 의해， 그리고 어떤 기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는

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데 었다. 며국에서 수출통제 주무기관의

결정은 수출되는 품목， 목척지， 수탁자(consignee) 에 따라 아래 5개 기관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주무기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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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상무부(DOC) ， 국무부

(DOS),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에너지부 (DOE), 외국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퉁아 있다. 수출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각 정부기관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었다.

口 상무부=(D 수출관리 법 (The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 핵비확산법 (The Non-Proliferation Act of 1978) ===> 시행 령 : 수출관

리규정 (The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15 CFR P따ts 768 

799)

口 국무부:(1) 무기수출풍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of 1976)

===> 시행령: 국제무기거래규정 (The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22 CFR P따ts 120 - 130)

口 원자력규제위원회:(D 원자력법 (The Atomic Energy Act of

1954) ~ 핵비확산법 (The Non-Proliferation Act of 1978) ===> 시행령 :

원자력 장비 빛 물질의 수출입규정 (The Export and Import of Nuclear

Equipment and Material Regulations: 10 CFR Part 110)

口 에너지부:(D 원자력법 (The Atomic Energy Act of 1954) ~ 핵

비확산법 (The Non-Proliferation Act of 1978) ===> 시 행 령 : 외국원자력

활동지원 규정 (The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Regulations: 10 CFR P따t 810)

口 외국자산통제국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CD 적

대국과의 거래에 관한 법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 국제비

상경제력법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시행령: 31 CFR 500 - 575

원자력의 경우， 수출허가와 관련된 기관은 상무부의 수출관리국(BXA) ，

국무부의 방위거래통제국 (ODTC) ，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 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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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의 4개 기관이다. 각 기관의 통제범위와 관련제도를 요약하면 다음

의 표 5-3 과같다.

표 5-3. 미국의 원자력 수출통제 기관과 통제법위 28)

통제목적 기 판 법 률 통제범위 관련통제제도

상무부
이중사용품목;

EAA씨NPA 원자력 기술; 없음a

(BXA)
민감원차력 사용

국무부
AECA

햄무기설계 및
핵비확산협정

핵비확산
(ODTC) 시험셜비

원자력규제 원차력 발전，
NSG

위원회 AE쩌NNPA 핵몰질， 핵주기
/쟁거위원회

이R디 설비 및 기숨

에너지부 AEA/NNPA 기술지원/부속약정 NSG

(자료원) NAS, Finding Common Ground,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1991, p. 88.
(주) a: 상무부에서 원자력 이종사용품목을 롱제하는 것의 관련통제제도가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것은 자료원이 원자력공굽국그룹 (NSG) Part 2가 출범한

1992년 이전에 출판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상무부에서 통제하는 이중사용 품목과 원자력 기술은 원자력에 웅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원자력에 사용되기 위해서 특별히 설계되거나 생산되지

는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무부의 통제범위 중 만갑 원자력에의 사

용이란 수출자가 해당 품목이 먼감 원자력 활동에 사용될 것임올 알고 있

거나 공지되었올 경우률 의미하는 것으로 이른바 EPeI (Enhanced

28) BXA: Bureau of Export Administration: ODTe: Office of Defense Trade

Controls: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EAA: Export

Administration Act: NNPA: Nuclear Non-Proliferation Act: AECA: Arms

Export Control Act; AEA: Atomic Energ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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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iferation Control Ini피a피ve)에 의한 통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상무부는

매우 다양한 상품의 수출올 통제하는데， 이 중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자력 관련 부품과 기술 데이터 (te야mical data)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다른 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품목과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상무

부와 다른 기관의 원자력 관련 수출통제를 구별해 보면， 첫째， 상무부는 15

CFR Section 770.10 (e)항에 의해， 원자력법에 의해 통제되는 물품과 기술

데이터는 통제하지 않는다.29) 둘째， 같은 조항에 의거， 상무부는 국무부의

방위거래통제국(OnTC)에 의해 통제되는 특별히 설계된 핵무기 품목， 핵무

기 시험장비， 핵무기 관련 기술 데이터는 통제하지 않는다. 원자력규제위원

회 (NRC)의 원자력 수출통제는 원자력 장버와 물질의 수출에 한정된다.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특이할 만한 사실은 NRC의 허가로 수출된 품목의

재수출 경우에도 재수출을 담당하지 않으며， 또한 기술 데이터도 다루지

않는 것이다.때)

원자력 관련 수출통제에서 에너지부의 역할은 NRC, BXA, OnTC의 통

제를 효과적으로 보충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에너지부에서는

NRC허가로 수출된 원자력 장비와 물질의 재수출올 통제하며， 원차력 관련

기술 데이터의 수출과 재수출 통제를 담당한다. 또한 에너지부에서는 미국

인이 미국 바깥에서 특수 원자력 물질의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활동하는

것올 통제한다.

29) 이러한 품목은 15 CFR Section 770의 Suppliment No. 3에 수록되 어 있다. 여

기에 포함되는 품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원자로， 부품， 부분

품 (b) 동위원소 분리공장 및 장비， 부분품 (c) 재처리공장 빛 장비， 부분품

(d) 원자로 연료 제조공장 및 부품， 부분품 (e) 중수， 중수소， 중수소화합몰 생

산공장 및 부품， 부분품 (f) 원자력 물질: 플루토늄， 우라늄-잃3， 농축우라늄，

토륨， radioactive 볼질， 중수소， 중수소화합물， 원자력급 혹연.

30) Thomas E. Crocker, "Basic Lessons of the US Nuclear Nonproliferation
Export Control System for the Fonner Soviet Union", Eye on Supply, No.
8,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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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제품목 구성방법

미국 수출통제법의 수출관리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출통제 품목의

구성방법은 COCOM의 방법올 따르고 있다. 수출관리규정에서는 통제되는

물품올 상품통제리스트 (The Commerce Control List: CCL)라고 부르며，

여기에 포함되는 품목은 수출통제분류숫자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ECCN)에 의해 명명되고 있다. 이 방법은 COCOM에서 국제적으

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COCOM의 Core List 명명법이라 한다.

ECCN 또는 COCOM의 Core List는 5개의 문자 및 숫자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통제품목의 번호가 3AOIA라고 하면， 첫번째 숫자는 품목군올 의미

하며， 두번째 문자는 통제품목의 최종생산품 형태를 의미하며， 세번째 및

네번째 숫자는 통제근거 (COCOM, 미사일， 핵비확산 퉁)를 의미하며， 다섯

번째 문자는 통체수준올 나타내는 것으로 수출허가 필요조건， 통제 국가군

풍이 포함된다.

라. 수출허가 절차 및 기관간 협조

원자력의 경우에， 수출되는 물품에 따라 수출허가 절차가 매우 상이하

다. 따라서 주요 품목군에 따라 수출허가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립

5-1, 그림 5-2, 그림 5-3과 같다.

그림 5-1은 미국의 원자력법에 포합되는 통제품목의 수출허가 과정올

나타낸 것이다. 수출업자는 NRC에 수출허가신청올 하게 되며 NRC는 허

가 신청올 검토한 후 수출업자에게 허가를 발급한다. 그러나， 수출허가의

신청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DOE의 범주에 속하지 않올 경우 이 허가 신청

은 국무부로 보내지게 된다. 국무부에서는 DOE, DOD, ACDA, DOC 퉁

관련 기관에 의견올 요청하게 되며， 합의 도출 후 명확한 의견올 NRC로

송부하고 NRC는 수출업자애게 허가여부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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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는 DOE에서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기술이전 및 부속협정에

대한 허가 절차여다. 이 절차는 미국 원천(origin) 핵물질의 재이전， 농축서

비스 계약， 회수된 플루토늄의 사용에 대한 송인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의

원자력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의 허가에도 적용되는 절차이다. DOE에서는

허가신청올 분석하며， 허가결정올 하기 위해서는 국무부， 상무부， 국방부，

ACDA， NRC와 협의해야 하고 국무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를 획득하여

야 한다. 부속협정의 개정 및 신설올 허가하는 경우에 DOE는 기관간 협의

결과를 Federal Register 에 발표하고 15일 경과 후 부속협정올 숭인하고

신청자에게 공지한다. 또한 500 그램이상의 플루토늄올 포함하는 경우에는

악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속협정에 의하지 않고 DOE장관의 이전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관칸 협의 후 DOE가 허가결정 사항올 신청자에게 공지

한다.

원자력 관련 이중사용 품목의 허가과정에 대한 도표가 그림 5-3에 제시

되어 있다. 원자력 관련 이중사용 품목은 상무부(DOC)에서 담당하며， 기타

기관으로는 DOE가 중요한 역할올 수행하고 있다. DOC에 접수된 신청서

는 DOC의 스랩에 의해 검토되고 만약 원자력에 사용될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DOE로 송부하게 된다. DOE에서는 3가지 유형의 결과를 권고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허가 송인， 허가 거부， 기관칸 협의가 있다. 허가 숭인 또

는 허가 거부를 권고하게 되면 DOC를 이 사항올 신청자에게 공지하게 된

다. DOC와 DOE가 결론올 내리기 힘든 상황에서논 SNEC (Interagency

Subgroup on Nuclear Export Coordination) 이라는 기관간 협의기구를 통

해 의견올 수집하고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기구에는 관련 여러 기관이

참석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참석기관은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적

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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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1. 미국 원자력법에 포함되는 통제품목의 허가 절차

(원자로， 핵연료， 천연우라늄 및 토륨， 플루토늄， 부산 물질， 부품， 중수

및 혹연)

수출업자 국무부(DOS)

--> 원자력규제위훤회(NRC)1-->
수출선청

굳무부로 밤송
검토 및 의견요청

DOE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 에너지부 (OOE)

국방부 (OOD)

ACDA

상무부 (DOC)

수출업자 1<- NRC <--
국무부 (DOS)

품목 선적 |수출업자에게 허가 발급
명확한 검토의견올

NRC로 송부

Source: U.S. Department of State

-99-



그립 5-2. 원자력 기술 이전 및 부속 협정 허가 절차

(미국 원천 핵불질의 재이전， 농축서비스 계약， 회수된 플루토늄 사용에

대한 숭인)

쇠청좌

허가요청서

제출

>1에너지부 (DOE)
DOE 신청서 분석 및 다읍

>1
기관에 회랑

•

국무부 (DOS)

상무부 (DOC)

국방부 (DOD)

ACDA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

15일이 경과한 후에，

DOE는부속협정올 1<
송인하고，신청자에게

공지합.

DOE가 신청자에게 1<
공지

Source: U.S. Department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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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협청의 경우:

다른 기관파의 합의후 DOE는

제안된 이전올 Federal Register
에 발표. 500 그햄 이상의 플루

토늄올 포함하는 것과 같은 특

정 경우는 의회에 보고

기술이천의 겸우:

만약 DOE 스랩과 다른 기관이 1<

합의 한다면， 송인 추천이 DOE
장관에게 제출휩.



그림 5-3. 원자력 관련 이중사용 품목의 허가 절차

(컴퓨터， 질량분석기， 고속카메라， Hot Isostatic Press, 오실로스코프 퉁)

SNEC이
거부를권고

하는 경우

>1 DOC, 신청자에게 1<
공지

DOE가 거부를

권고하는 경우
<-

<

π

부
’

Vt

m

뼈m

화

m
pE

뼈
에

e
U

「

ν
“
、
l

때
￠
’
때
.
뼈
E

-
따〔
비빠Q

떠

DOE가 기관간

협의룰 권고하는

경우

Source: U.S. Department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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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재수출 통제

원자력 수출통제에서 중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는 수출된 품복에 대해

공급국이 계속 통제권올 갖는 재수출 통체 조항이다. 아는 수입국이 재수

출하기 위해서는 공급국의 재수출 사전동의를 획득하여야 하는 재수출 사

전동의권의 확보로 구체화된다. 한국의 전략물자수출입제도에는 이와 같은

재수출 사전동의 조항이 포함되어 었지 않으며 전략기술수출제도에는 이

전금지 지역으로 재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공급국악 계속적인 통제

권의 일부만올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제도훌 통해 재수출 사전동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으며，

한국이 재수출 사전동의권올 도입하고， 향후 한국의 원자력 수출에 있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미국의 재수출 사전동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미

국의 제도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국제척인 체제로 회원국에게

재수출 사전동의권올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NSG Part 1지침과 원자력과

관련한 미국의 재수출 사전동의 제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가. NSG Part 1의 재이전 통제 (1994년 4월)

NSG Part 1 지침의 재이전 통제애 대한 내용은 지침 문단 l과 문단 10

에 나타나 있다.

운단 1의 원푼은 다음과 같다: "The following fundamental principles

for safeguards and export controls should apply to nuclear transfers for

peaceful purposes to any non-nuclear-weapon State and, in the case of

controls on retransfer, to transfers to any State. In this connection,

suppliers have defined an export trigger list and agreed on common

criteria for technology transfers."

개정되기 전의 문단 l의 내용은 핵무기 비보유국으로의 원자력 수출올

통제대상으로 언급하였으나， 재수출에 대해서는 핵무기 보유국올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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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룰 통제대상 국가로 설정하도록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보다 엄

격한 내용으로 바뀌게 된 배경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원자력 활동올 통제

함으로써 중국이 파키스탄 동 핵개발 의혹국에 대한 원자력 지원올 차단하

기 위한 것이다.

문단 10에논 보다 구체적으로 재수출 통제의 기준올 제시하고 있다. 문

단 10의 원문은 다음파 같다. “Controls on retransfer. 10. (a) Suppliers

should transfer trigger list items, including technology defined under

paragraph (31), only upon the recipient' s assurance that in the case of:

(1) retransfer of such items, or (2) transfer of σigger list items

derived from facilities originally transferred by the supplier, or with the

help of eQuipment or technology originally transferred by the supplier;

the recipient of the retransfer or transfer will have provided the same

assurances as those required by the supplier for the original transfer.

(b) In addition the supplier’s consent should be required for: (1) any

retransfer of t.꾀gger list items and any transfer referred to under

paragraph 10 (a) (2) from any State which does not require full scope

safeguard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a)32) of these Guidelines,

as a condition of supply; (2) any retransfer of the facilities, major

critical components, or technology described in paragraph 6; (3) any

transfer of facilities or major critical components derived from those

items; (4) any retransfer of heavy water or weapons-usable material."

31) Paragraph 6에서 정의한 기술은 재처리， 농축， 중수생산 시설과 관련된 기술이

다.

32) Paragraph 4 (a)는 수입국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선원 및 특수

핵분열성 물질에 대해 IAEA와 안전조치 협정올 발효시켰올 때에만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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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10에서는 이전된 기술에서 파급된 통재품목의 경우에도 공급국의

재수출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핵무기 보유 여

부에 관계없이 수입국이 전면안전조치룰 수출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올

경우에는 재수출 사전동의권올 반드시 확보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DOC에서 관리하는 수출관리법 DOE의 외국 원자력

활동 지원 규정 (10 CFR Part 810) 동에 NSG 퉁 미국이 참여하거나 공표

한 대외정책 및 국제 규범의 춘수를 위해 수출통제 하는 것올 명기하여

NSG 동의 지침이 미국에서 법적근거 하에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

련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Section

3(2)(B)..... to fulftll its declared international obligations". “10 CFR Part

810.10.(b)(8) Any other factors that may bear upon the political,

oreconomIC, security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U.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agreements or treaties."

나. 미국의 재이전 통제

1) 재이전 통제에 있어서 DOE와 DOC의 역할

기관은 DOE, DOC

관련원자력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수출통제 시스탬내에서 원자력 전용품목， 기술 빛

이중사용 품목， 기술의 재수출 통제를

이다. 위 두거관에서 재수출 통제하고 있는 품목에는 중복된 부분이 있는

데， 수출관리령에 의하면 DOC의 통제품목 중 미국의 다른 정부기관에서

통제하고 있는 품목과 기술에 대해서는 통제권한올 양보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 전용품목 및 기술에 대한 주 통제기관은 DOE가 되며， 원자력 관련

이중사용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주 통제기관은 DOC가 담당하고 있다. 다음

에서는 미국 수출관리령의 원문을 참조하면서 원자력 수출통체에 있어 기

관칸 역할 분담올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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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관리령 15 CF‘R § 778.1(b)에 따르면， 핵비확산과 관련한 DOC

의 통제는 기본적으로 NRC, DOE, DOS의 통제를 보충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5 CFR P따t 778 (확산 통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

778.1. PURPOSE ... (b) Related Legislation. These controls supplement

those exercised by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under the Atomic Energy Act of 1954, as

amended by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Act of 1978 and other

statutes, and by the Office of Defense Trade Controls, Department of

State, under the Arms Export Control Act of 1976. (See § 770.10'>

미국 수출관리령 15 CFR § 770.3(a)(3)에 따르면 DOC의 수출관리령은

다른 미국 정부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물품과 기술 데이터에는 적용되지 않

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15 CFR §770.3(a)(3)에 의해 DOC가 통제하지

않는 수출에 대한 내용이 15 CFR §770.10에 보다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의 (e)에는 원자력법에 속하는 불품 (commodities)이 DOC의 통제

대상이 아님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출관리령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5 CFR P，하t 770 (수출

허가 일반 원칙 빛 관련 정보). §770.3 (PROHIBITED EXPORTS). (a)

General Provision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 § 770.4, 770.5, and

770.6, the export from the United States of all commodities, and all

technical data as defmed in § 779.1, is hereby prohibited unless and

until a general license authorizing such expoπ shall have been

established or a validated license or other authorization for such export

shall have been granted by the Office of Export Licensing, except -

(1) 생 략， (2) 생 략， (3) Exports of comm어ities and κchnical data

controlled by another U.S. Government agency (See § 770.10). "§ 770.10

(EXPORTS WHICH ARE NOT CONTROLLED BY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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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a) to (d) 생략， (e) Commodities Subject to

Atomic Energy Act. Regulations administered by the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Washington, D.C. 20555, or the U.S.

Department of Energy, Washington, D.C. 20545, govern the export of

nuclear equipment and materials. These regulations are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Atomic Energy Act of 1954, as amended. The

commodities covered by these regulations are listed in Supplement No.

3 to Part 770.

2) DOE에 의한 재이전 통제 (10 CFR P따t 810, Jan. 1, 1991)

가) DOE 통제의 적용범위

10 CFR P따t 810은 “외국 원자력 활동의 지원”올 위한 규정으로 원자

력법 (AEA)의 Section 5Th에 근거하고 있으며， DOE 장관이 시행 권한올

위임받고 있다.

10 CFR Part 810에는 재이전이라는 단어가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미국인 또는 미국기업의 책임하에 있는 외국인， 포는 미국기업의 기술이전

올 받은 외국인이 외국의 원자력 활동울 지원하지 못하논 경우를 광범위하

게 정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채이전이 제약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된 원문은 다읍과 같다. “10 CFR P하t 810.2 (10 CFR P따t 810의 적용 범

위 ). §810.2. Scope. (a) Applies to all person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who engag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production

of special nuclear material outside the United. States. (b) Applies to

activities conducted either in the United States or abroad by such

persons or by licensees, contractors or subsidiaries under their direction,

supervision, responsibility or control. (c) Applies, but is not limi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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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involving nuclear reactors and other nuclear fule cycle

facilities for the following: (중략) (d) Does not apply to expoπs licensed

by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Definition) "Person" means

(1) any individual, corporation, 없rtnership， fInn, association, σust，

estate, public or private institution, group, Government agency other

than the Department of Energy, any State or political entity within a

State; and (2) any legal successor, representitive, agent or agency of

the foregoing. Persons under U.S. jurisdiction are responsible for their

foreign licensees, contractors or subsidiaries to the extent that the

former have control over the activities of the latter."

나) 숭인 방법

미국 사법권의 관할하에 있는 사람 또는 미국기업의 계약자나 미국기업

으로 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자가 외국의 원자력 활동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협력협정 또는 그 실시약정에 의해 특별히

승인올 받거나 DOE 장관의 송인올 받아야 한다. 어와 관련된 원문은 다음

과 같다. “10 CFR P하t 810.6 (숭인 요건). § 810.6 Authorization

requirement. Section 5Th of the Atomic Energy Act in pertinent p하t

provides that: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to dire다ly or

indirectly engage in the production of any s야cial nuclear material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except (1) as specifically authorized under

an agreement for cooperation made pursuant to section 123, including a

S않cific authorization in a subsequent arrangement under section 131 of

this Act, or (2) upon authorization by the Secretary of Energy after a

determination that such activity will not be inimical to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Provided, That any such determination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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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ary of Energy shall be made only with the concurrence of the

Department of State an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the

Department of Commerce, and the Department of Defense.

다) 일반적으로 숭인된 활동

DOE에서는 외국의 원자력 활동 지원 숭인과 관련하여 두가지 범주를

상정해 놓고 있는데， 하나는 DOE 장관의 특별승인이 필요없는 활동이고，

나머지 하나는 DOE 장관의 특별송인올 획득해야 하는 활동이다.

DOE 장관의 특별승인이 필요없는 활동에는 공개적인 정보의 제공， 중

대한 사고를 가져올 수 있는 방사선 위기를 방지， 대처하기 하기 위한 정

보， 지원의 제공， 미국내에서 미국과 파EA간의 안전조치 협정의 실행，

DOS에 의해 숭인된 프로그램에의 참여， 미국 정부기관에 의해 승인된

IAEA 프로그램에의 참여 빛 lAEA 직원으로의 활동， 공개회의에의 참석，

특별숭인이 요구되는 활동에 의하지 않는 직접 또는 칸접적으로 미국 이외

에서 특수 핵물질의 생산에 관여하는 행동 퉁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10 CFR Part 810.7 (얼반적으로 승

인된 활동). 용 810.7 Generally authorized ac디vities. In accordance with

section 57b(2) of the Atomic Energy Act, the Secretary of Energy has

determined that the following activities are geneally authorized, provided

no sensitive nuclear technology is transferred: (a) Furnishing public

infonnation, (b) Furnishing information or assistance to prevent or

correct a current or imminent radiological emergency posing a

significant danger to public health and safety, (c) Implement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Uni않d States of America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the 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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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d) Participation ih exchange programs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States in consultation with the Department of En많gy，

(e) Participation approved by a U.S. Government agency in lAEA

programs, and activities of IAEA employees whose employment was

approved. by the U.S. Government, (f) Participation in open meetings,

(g) Otherwise engaging directly or indire다ly in the production of

S야cial nuclear material outside the United States in ways that (1) do

not invole any of the countries listed in § 810.8(a) and (2) do not

involve production reactors, enrichment, reprocessing, fabrication of

nuclear fuel containing plutonium, or production of heavy water, as

described in § 810.8(c) (1) through (5). ~ (Definition) "Production

reactor" means a nuclear reactor s많cially designed or used primarily

for the production of plutonium or uranium-233.

라) 특별숭인이 요구되는 활동

위 문단에서 언급한 활동 이외의 지원활동， 특히 다음에 언급할 활동은

DOE 장관의 특별승인올 획득하여야 한다. 특별승인이 필요한 활동은 크게

3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첫번째는 51개 국가와 관련하여 직접 포는 간접으

로 특수 핵물질 생산에 관여하는 행위이고， 두번째는 모든 국가에 대해 민

감 원자력 기술올 제공하는 행위이다. 민감 원자력 기술이란 잡지 또는 공

공 도서관 풍에서 획득할 수 없는 모든 정보로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

리 시설， 중수생산 시설의 설계， 건설， 조립， 운용， 유지에 중요한 것으로

유형 및 무형의 정보를 의미한다. 세번째는 모톤 국가에 대해 원자로 및

민감시설과 관련하여 지원올 제공하거나 관여하는 행위 풍어다. 특히， 이

범주에는 완전한 원자로 및 재처리， 농축시설 이외에도 그러한 시설에 사

용되는 부분품의 설계， 제조， 조립， 운용， 유지 퉁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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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10 CFR P따t 810.8 (특별숭인이 요

구되는 활동). § 810.8 Activities requiring specific authorization. Unless

generally authorized by § 810.7, a person requires specific authorization

by the Secretary of Energy before: (a) Engag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production of special nuclear material in any way of rhe

countries listed below: (북한올 포함한 51개국). Countries may be

removed from or added to this list by amendments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b) 깐'Oviding sensitive nuclear technology for

an activity in any foreign country; (c) Engaging in or providing

assistance in any wa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with respect to any

foreign country: (1) Designing production reactors or facilities for the

separation of is야때es of source or s야cial nuclear material (enrichment),

chemical processing of irradiated speci떠 nuclear mat많ial (reprocessing) ,

fabrication of nuclear fuel containing plutonium, or the production of

heavy water; (2) Constructing, fabricating , operating, or maintaining

such reactors or facilities; (3) Designing, constructing, fabricating ,

0맺:ra뻐g or maintaining components specially designed, modified, or

adapted for use in such reactors or facilities; (4) Designing,

constructing, fabricating, operating or maintaining major critical

components for use in such reactors or production-scale facilities; or (5)

Training in the activities of paragraphs (c) (1) to (4) of this section.

마) DOE 장관 특별숭인 허가 절차 및 기준

10 CFR § 810.8에서 특별 승인아 필요한 것으로 규정한 활동올 지원하

기 위해서는 미국 DOE에 특별숭인올 요청하여야 한다. 특별 숭인의 허가

신청은 "person"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의에 의하면 "person"은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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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관할하에 있는 사랍으로 되어 있으며， 그가 외국의 계약자나 라이

선스를 받은 자를 통제하는 책임올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경우 특

별 승인의 허가 신청은 기술도입 계약관계에 있는 미국기업올 통해 DOE

에 신청하여야 한다.

DOE 장관은 DOS의 동의 및 ACDA, NRC, DOC, DOD와 협 의한 후에

그 활동이 미국의 이익에 해롭지 않다고 결정하게 되면 허가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결정올 하기 전에 DOE 장관은 다음의 사항올 고려하여야 한다.

이 고려사항에는 미국이 국제적으로 맺은 협정이나 조약의 의무사항이 포

함되어 있다.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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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과 미국감의 원자력 협벽협정 체결 여부;

해당국의 NPT 회원국 또는 Tlatelolco 조약 회원국 여부;

해당국의 IAEA 전면안전 조치 협정 발효 여부;

만약 해당국이 그러한 협정올 발효하지 않은 경우， 제안된

활동에 대해 IAEA 안전조치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는지 여

~ .'7
제안된 활동에 적용가능한 다른 비확산 통체 또는 조건;

제안된 활동의 상대적인 중요성;

다른 원천으로 부터의 유사한 지원 가능성;

미국의 정치， 경제， 또는 안보 이익에 영향올 미철 수 있는

다룬 요인들. 여기에는 국제 협약 또는 조약에 의한 미국의

의무가 포함됨.

만약 제안된 활동이 § 810.3에서 정의한 “민감 원자력 기술”의 수출을

포함한다면， 원자력법 127조， 128조 및 미국의 국제적인 공약에 의한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DOE 장관의 특별숭인 허가 약 30일 후에 DOE

장관의 결정 문서 사본은， 만약 허가 신청자가 문서의 공개가 기업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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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영향올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하에， DOE의 Public Hearing Room에서

그것올 요구하는 사랍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10 CFR Part 810.10 (특별숭인의 허

가). § 810.10 Grant of specific authorization. (a) Any person proposing

to provide assistance for which § 810.8 indicates specific authorization

is required may apply for the authorization to the U.S. Department of

Energy , Washington, DC 20많5， Attention: Director, Division of

Politico-Military Security Affairs, DP一332， Office of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b) The Secretary of Energy will approve an

application for specific authorization if he determines, with the

concurrence of the Department of State an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Ann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the Department of Commerce, and the Department of

Defense, that the activity will not be inimical to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In making this detennination, the Secretary will take into

account: (1) Whether the United States has an agreement for nuclear

c∞P앙ation with the nation or group of nations involved; (2) Whether

the country involved is a party to the NPT, or a country for which the

Treat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Treaty of Tlatelolco) is in force; (3) Whether the country involved has

entered into an agreement with the lAE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on all its peaceful nuclear activities; (4) Whether the

country involved, if it has not entered into such an agreement, has

agreed to accept lAEA safeguards when applicable to the proposed

activity; (5) Other nonproliferation controls or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proposed activity; (6)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th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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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7) The availability of comparable assistance from other

sources; (8) Any other factors that may beat:~upo~ the political,

economic, or security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U.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agreements or treaties ‘ (c) If the

proposed assistance involves the export of "sensitive nuclear

technology" as defined in § 810.3, the requirements of sections 127 and

128 of the Atomic Energy Act and of any applicable U.S. international

commitments must also be met. (d) Approximately 30 days after the

Secretary ’s grant of a specific authorization, a copy of the Secretary's

det밍ruination may be provided to any Person requesting it at the

Department’s Public Reading R∞ill， unless the applicant subm~ts

information showing that public disclosure will cause substantial harm

to its competitive position. This provision does not affect any other

authority provided by law for the Department not to disclose

information.

3) DOC에 의한 재수출 통제 (15 CFR P따t 779.8, Feb., 1993)

미국 DOC에서는 미국의 상품， 기술어 포함된 통제 품목에 대해서 채수

출 통제를 엄격히 실행하고 있다. DOC에서의 기술에 대한 재수출 통제는

15 CFR Part 779.8에 나타나 있다. 미국 DOC의 재수출 통제 규정올 살펴

보기 전에 몇가지 사항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참조가 될 것이다.

가) 수출관리령에서의 용어 정의

수출관리령 (15 CFR 중 일부)에서는 ‘사랍(person) ’의 정의를 매우 광범

위하게 설정하여 미국인 뿐만 아냐라 미국 이외 국가의 국민도 포함하고

었다. 또한 매우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가 무엇이 미국 기술인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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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 미국 원천기술의 정의를 살펴보연 다음과 같다. 즉 미국 원천기술

자료 (U.s.-@igin TSChnic허 Data) 에 기초한 외국의 기술과 관련하여， 미

국 원천 기술자료는 그것이 고쳐지거나 (r려rawn)， 사용되거나， 차문올 받

거나， 또는 외국에서 어떤 다른 원천의 기술 자료와 어떠한 측면에서 혼합

되어도， 그것이 갖고 있는 미국 원천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정의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어떠한 미국 원천 기술자료에 기초하여 또는 이것올 사용하

여 외국에서 어떠한 공장이나 장비， 또는 그것의 부품의 설계， 건조， 운용

포는 유지를 위해 마련되었거나 또는 엔지니어드(engineered)된 어떠한 후

속적인 또는 유사한 기술자료는 원래의 미국 원천 기술자료에 적용되는 미

국 수출관라규정의 적용대상이며， 재이전에 수출라이선싱국의 허가를 획득

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포함된 것이다. 여기서 기술자료라 함은 기술， 기술

차문， 소프트웨어 퉁올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수출관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과 미국 원천기술의 정의에 판한 원문

은 다음과 같다. "15 CFR 770.2 DefInitions of Terms (용어정의). Person

or Firm. An individual, corporatioon, p하tnership， association, company,

or any other kind of organization, situated, residing , or doing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or any foreign country, including any government

or agency thereof, as well as a citizen or national of the United States

or any foreign country."

"15 CFR 779 Supplement No. 1. Technical Data Interpretations. 1‘

Technology Based on U.S.-Origin Technical Data. U.S.-origin technical

data does not lose its U.S.-origin when it is redrawn, used, consulted,

or otherwise commingled abroad in any respect with other technical

data of any other origin. Therefore, any subsequent or similar technical

data prepared or engineered abroad for the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or maintenance of any plant or equipment, or part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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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based on or utilizes any U.S.-origin technical data, is subject

to the same U.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that are applicable

to the original U.S.-origin technical data, including the requirement for

obtaining Office of Export Licensing authorization prior to

reexportation."

나) 허가가 필요한 재수출

15 CFR Part 779.8에서는 미국의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통제품

목의 수출에 춧접올 맞추어 통제하고 었다. 이 조항에서는 법적으로 금지

하는 상황으로 세가지률 제시하고 었다. 첫째， 미국으로 부터 수출된 기술

자료를 수입국이 직접 포는 간접으로， 전체 또는 부분으로 재수출하는 것

올 금지한다. 툴째， 수입국이 미국의 기술자료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전체

포는 부분으로 재수출할 것이라는 사전지식하에 그 나라로 기술자료를 수

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는 셋째， 미국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품

목 (버reet product)이 15 CFR 779.4(f)33) 또는 779.5(e)( l)34)의 조항에 포함

되는 물품언 경우， 미국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외국에서 직접 생산한 품목

또는 미국 기술자료를 직접사용하여 생산한 공장 또는 주요 품목에 의해

생산된 품목올 국가군 Q, S, W, Y, 235), 중국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33) 15 CFR 779.4(f) 조항에 포함되는 품목은 일반허가 GTDR로 수출할 수 없는

기술자료를 나타내고 있다. 이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품목은 DOC의 수풀통

제품목리스트 (CCL)의 유허허가요구항에 국가군 W가 명시되어 있는 품목， 또

는 상풍분류번 (ECCN)에서 제일 뒷자리의 기호가 A로 표기되어 있는 품목을

의미한다. 원자로의 경우 유효허가요구항에 W 국가군이 포함되어 있어 15
CFR 779.4( f) 조항에 포함되는 품목이다.

34) 15 CFR 779.5(e)( l) 항에 포함되는 품목은 maritime nuclear propulsion plants
and related commodities 이 다.

35) Country Group Q: Romania; S: Libya; W: Czech Republic, Poland, Slov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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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금지한다.

위의 활동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수출허가국(Office of Export

Licensing)으로 부터 특별히 허가률 획득하여야 한다.

이와 판련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15 CFR Part 779.8 (기술 데이터와

그것의 제품에 대한 재이전 통제). 용 779.8 REEXPORTS OF

TECHNICAL DATA AND EXPORTS OF THE PRODUCT

MANUFACTURED ABROAD BY USE OF UNITED STATES

TEC}핍lCAL DATA. (a) Prohibited Exports and Reexp아ts. Unless

specifically authorized by the Office of Export Licensing, or otherwise

authorized under the provisions of § 779.8(b) below, no person in the

United States or in a foreign country may -- (1) Reexport any

technical data im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whole or in part, from the authorized country(ies) of ultimate

des파la디on; (2) Export any technical data from the United States with

the knowledge that it is to be reexported, 마rectly or indirectly, in

whole or in paπ， from the authorized country(ies) of ultimate

des파lation; or (3) Export or reexport to Country Group Q, S, W, Y, or

Z,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or any foreign produced direct

product of U.S. technical data, or any commodity produced by any plant

or major component thereof which is a direct product of U.S. technical

data, if such direct product or comm여ity is covered by the provisions

of 용 779.4(f) or § 779.5(e) (1). .. (De파1ition) "Technical Data" is

understood to include both "technology" (i.e., technical data and

Republic; Y: Albania, Bulgaria, Cambodia, Estonia, Laos, Latvia, Lithuania,
Mongolian People ’s Republic, Confederation of Independenct States
(Includes all geographic areas formerly p떠1: of the USSR); Z: Cuba, North
Korea,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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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assistance) and "software". ~ (Definition) "Direct product"

means the imm어iate product (including processes and services)

produced directly by the use of technical data."

다) 허가가 필요없는 재수출

상무부에서는 상품의 중요도와 재수출되는 상황에 따라 허가요구를 면

제해 주고 있다. 이와 같어 재수출 허가가 면제되는 상황은 4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재수출 시점에서 특정 기술 자료가 기술 자료에 대한 일

반허가인 GTDA 또는 GTDR에 의해 미국으로 부터 특정 지역으로 수출훨

수 있다면 이 기술 자료는 재수출 허가를 펼요로 하지 않는다. 풀째， 다음

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어 COCOM의 승언올 받은 것은 재수출 허가를 필

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조건이란， (i) 상품분류의 제일 뒷자리 변호가

"A"인 것， 그리고 (ii) COCOM 회원국으로 부터 재수출인 경우， 그리고

(iiD COCOM 회원국이 정한 허가 숭인 조건에 일치되는 경우， 그리고 (iv)

국가군 Q, W, Y, 중국으로 재수출 하는 경우이다. 셋째， §774.2 조항에 의

해 허용되는 채수출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 수출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 넷째， COCOM 회원국 및 협력국으로 부터 소프트웨어를 중국으로 재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기술되어 있는 중국 또는 Q , W, Y 국가군

에 대한 Advisory Note의 요건올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 § 779.8 (b) Permissive Reexports.

(1) Exportable under General License GTDA or GTDR. Any technical

data which have been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may be

reexported from any destination to any other destination, provided that,

at the time of reexport, the technical data may be exported directly

from the United States to the new country of destination under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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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GTDA or GTDR, and provided that all of the requirements and

conditions for use of these general licenses have been met. (2) COCOM

Authorization. (3) Direct Product. Separate specific authorization by the

Office of Export Licensing to export or reexport the direct product of

U.S. origin technical data is not required if the direct product, were it

of U.S. origin, could be ship야퍼 under any of the permissive reexport

provisions of § 774.2. (4) People ’s Republic of China.

라) DOC에서의 재수출 허가 절차

상무부 (DOC)에 대한 기술 자료의 재수출 특별 허가 또는 기술 자료를

이용한 품목의 수출 특별 허가논 Form BXA-699P를 작성하여 상무부 수

출통제국 수출허가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 자료 및 그로 부터 생

산된 품목의 수출， 재수출 허가 신청을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

으나 §770.2 (수출허가 일반정책)에서 없son 또는 frrm을 미국의 기업 및

사람 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업 및 사랍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허가 신청에 특별환 제약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원문은 다음

과 같다. “ § 779.8 (c) (1) Submission of request for reexport

authorization. Requests for specific authorization to reexport technical

data or to export any product thereof, as applicable, shall be submitted

on Fonn BXA-699P, Request for Reexport Authorization, to: Office of

Exp야t Licensing, P.O. Box 273, Washington, D.C. 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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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철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에 대한 한국의 대웅

1.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통제 제도의 현황

가. 배경

한국은 현재 COCOM 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전략불자 및 전략기술에

대한 수출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출통제 제도가 도입된

직접적인 계기는 1987년의 한국과 미국간 COCOM 수출통제에 대한 양해

각서 교환이다. 한국과 미국간의 수출통체에 관한 1987년의 양해각서 쿄환

은 미국 수출관리법 5조 k항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의회가 정부에게 미국

의 수출통제에 준하는 수출통제를 다른 국가가 시챙할 수 있도록 다른 국

가와 협상할 수 었는 권한올 부여한 조항으로， 미국 정부는 협상의 수단으

로 수출허가 과정에서 빠른 수속 동의 이른바 9가지 혜택36) (nine

36) 미국 수출관리법 5조 k항에 의거한 9가지 혜택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AS, Eindinl! Common Cround: U.S. RxPOrLControls in a Chan.'!ed
Global Environment, National Academy Press, Was비ngton， D.C., 1991.)

CD G-Com: COCOM 및 COCOM 협력국에 대한 일반허가 (Grneral License)
로， 행정예외품목올 수출관리규정 (EAR)의 Part 771.18에 있는 국가로 수출하

는 것을 인가한다. G-Com은 또한 자유세계에 대한 일반허가에도 대부분 적용

된다.

(2) GCG: 협력정부에 대한 얼반허가로， 수출관리규정 (EAR) 의 Part 771.14에서

지명한 국가의 정부기관에게 모든 국가안보 통제품목을 일반허가로 수출하는

것을 인가한다.

@ G-CEU: 보증된 최종사용자에 대한 일반허가로， 수출관리규정(EAR)의

Part 771.20에 있는 협력국가의 정부에 의해 “사실상 통제되는” 것으로 규정된

조직이나 개인에게 슈퍼컴퓨터를 제외한 모듣 국가안보 통제품목올 일반허가

로 수출하는 것올 인가한다.

@ 15/15 day: 이것은 EAR의 P따t 770.14에 있는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허가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연장이 요구되면 추가 15일 이내에 허가

처리를 완결하는 내용이다.

@ PRC reexport: EAR의 P없t 774.2(j) 에 있는 국가들이 PRe (중국)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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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올 제공하고 있다.

1987년부터 1992년까지는 한국의 수출통제 시행올 위한 국내제도 정비

및 법제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1990년 7월에는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빛 통관증명서 발급제도의 시행올 시작하였다. 1992년 11월에는 대외무역

법올 개정하여 전략불자 수출업체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

한 법적 근거의 마련에 따라 1993년 7월에는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를 고시

하였으며 1993년 10월 l일부터 전략물차 수출업체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전략불자 수출입공고는 상품에 대한 수출통제를 목적으로 하며 대외무

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략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의 고시와 같은 시기인 1993년 7

월에 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를 둔 전략기술 수출공고가 고시되어37) 전략물

자와 관련된 전략기술의 수출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전략불자 수출입공고

전략불자 수출입공고에서 통제하고 있는 품목은 148개 품목군에 1,200

여 품목이며， 세부적으로는 일반산업용 물자가 103개군， 방산 물자가 21개

Line" 아래에 있는 툴품을 미국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중국에 재수출하는 것

올 허용한다.

@E따lanced DL: EAR의 Part 773 부록 2와 8에 있는 국가에게 distribution

license 아래서 보다 민감한 물품을 수출하는 것올 인가한다.

® G-COCOM: COCOM에 대한 얼반허가로， 수출관리규정(EAR)의 Paπ

771.24에 있는 국가에게 COCOM에 알려는 품목 (완전한 검토가 아닌) 및

PRe "Green Line" 아래에 있는 물품을 일반허가로 수출하는 것을 인가한다.

® ReexpOrt to COCOM: EAR의 P따t 774.2(k) 에 었는 국가에게 국가들 사이

의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가안보 통제품목올 미국 정부의 사

전승인 없이 채수출하는 것올 허용한다.

® GCT: COCOM 내부거래에 대한 일반허가로，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

의 모둔 국가안보 통제품목올 eOCOM 국가에게 수출하는 것올 허용한다.

37) 전략기술 수출공고는 93년 12월 29일 개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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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핵관련 물자가 24개 군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기관은 품목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

산업용 불자는 상공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었으며， 방산 물자는 국방부에서，

핵관련 물자는 과학기술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포한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상의 모든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판은 관세청에서 판장하고 았다.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에서는 수출제한 지역올 세가지로 구분하여 관리하

고 있는데， “가” 지역군은 원칙적인 수출금지 지역으로 167~ 국이 포합되어

있으며， “나” 지역군은 COCOM 회원국 및 협력국 24개국올 의미하는 것으

로 수출허가가 면제될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다” 지역군은 “가”， “나”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허가가 필요한 지역올 나타내고 있다.

전략불자 수출입공고에서는 수출허가의 요건으로 수출물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수출물품의 수입국가 및 금액， 수출자 및 수입자의 거래 부적격

차 여부， 수출물품이 통제 대상국으로 유출될 가농성 둥이 있으며， 여러한

판단기준올 통해 수출허가 의사결정올 내리고 었다.

대외무역법 제 67조는 전략물자의 수출입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각종

사항의 위반시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출가액의 3배 이하 벌끔으로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었다.

다. 전략기술 수출공고

전략기술 수출공고는 앞서 살펴본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와 유사한 체제

로 되어 있으며， 전략물차와 관련된 기술정보 및 기술자료， 기술서비스의

수출통제를 정하고 있다. 전략기술 수출공고는 전략물자의 일반산업용 물

자， 방산 물자， 핵관련 불자와 관계된 모든 71술와 수출올 관리하며， 과학

기술처 장관이 수출승인올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출숭인시 상공자원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수행에 중

대한 영향올 미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무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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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았다.

전략기술 수출공고에는 수출허가에 필요한 조건이 전략불자 수출입공고

상의 물품수출보다 까다롭게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다” 지역으로 기

술올 수출하는 경우에는 최종사용자 중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방산 및

핵관련 물자와 관련된 기술일 경우에는 수입국의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며，

수출되는 거술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올 “가” 지역으로 재수출하지 않

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관세청의 전략물자 수출입 통관요령

관세청에서는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에 명시된 물품의 수출입 통판요령올

1993년 7월에 고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출업자는 전략불자 수출허가 또

는 포괄수출허가 사실이 표시된 수출송언서와 전략물자 수출허가서 (세관

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략물자 여부의 확인은 여러 가지 방법올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전략물자 목록， 전략물자가 속한 HS 코드번호중 전략

불자에 속하지 않는 물품 목록， 국내생산 전략물자 목록 동올 활용한다. 또

한 수출허가기관장이 발급하는 전략물자 판정서， 전략물자 비해당신고서

등이 전략물자 여부 확인올 위해 사용된다.

마. NSG 지침과의 비교

NSG Part 1, 2 통제 품목 및 지침과 현재 한국에서 COCOM올 바탕으

로 시행중인 전략불자 및 기술 수출 통제제도와 비교하여， 향후 NSG 제도

를 한국에 도입할 때 보완해야 하는 사항에 무엇인가 알아보기로 한다. 전

략물자와 전략기술의 규정 빛 품목은 통일한 것으로 되어 있다.

NSG Part 1, 2의 지침과 한국 제도와의 비교는 표 5-4 에 제시되어 었

다. 이 표에 따르면， 한국은 원차력 전용품목의 수출에 대해， 핵폭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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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보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전의 전제조건으로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최종사용자와 관련해서는 최종사용자 증명서를 요구하고 었다. 또

한 수출금지 지역으로의 재이전올 금지하고 있으며， 엄격한 처벌 조항올

채택하고 았다. 원자력 전용품목의 수출과 관련한 이러한 한국의 통체제도

중에서 NSG Part 1 지칭의 요구에 부족한 부분은 전면안전초치 요구， 재

이전시 공급국과 동일한 허가기준올 적용하도록 하는 보증 확보， 목적지에

관계없이 재이전시에는 사전동의권올 확보하는 일， 그리고 물리척 방호 보

증 확보 퉁 이다.

원자력 이중사용 품목의 통제에 있어서， 한국은 전용 품목 보다는 탄순

한 규정올 채택하고 있는데， 최종사용자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수출금

지 지역으로의 재이전 금지， 규정 위반시의 처벌 둥올 포함하고 았다. 따라

서 NSG Part 2 지첨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부족한 부분은 핵폭발 사용금

지 및 비안전조치 핵주기 활동에의 사용금지 보증올 확보하는 일과 최종사

용자 진술서에서 사용 복적과 장소 풍에 대한 부분， 재이전에 대한 사전동

의권올 확보하는 일 등이 었다.

바. NSG 통제 품목과의 비교

NSG 통제 품목 중 일부는 현재 한국에서 시행중인 수출통체제도에 의

해 통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중복성 검토는 원자력공급국그룹 (NSG) Part

2 이중사용 품목이 전략물자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았는가를 밝히는 목적

으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원자력꽁급국그룹

(NSG)과 전략물자 품목올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5-5, 표 5-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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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쟁거， NSG, 전략물자(거술)수출입공고 허가 지침의 비교

쟁거 NSG NSG
전략물자 천략기술하。 오..,

위원회 Part 1 Part 2

1. 핵폭발 사용금지 보중
。 O 。 。 。

확보
(전용품목) (전용품목)

2. 비안전조치 핵주기 활동 x × O × ×
사용금지 보중 확보

3. 이전의 전제조건으로
。

O 。

O (전면안전 ×
(전용품목) (전용품목)안전조치 요구

조치)

4. 재이전시 원공급국과

O X ×동일한 허가 기준 적용 O ×
보중확보 (안전초치

에 대해)

5. 최종사용자 진술서
× × O 。 。

(목적， 장소)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자

충명서) 종명서)

。 O
。 。

6. 재이전 사전동의 요구 ×
(수출긍지 (수출금지(모든국가) (비회원국)
지역으로 지역으로

재이전 채이전

금지) 금지)

7. 몰리적 방호 보중 확보 × O X × ×

8. 처벌 조항 × × 。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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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1의 품복은 1994년 4월의 회의를 통해 많은 세부 품목이 추

가되었기 때분에 전학물자 수출입제도에 포함되는 품목의 수가 감소하였

다. 개정된 품목올 기준으로 할 때 약 67% 정도의 품목이 현재 한국의 수

출통채제도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요한 품목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포함되지 않는 대부분의 품목은 중요 시설 및 장비의 주

변 부대 사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NSG Part 2 품목 65개 중에서는 29개 품목이 전략불자 수출입제도의

일반산업불자， 방산물자， 핵관련 물자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NSG Part

2 품목의 45% 정도가 통제되고 있다.

2. 원자력 수출통제에 의한 수풀파급 효과 분석

원자력 전용 품목과 달리 NSG 이중사용 품목은 원자력 산업 이외의 산

업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애 가입 결정에 앞서 이중사용 품목올 수출 통

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원자력공급국그룹 Part 2 품목의 지속적인 관리와 통체의 효율성올 위

해서는 각 품목의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한국 통일상품 분류표 (l{SH)상의

코드를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 통일상품 분류표 (l{SH)는 10단위

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6단위까지의 숫자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7단

위 이후부터는 각국의 상황에 맞도록 설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I 10단위의 HS 코드는 원자력공급국그룹 (NSG)의 이중사용

품목 정의보다 광범위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이중사용 품목은 너무

세부적이어서 HS 코드집상에서 구별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일

부 품목은 HS 코드와 구성이 상이하여 여러 개의 HS코드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이중사용 통제품목의 수출액올 HS 코드를 통

해 분석하게 되면 파악되는 액수가 실제 액수보다 크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I HS 코드를 통해서 이중사용 통제품목의 수출액올 파악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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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올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중사용 품목에 대한 HS 코드를 바항으로 하여 수출 대상국을 핵확산

위험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통제품복언 이종사용 품목올 현재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과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품으로 구별하였

다. 이와 같이 분류된 품목은 다시 한국에서 생산되는 품목과 생산되지 않

는 품복으로 분류하여 해당 HS 코드의 수출액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나타난 결과가 다음의 표 5-7과 표 5-8 에 제시되어 있다.

표 5-7은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52개국 중 원자력공

급국그룹 (NSG) 회원국인 4개국올 제외한 48개국올 통제대상으로 하여 분

석한 결과이다. 여기서 비통제 국가군은 원자력공급국그룹 29개 회원국올

의미한다. 통제국가를 넓게 셀쩡한 경우에， 원자력공급국그룹 (NSG)에만

포함되는 이중사용 품목의 수출액은 l억 6천만불이며 야를 국가군 별로

분류하여 보면， 약 1/2 수준인 7천만불이 원자력공급국그룹 (NSG) 회원국

인 비통제 국가군에 해당되며， 민갑국가로 구성된 통제 국가군에는 4천만

불이， 기타 국가군에는 약 5천만불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었다. 그리

고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에 의해 현재 풍제되고 있는 NSG 이중사용 품목

은 통제 국가군으로 2억 6천만불， 비통제 국가군으로 3억 9천만불， 기타 국

가군으로 1억 5천만불이 수출되고 있다. 따라서 넓은 통제국가를 전체로

했올 때， 생산되는 모든 NSG 이중사용 품목의 통제를 의미하는 통제범위

l의 수출액은 3억 3백만불이고， NSG에만 속하는 품목올 통제하는 통제범

위 3의 수출액은 4천 1백만붙이다. 따라서 통제국가률 넓게 구성하면， 통제

국가로의 직접적인 수출액은 통제품목의 정의에 따라 4천 l백만불에서 3억

3백만불 사이가 된다. 그랴고 기타국가를 수출허가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수출통제 대상액은 9천 2백만불에서 5억불 사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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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NSG Part 1 품목파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품목의 비교

NSG Part 1 전략물자수출입공고

1. 선원 또는 특수 분열성 물질 (Annex A)

A. 1.1 Source material 302 Natural and depleted uranium

A. 1.2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301 Special and other fissile materials

1. 원자로 및 부속 장비 (Annex B)

B. 1.1 Complete nuclear reactors 316 Nuclear reactors

B. 1.2 Reactor pressure vessels 316a Pressure vessels

B. 1.3
Reactor fuel charging and

316b Fuel element handling equipment
discharging machines

B. 1.4 Reactor control rods 316c Conσ01 rods

B. 1.5 Reactor pressure tubes 316e 안'essure tubes

B. 1.6 Zirconium tubes 304 Zirconium metal

B. 1.7 Primary coolant pumps 316f Coolant pwnps

2. 원자로에 사용되는 비핵물질

B. 2.1 Deuterium and heavy Water 303 Deuterium, heavy Water

B.2.2 Nuclear grade graphite 300 Nuclear-grade graphite

3. 조사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 빛 장비 315 조사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

B. 3.1
Irradiated fuel element Chopping 315a Fuel element chopping machines
machines

B.3.2 Dissolvers 315b Criticality safe tanks

B. 3.3
Solvent extractors and solvent 315c Counter-ctuTent solvent extractors
extraction equipment

B. 3.4
Chemical holding or storage
vessels

B. 3.5
Plutonium nitrate to oxide
conversion system

B. 3.6
Plutonium oxide to metal
production system

4. 핵연료 가공공장

Plants for the fabrication of fuel
Plants s야dally design어 for the

8. 4
elements

317 fabrication of nuclear reactor fuel
elements

5.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공장 및 장비

5.1개스원심분리기，집합체，부품 314a나 개스원심분리장치

B. 5.1.1 Rotating components 314b나 Rotor assemb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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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계속. NSG P따t 1 품목과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품목의 비교

B. 5.1.2 Static components 314b나 Molecular pumps, motor stators

5.2 개스원심분리농축공장에 사용되는 보
밀4뇨 특별히 설계， 준비된 장비와 부품

조시 A탬， 장비， 부분품

B. 5.2.1 Feed systems/product and 떠its

withdrawal systems
B. 5.2.2 Machine header piping systems

B. 5.2.3
UF6 Mass spectrometerslion

314b자
UF6 Mass s야ctrometerslion

sources sources

B. 5.2.4 Frequency changers 314b나 Frequency changers

5.3 개A확산농축에 사용되는 집합체， 부분
314a가 개스확산분리장치

프tI

B. 5.3.1 Gaseous diffusion barriers 314b가 Gaseous diffusion barriers

B.5.3.2 Diffuser housings 314b가 Gaseous diffuser housings

B. 5.3.3 Compressors and gas blowers 314b가 Blowers and compressors

B.5.3.4 Rotary shaft seals 314b가 Compressor seals

B.5.3.5 Heat exchangers for c∞ling UF6 314b가 Heat exchangers

5.4 개스확산농축에 사용되는 보조시스댐，
314b 특별히 설계‘ 준비된 창비와 부품

장비， 부분품

B. 5.4.1
Feed systems/product and tails
withdrawl system~

B. 5.4.2 Header piping systems

B‘ 5.4.3 Vacuum systems

B. 5.4.4
Special shut-off and control

314b가 Valves
valves

B.5.4.5
UF6 Mass s야~trometerslion

314b자
UF6 Mass s야ctrometers/ion

sources sources

5.5 공기역학농축공장에 사용되는 시스댐， 314a다 공기역학적분리장치

장비， 부분품 314b 특별히 절계， 준비된 창벼와 부품

B. 5.5.1 Separation nozzles 314b다 Separation nozzles

B.5.5.2 Vortex tubes 314b다 Vortex tul꽃S

B. 5.5.3 Compressors and gas blowers 314b다 압축기

B. 5.5.4 Rotary shaft s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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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계속. NSG P따t 1 품목과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품목의 비교

NSG Part 1 전략물자수출입공고

B. 5.5.5 Heat exchangers for gas cooling 314b다 열교환기

B.5.5.6 Separation element housings 314b다 분리요소 하우징

B.5.5.7
Feed systems/product and 없ils

withdrawal systems

B. 5.5.8 Header piping systems

B.5.5.9 Vacuum systems and pumps

B. Special shut-off and control
5.5.10 valves

B. UF6 mass S야!CtrometerslIon
314b자

UF6 Mass SIX껴ctrometers/ion

5.5.11 sources sources
B. UF~떠πler gas separation

5.5.12 systems

5.6 회학교환 또는 이온교환농축공장에 사 314a라 화이학교환분리 장장치

용되는 시 A댐， 장비， 부분품
314a마 온교환분리 치

314b 특별히 성계， 준비된 장비와 부품

B. 5.6.1
Liquid-liquid exchange colums

314b라 액체-액체 맥동탑 (pulse column)
(ChemicaLexchange)
Liquid-liquid cenσifugal

B.5.6.2 coαn따i다me야tors

(Chemical exchange)

B. 5.6.3
Uranium reduction systems and

314b라
전기화학적 환원기 (reduc피on

여uipment (Chemical exchange) cells)
Feed preparation systems

B. 5.6.4 (Chemical
exchange)
Uranium oxidation systems

B. 5.6.5 (Chemical
exchange)

B.5.6.6
Fast-reacting ion exchange

314b마 이온교환수지
resins/adsorbents (Ion exchange)

B. 5.6.7
Ion exchange columns (Ion
exchange)

B. 5.6.8
Ion exchange reflux systems (Ion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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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계속. NSG P따t 1 품목과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품목의 비교

NSG Part 1 전략물자수출입공고

5.7 꽤이저에 기초한 농축공장에 사용되는
314a바 원자중기법레이저동위원소분리장치

314a사 분자법레이저동위원소분리장치
시〈댐， 장비， 부분품 314b 특별히 젤계， 준비된 장비와 부품

B. 5.7.1 Uranium vaporization systems
314b바 우라늄종발 전자빔 총(AVLIS)

B.5.7.2
Liquid uranium metal handling

314b바
용융우라늄 냉각장비 및 구유형

systems (AVLIS) 용기

Uranium metal ’prl여uct ’ and
B. 5.7.3 'tails’ 314b바 생산， 부산물 수집 시λ탱

collector assemblies (AVLIS)

B. 5.7.4
Separator mod띠e housings
(AVLIS)

B.5.7.5 Su야rsonic expansion nozzles
314b사 초음속 팽창노즐(MLIS)

B.5.7.6 Uranium pentafluoride product
314b사 불확우라늄 (UFs) 생산필터 수집기collectors (MLIS)

B. 5.7.7
UFe/carrier gas compressors

314b사 UF6 운반가스 압축기(MUS)

B. 5.7.8 Rotary shaft seals (MLIS) 314b사 압축기 밀봉

B.5.7.9 Fluorination systems (MLIS) 314b사 불화처리장비

B. UF6 mass spectrometers!ion
314b자

UF6 Mass spectrometers!ion
5.7.10 sources (MLIS) sources

B. Feed systems/product and tails
5.7.11 withdrawal systems (~IS)

B.
UFtlcarrier gas separation

5.7.12 systems
(MLIS)

B.
Laser systems (AVUS , MLIS

5.7.13 and 일반산업장비 레이저 품목

CRISLA)

5.8 플라즈마 분라 농축공장에 사용되는 314a아 플라즈마 분리장치

시A댐， 장비， 부분품 314b 특별히 설계. 준비된 장비와 부품

B. 5.8.1
Microwave power sources and
antennae

B.5.8.2 Ion excitation coils 314b아 이옹여기코일

B.5.8.3 Uranium plasma gener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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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계속. NSG Part 1 품목과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품목의 비교

NSG Part 1 전략물자수출입공고
.. "

B. 5.8.4
Liquid uranium metal handling
systems

Uranium me떠l ’product’ and
B. 5.8.5 ’tails’ 314b아 생산， 부산물 수집기

collector assemblies

B. 5.8.6 Separator module housing

5.9 전자기적 농축공장에 사용되는 시스템， 314a자 전자기적 분리장치

장비，부분품 원4뇨 특별히 성계， 준비된 장비와 부품

B. 5.9.1
Electromagnetic isotope
separators

B. 5.9.2 High voltage power supplies

B. 5.9.3 Magnet power supplies

6. 중수， 중수소， 중수소화합물 생산공장 및
318 중수， 중수소 또는 중수소화합물

그장비 제조 공장

B. 6.1
Water-Hydrogen Sulphide

318b가
수소 황화수 교환공정

Exchange Towers (트레이교환탑)

B.6.2 Blowers and Compressors 318b가 수소 황화가스 압축거

B.6.3
Ammonia-Hydrogen Exchange

318b나 암모니아-수소 교환공정 (교환탑)
Towers

B. 6.4
Tower Internals and Stage

318b나
암모니아-수소 교환공정

Pwnps (단계재순환펌효)

B.6.5 Ammonia Crackers 318b나
암모니아-수소 교환공정

(암모니아분해기)

B.6.6 Infrared Absorption Analyzers 318b라 척외선홉수 분석기

B.6.7 Catalytic Burners 318b라 촉매 반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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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계속. NSG Part 1 품목과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품목의 비교

NSG Part 1 전략물자수출입공고

7. 우라늄 변환공장 빛 그 장비 319 UF6 생산공장

Especi려ly designed or pre없red

8.7.1 systems for the conversion of
uranium ore concentrates to U03

Especially designed or pre뼈red

B. 7.2 systems for the conversion of
U03 to UFs

Especially designed or pre뼈red

8.7.3 systems for the conversion of
U03 to UOz

Es야cially design뼈 or prepared
B. 7.4 systems for the conversion of

U02 to UF4

Especially design어 or prepared
8.7.5 systems for the conversion of

UF4 to UF6

Especially design때 or prepared
8.7.6 systems for the conversion of

UF4 to U metal

Es야X:l머ly design때 or prepared
8.7.7 systems for the conversion of

UF6 to U02

Especially design려 or prepared
B. 7.8 systems for the conversion of

UF6 to U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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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NSG Part 2 품목과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품목의 비교

NSG Part 2 전략물자수출입꽁고
’l II

일반산업물자

1.2
"Numerical control" units... machine

2001 "Numerical ∞nσ01" units...machine
tools t∞lis

1.3 Dmensional ins야:etion system 2006.1
Dmensional inspection or me없따n용

system
1.6 Robots and end effectors 2007 Robots. “. end effectors
2.1 Aluminum, high-strength l C02 Metal alloys. metal alloy powder....

2.8 Fibrous and filamentary materiaJs 1C10.1 Fibrous and f1Jamentary materialsA02.2

2.14 Titanium alloys IC02다 Titanium alloys

2.15 Tungsten 10여 …@ 까mgsten alloys

3.4 Filament winding machines lBOI Equipment for the production of
fibers ..... Filament wiJlding machines

3.6 나ser. 않er 없lplifieπ. and oscillators 6A05 I쳐sers

3.10
Superconducting solenoidal

3A01.5
Supeπ。nductive electromagnets or

eleαromagnets solenoids
5.3/5.4 Mechanical rotating mirror cameras 6A03 Instrumentation cameras
6.2.2 Capacitators 3A01.5 Storage capacitators

전략울지 방산물지

6.4
Hi방1 explosives or sub앙anc않 or

208.e Military explosives and fuels
mixtures

전략물자 핵관련 물자

2.2 Beryllium 309 Beryllium
2.9 Hafnium 308 Hafnium
2.10 Lithiuum 307a Uthil삐uum

2.16 Zirconium 304 Zirconium metal; alloys

3.1
Electrol앤c cells for fluo바le

322
Electrolytic cells for production of

pn쳐uction fluorine

3.5 Frequency changers 314b나 Frequency changers

3.7 M잃s speαrometel허ion sαJrres 314b자 UF6 Mass spectrometers/ion 잉urces

3.9 Valves. ∞rrosion-resis뼈1t 314b7r Valves
3.14 Electromagnetic is어ope separators 314a자 Electromagnetic 똥paration plants

4.3
Water-hydrogen sulfide exchange tray

318b
Hydrogen S띠phide-water exchange

columns Fπocess

4.4
Hydrogen-eryogenic distillation

318b Hydrogen distillation process
columns

5.2 Multistage light gas guns/high-velocity
314b바 High power elecσon beam guns

guns
8.1 Neu~n gene~Mor syste~ 320 Neutron ge~rator systems
8.2.1 Remote manipulators 315a FueLelement choPi>it!g machines
8.5 Pia뼈zed 않rbon catalysts 313 Wet-proofed Platiniz벼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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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는 미국 수출관리규정 (EAR)의 핵확산 통제 조항에서 특별국가

로 지정한 36개국 중 원자력공급국그룹 (NSG) 회원국인 아르헨티나를 제

외한 35개국올 통제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원자력공

급국그룹 (NSG)에만 속하는 이중사용 품목의 통제국가에 대한 수출액은 8

백 6십만불로 표 5-7 의 4천 1백만불 보다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다. 이

렇게 감소하는 수치는 기타 국가군에 홉수되어 기타 국가군의 수출액이 8

천 3백만불로 증가한다.

표 5-7. 통제 국가군을 넓게 정의한 경우의 이중사용 품목의 수출액

(HS코드 기준， 천불)

국 전략몰자수출입공고 원자력공급국그룹 ’93년도 합계 (’92)
가

군 생산안됩 생산됨 생산안됩 생산됨 생산안됨 생산됨

통 제
65,142 262,089 21,755 41 ,041 86,897 303,130
(35，딩8) 063,225) (2,340) (20,7Z7) ('51，쨌) 083,952)

비통제
183,009 394,735 29,019 71,706 577,744 얘6，441

(159,502) (306,977) 07,820) (56,910) 077，잃2) (363,887)

기 타
83,342 154，웠6 16,546 51,423 99,888 205,759

(71,165) 035,439) (5,841) (48,459) (π，006) (183,898)

’93년도 합계 331,493 811,160 67,320 164,170 398,813 975，웠O

(’92) (266,224) (605，없5) (26,045) (126,106) (292,269) (731,741)

그리고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NSG 이중사용 품목은

통제 국가군으로 6천 8백만불， 비통제 국가군으로 3억 9천만불， 기타 국가

군으로 3억 4천만불 수출되고 있다. 따라서 통제국가를 좁게 설정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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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되는 모든 NSG 이중사용 품목의 통제를 의미하는 통제범위 2의 수출

액은 7천 7백만불이고， NSG에만 포함되는 품목올 통제하는 통제범위 4의

수출액은 8백 6십만붙이다. 따라서 통제국가를 좁게 구성하면， 통체국가로

의 직접적인 수출액은 통제품목의 정의에 따라 8백 6십만불에서 7천 7백만

불 사이가 된다. 그리고 기타국가를 수출허가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수출

통제 대상액은 9천 2백만불에서 5억불 사이로 통체 국가군올 넓게 설정했

올 때와 같게 된다. 이것은 국가군의 분류에 따라 통제국가에서 제외되는

국가가 기타국가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표 5-8. 통제 국가군올 좁게 정의한 경우의 이중사용 품목의 수출액 ’

(HS코드 기준， 천불)

국 전략물자수출입공고 원자력공급국그룹 ’93년도 합계 (’92)
가

생산안됨 생산됨 생산안됨 생산됨 생산안됩 생산됨
군

통 제
15,456 68,914 12,216 8,639 Z1,672 77,553
(7,489) (40,628) (619) (5,268) (8,108) (45,896)

비통제
183 ，α꺼 394,735 29,019 71,706 212,028 466,441

(159,502) (306,977) (17,820> (56,910) (177,322) (363，앓7)

기 타
133,028 347,511 26,0&5 83,825 159,113 431,336
(99,224) (258,036) (7,ffJ2) (63,918) 006,786) (321,954)

’93년도 합계 331,493 811,160 67,320 164,170 398,813 975,330
(’92) (266,224) (605，않5) (26,045) (126,106) (292,269) (731,741)

본 연구에서는 HS 코드에 의한 정량적인 분석외에도 품목의 특성 등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NSG P，없t 2의 이중사용 품목은 대부분

이 널리 사용되눈 품목은 아니지만 원자력 산업과 기타 일반 산업에서 연

구장비 및 생산설비로 사용하는 품목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틀면， 원자

력 산업의 발전관련 분야 및 다른 일반 산업에서 범용으로 광범위하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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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품목， 핵무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전지에도 사용되는 물질， 우라

늄 및 플루토늄 생산에 사용되고 항공기 부품 동의 합금개발에 펼수적인

물질， 원자력 및 첨단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장비， 합금개발에 사용되는 장

비， 중수생산에 사용되고 비료공장이나 화학공장에서도 쓰일 수 있는 펌프

및 증류탑퉁이 있다.

원자력공급국그룹 (NSG) Part 2 이중사용 품목과 관련이 있는 산업은

반도체 제조 산업， 합금， 요업 및 주조 산업， 자동차 산업， 화학 및 비료 산

업， 의료기 제조 산업 퉁이며 그 외에도 다수의 첨단 연구분야에서 이중사

용 품목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품목에 대한 한국의 기술개발 능력은 중간 수준， 즉 기초적인 공

급농력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었다.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많

은 품목에 대해 기본적인 개발 능력올 보유하고 있지만 본격적안 공급능력

올 갖추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시장의 협소， 관련 부품의 부족 등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펼요에 따라서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에 의해 많은 이중사용 품목이 개발

가눔한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생산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기술개발 수준이 높은 컷으로 조사

된 품목은 Isostatic Press, 진동시험장비， 레이저， 압력측정장비， 수치제어

공작기계， 로보트 및 end-effectors, 알루미늄(고강도)， 비스무트， 보론， 칼슐

(고순도)， 섬유 및 필라멘트류 물질， maraging steel (고강도)， 텅스텐， 주파

수 변환기， 직류고전력공급71 (lOOV 이상)， 고전압직류전력공급기(2만V이

상)， 물분리 특수 패킹， 액체순환 펌프， 물‘황화수소 교환 트레이 기둥， 기

계식 회전거울 카메라， Electronic stre와(: framing , 중성자 발생 장치 등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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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웅 방안 및 고려 사항

한국은 NSG, 쟁거위원회， MTCR 풍 비확산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 체

제에 적극적으로 대웅하고자 하는 기본 입장올 유지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안에 비확산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활 웅직임올 보이고 었다. 이와 관

련하여 1994년에는 2차례에 걸쳐 쟁거위원회에 옵서버로 참석한 바 있다.

포한 COCOM 해체후에 새로이 발족할 신COCOM 체제에 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이 다양한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체제들의 지침과 통제 품목올 국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펼요에 따라 관련 법

률에 일부 조항올 추가할 수 있으며， 포한 새로운 수출통제 시행령 마련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수출통제제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틀은 크게 법률 수준

과 시행령 수준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현재 시행중인 수출통제제도와 관

련원 법률은 대외무역법， 기술개발촉진법， 방위산업특별조치법 둥이 있다.

이 중에서 대외무역법이 중심이 되는 법으로 세계평화를 위해 수출통제가

가농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NSG 둥 비확산 수출통체에 적용될

수 있으나， 외국의 예를 보면 보다 명시쩍인 조항들올 발견할 수 있다. 따

라서 보다 분명하게 비확산 수출통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중

국 둥과 같이 “대외정책 및 대외적으로 공표한 국제적인 의무의 충족올 위

한 수출통제 시행”파 같은 문구를 대외무역법 동 관련 법률에 추가할 필요

가 었다. 그러나， 이 조항만올 위해 법률올 개정하는 것은 많은 행정부담이

따르므로， 현재에는 현재의 법률을 바탕으로 제도를 구축하고 향후 개정시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률적인 수준에서는 관련된 법에 대한 당장의 개정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지만 이를 바탕으로 하는 시행령 즉，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및 전략기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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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공고는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두 가지 측면에서 수정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첫째는 통제품목이고 둘째는 허가조건 퉁 규정의 문제이다.

통제품목의 구성에 있어서는 버록 COCOM에 바탕을 둔 현재의 제도에 많

은 품목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각 비확산 통제체제에서 요구하는 품목올 모

두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각 비확산 체제에서 통제하도록 요구하

는 품목이 모든 품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통제 품목올

구성하는 과정에서 각 체제에 중복되는 품목올 가려내고， 이러한 중복품목

들이 모두 해당 체제에서 요구하는 허가기준 퉁올 만족하도록 배열해야 한

다. 두번째는 NSG 풍의 체제가 요구하는 허가 결정시 고려해야 하는 지침

올 국내 시행령의 허가조건 둥에 의해 시행되도록 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

해서는 앞의 표 5-4 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이 표에 따르면 향후 한

국의 수출통제 시행령에 의해 NSG의 지침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향후 보완해야 할 허가 조건을 정리하면 표

5-9 과 같다.

현채 원자력 전용품목의 경우， 원자로와 같이 수출가능 품목에 대해서

만 품목 아래에 평화적 사용 및 안전조치에 관한 조건올 기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외에 시행령의 규정부분에 표 5-8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올 명

시하는 것이 바랍직 하다.

이와 같이 허가 기준 또는 요건올 강화하는 것과 함께 정부의 허가 정

책도 보다 개발되고 복잡한 수출상황올 뒷받침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수출통제의 효과성올 해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다양한 수출허가재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중인 허가채도에는 개별허가， 특

별허가， 비해당중명， 면제제도 퉁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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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NSG 지침 적용시 한국의 수출통제 규정 보완 사항

원자력 전용 품목 및 기술 통제 원자력 이중사용 품목 및 기술 통제

규정 규정

1. 핵폭발에의 사용금지 보중
1. 핵폭발 사용금지 보증 확보

확보

2.IAEA 전면안전조치 요구
2. 비안전조치 핵주기 활동에의 사용

금지 보중 확보

3. 재이전시 공급국과 동일한
3. 최종사용자 진술서에서 사용 목적

허가기준올 적용하도록 하는
과 장소 풍에 대한 부분

보증확보

4. 목적지에 관계없이 재이전시 4. 비회원국으로의 수출시 재이전에

에는사전동의권 확보 대한사전동의권 확보

5. 물리적 방호 보중 확보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의해 보통 제공되는 개별허가는 통일상품 동일인

에 대해 1년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따로 유효기간

올 정할 수 있다. 특별허가에는 기업내부 수출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포팔허가와 외국에서 기술， 원자재 풍 생산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들여와 한국에서 가공만 하는 가업에게 부여하는 수탁가공허

가가 있다. 면체제도는 허가로는 볼 수 없지만 다른 허가제도와 구별하기

위해 열거한 것으로， COCOM 회원국 및 협력국올 대상으로 하는 수출에

한해 수출허가를 면제하고 세판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수출허가를 대신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비해당 증명은 역시 허가로 볼 수는 없으나 통제품목과

유사한 품목에 대해 전략물차에 해당되지 않음올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제

도이다.

도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에는 일반허가제도

(General License) , 유통허가제도 (Distribution License) 풍이 있다. 일반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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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도는 수출대상국에 따라 핵확산 위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게 동일한 허가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수출허가의 효율성올 저해하는 일이

되며， 포한 일부 국가에 대해 수출허가를 완전히 면제하는 것도 수출통제

에 의한 핵확산 위험의 감소라는 수출통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측면이

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톡정지역올 대상으로 하는

일반허가 (general license)를 실시하고 있는데， NSG 회원국간에는 NSG

이중사용 품목이 이러한 일반허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일반허

가를 통해서 핵확산 위험이 없는 국가로 수출하논 경우에도 단순한 면제가

아닌 세부적인 기준올 설청해 놓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일반허가란

상무부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수출관리규정의 조항 내에서 특정지역에 유

효허가 없이 수출하는 것올 허락하는 것으로， 일반허가를 사용하는데 필요

한 공식승인이 필요 없으며 신청서류도 필요 없는 제도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제도에도 이와 같은 일반허가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유통허가 (Distribution License)는 수입자가 최종사용자가 아니고 대리

상 또는 중계상의 형태이고， 주파수 변환기， 소형 펌프과 같이 한번의 허가

에 다량의 물품올 취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이것은 최종사용자

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올 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유통허가에 의해 통제품목올 수입하는 수입자는 물품올 수입한 후의 판매

시에 최종사용자로 부터 수출통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

가 주어지게 된다. 이 허가제도의 적용올 받는 품목은 비교적 민감하지 않

은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고 유통허가를 받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위

해서는 수출자 및 수입자 모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제도는

며국을 비롯하여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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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원자력손해배상제도

제 1 철 비땐나협약의 개정배정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그 피해의 범위가 국경올 념어 매우 광범위한 영

역에 미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대 원자력사고에 의한 원차력손혜에 대처

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협약가맹국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비엔나협약은 당초의 목표와는 탈리 충분한 체약국올 확보하지 못하였다.

현재 이 협약에는 19개국이 체약국으로 되어 있다.38) 게다가 파리협약의

체약국임파 동시에 원전사업에 커다란 비중올 차지하고 있는 서유럽제국이

비엔나협약에 전혀 가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엔나협약의 위상과 정상적인

발전올 저해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올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1990

년부터 동협약의 개정작업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비엔나 협

약의 개정작업은 현재 원자력사업자의 배상한도액 빛 이에 대한 배상조치

에 관한 사항올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특히 야 문제에 대

하여는 파리협약의 보충협약인 브뤼셀 보충협약과 같이 별도의 보충협약안

이 검토되고 있다.

제 2 철 보충기금협약안

보충기금협약안애 관하여는 지금까지 Levy안， Pool안， 그리고 덴마크·스

웨덴의 공동제안올 기초로 한 사무국안(일명 May Draft. 이하에서 “MD

안”이라 한다)퉁 기존의 3개안파 1994년 5월 미국이 제안한 Umbrella

38)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카메룬， 철레， 크로아티아， 쿠바， 이집트， 헝

가리， 트리니다드 토바고， 유고솔라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나이체리아，

페루， 필리핀， 폴랜드， 루마니아， 솔로베니아 둥 총 19개국이다. Nuclear
Law Bulletin No.5!. OECD/NEA(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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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둥 모두 4개안이 경합되어 논의되고 있다.

표 6-1. 비엔나협약의 보충기금협약안(1 994년 11월 현재)

MD안 Levy안 Pool안 DC안

。 총 6장 23조항 。 총 6장 26조항 。 총 6장 26조항 。 총 10조항

。 덴마크-〈웨멘안 。 사무국안에 대한 。 효랑스 및 영국의 。 미국의 제안

에 기초한사무 독일의 수정제안 공동체안

국안

。 원자력사업자 및 。 국제적 통제기구 。 이해관계가 유사한 。 유럽의 법체계

체약국의 배상 룰 셜립하여 원자력사업자틀 와 탈리 미국법

책임한도액을 원자력사업자 및 꺼리 임의계약을 체제를 중심으

대폭 인상한후 체약국으로부터 롱하여 1차적 손해 로 월경 손해만

배상문제는 체약 필요한 분담금올 배상을 한 다음 취급

국간에 해결 징수 당해 체약국이 2차

(반강제적 성격) 적으로보상

(계약적 성격)

상기의 4개안 가운데 미국안올 제외한 나머지 3가지 협약안은 그 형식

빛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결국 핵심문제는 대규모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원

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조치액올 초과하는 왼자력손해가 발생하였올 경우

그 초과부분올 누가 어떻게 배상하느냐 라는 방법론의 문제이다. 이하에서

이 부분올 중심으로 각 보충협약안의 내용과 특정을 약술한다.

1. Levy안39)

39) SCNL,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of ExpertsC1991.2) ; SCNL, 9차 회의보

고서 (1994.3월)， 39-5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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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배상의 이행방식 (제4조 제l항)

Levy 체제하에서의 1 원자력사고당 손해배상초치는 <D l 억 5천만 SDR

까지는 당해 체약국의 원자력사업자가 보험 또는 기타 배상조치로 마련하

며(1단계)， ® 1단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해 원자력사업자의 원자

력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공공기금으로 충당하며 (2단계)， ® 2단계를 초

과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충기금협약에 가입한 모든 체약국내의 원자력사업

자들이 출자환 공동기금으로 충당하며 (3단계)， @) 3단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충거금협약의 전체약국이 출자하여 조성한 공동기금 (4단계)으

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냐. 분담금 출자방식

3단계와 4단계의 공동기금 형성올 위한 체약국의 원자력사업자 및 당해

체약국의 출자분담금은 동힐한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때 각 체약국의

영토 내에 소재하는 원자력시설(평화적 목척에만 한정)의 수량 및 이 시설

플이 원자력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도를 고려하여 체약국의 분담금올

가감한다.

다. 공동기금의 지급방식

공동기금의 조성올 위한 출자금의 징수 및 공동기금의 지급업무를 수행

할 국제기구를 설립하여 필요한 관련업무룰 수행하도록 한다. 예를 틀어

어떤 체약국이 원자력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올 위하여 공동기금의 지급올

요청하면 국제기구는 분담금올 징수하는 역할올 담당한다. 특히 Lery안에

서는 보충기금지급의 확실한 이행올 담보하기 위하여 체약국이 국내법의

제정을 통하여 당해 원자력사업자의 지급을 담보하는 제도를 마련하고(1 1

조) 국가의 대리지급의무(1 2조)등올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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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l안40)

영국과 프랑스는 원자력손해배상올 위한 4단계의 pool 방식을 공동으로

제안하였다. 이 안의 취지 및 기본틀은 브뤼겔 보충협약체제에 바탕올 두

는 원자력산업위험공동풀 (indusσy risk pool)올 형성하는데 었다.

가. 손해배상의 이행방식

Pool체채 하에서의 1 원자력사고당 손해배상조치는 @ 당해 체약국의

원자력사업자가 보험 또는 기타 배상조치로 l차적 손해배상올 하며(l단계)，

(2) 1단계를 초과한 손해 즉 체약국의 국내 보험인수능력올 초과한 손해에

대하여는 각체약국의 원차력사업자들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형성된 일종의

상사계약형태인 원자력산업위험공동풀에 의하여 담보되며 (2단계)， ® 2단계

를 초과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해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의 공공기금에서 제공되며 (3단계)， @ 3단계를 초파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충기금협약의 전 체약국이 출자하여 조성된 공동기금(4단계)로 충당한다

는 것이다.

나. 분담금의 출자방식

원자력사업자에 의하여 구성되는 임의척 risk-pool에 대한 분담금의 출

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출자분담금이 결정되지만 각 체약국들의 분담

금 출자방식은 Levy안과 유사하다.

3. 사무국초안(MD안)41)

94년 5월 개최된 4차 WG회의에서 국체원자력기구의 사무국이 제출한

초안은 그 후 체9차 상설위원회까지 멘마크-스웨덴의 공통제안을 중심으

40) SNCL/IWG,215, pp，28이하 ; SCNL 9차 회기문서， pp..60 이하.

41) SCNL/IWG/4lING,4, Annex 10994.5월) pp.9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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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비엔나협약 개정안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 안은 전체쩍으로 브뤼

셀 보충기금협약，Levy안 및 p。이안올 많이 참조하고 있다.

가. 손해배상의 이행방식

이에 관하여 사무국초안 4조 1항에서는 2개의 안올 제시하고 있다. 이

2안의 커다란 차이점은 배상조치의 최종단계에서 지급될 배상금액올 미정

상태로 남겨두느냐 아니면 일정한도로 제한하느냐 하는 점이다.

제l안에서는 CDl억 5천만 SDR까지는 배상책임이 있는 당해 원자력사

업자가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보험 또는 기타의 꽤상조치에

의하여 준비된 자금으로 지급하며(l단계)， ~ 상기 금액(l억 5αm만 SDR)

부터 5억 SDR까지의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있는 당해 원자

력사업자의 원자력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의 공공기금로 충당하며 (2단계)， ®

상기 금액(5억 SDR)올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충기금협약의 전 체약

국이 출자한 공동기금(3단계)으로 배상한다는 것이다.42) 그리고 제2안에서

의 1단계 및 2단계는 제1안과 동일하나， 3단계의 공동기금은 전 체약국이

출자해야 활 최고한도(현재 미정)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나. 분담금의 출자방식

제l안에 의한 분담금의 출자방식은 다음과 같다.

A(체약국의 원전총출력 x lMW당 부담금액)와 (A의 합계 x 체약국의

유엔경비부담율/전회원국의 유엔경비부담율)의 합계액이 각체약국의 분담

42) 1단계 및 2단계의 배상조치액의 규모에 대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이 금액이 과

도한 액수라고 비판하였기 때문에 원자력사업자에 대해서는 1억 SDH, 당해

체약국에 대하여는 1억 5천만 SDH, 합계 2억 5천만 SDR로 인하하려는 입장

과 브뤼셀 보충겨금협약파 같이 B)()만 SDRO단계)， 1억 7EiXJ만 SDR(2단계)，

3억 SDR(3단계)을 주장하는 국가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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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다.뼈)

제2안에 의한 분담금의 출자방식은 어느 한 체약국의 분담금 총액올

100으로 가정하였올 때 그 중 일부는 당해 체약국의 유엔경비분담율/전체

약국의 유엔경비총분담율올 기준으로 정하고， 나머지 일부는 당해 체약국

의 기폰 원전발전용량/전체약국의 기존 원전발전총용량올 기준으로 산정한

다.

4. 미국초안(Umbrella Convention: UC)44)

가. 제안의 취지 및 배경

1994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의 제4차 IWG 회의에서 미국은 지금까지 논

의되어 온 보충기금협약안과 비교할 때 양상이 전혀 다른 새로운 방안올

제시하였다. 미국은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비엔나협약 개정작업에 대하여，

첫째 개청작업의 내용이 원자력시설올 보유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유도

할 만큼 국제협약으로서의 보편적 특칠올 갖추고 있지 않으며， 물째 비록

보충협약안이 채택된다 하더랴도 피해자 보호에 충분한 제도라고 간주할

수 없으며， 세째 미국이 보충협약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국내법(즉

Price-Anderson법)올 개정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사실올 제시하

43) 예를 들어 1 MW당 부담금액이 영o SDR로 책정되고 A, B 양국이 모두 체약

국으로서 A국의 원전총출력은 I ，αxl MW, B국의 원전총출력은 10，α)()MW이

고， 양국의 유엔경비분답율아 A국은 2%, B국은 4%인 경우의 A, B 양국의 분

담금은 다음과 같이 결청된다. φ A국의 첫번째 분답금 = 껑o SDR x 1000=
25만 SDR, B국의 첫번째 분답금 = 250 SDR x 10，α)()= 250만 SDR이며 이들

의 총합계는 Z15만 SDR이다. (2) A국의 두번째 분담금 = TIS만 SDR x 1/3 =
약 92만 SDR, B국의 두번째 분담금 = 275만 SDR x 2/3 = 약 184만 SDR이

다.® 따라서 A국은 25만 SDR + 92만 SDR = 117만 SDR, B국은 250만

SDR + 184만 SDR =434만 SDR올 각각 분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4) SCNL/IWG/4IINF, 4(1앉X).5) pp. 39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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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결국 미국측의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제거할 수 있는 안으로서 자국

의 국내법에 바탕올 둔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이다.

나. 미국초안(Umbrella Convention : UC)의 주요내용

미국초안의 주요골자는 이 협약에 가업올 회망하는 모든 국가들온 원자

력손해배상 관련 국내법올 통얼하여야 한다는 것이 협약의 가입올 위한 전

제조건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협약에서는 오직 국경올 넘은 원자력사고

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분담방식 및 분담율만올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첫째， UC 가입올 회망하는 국가는 φ 국내의 최저배상조치액올

2억 SDR이상으로 설정하고，(2) 손해배상금의 형평적 무차별척 배분원칙올

명시하여야 하며(다만 비체약국에서 입은 원자력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제외가능)， @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책임집중제도률 설정하며，@ 원자력사

고가 발생한 국가의 국내법원에 전속적 재판관할권의 인정 및 사고발생지

국법올 준거법으로 채택하며，(5) 무과실책임제도률 도입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성격， 금액 등올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우선순위 및 배분액올 정하

는 국내법상 손해배상도표를 마련하고，(J)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서 사망 및 상해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자력사고 발생일로부터 30년， 기

타의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다만 원자력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의 사실

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으로 부터 3년으로 하는 조건올 충족시키도

록 각국의 관련 국내법올 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CD UC45)는 오직 국경올 넘은 원자력사고에 대한 손해만올 쩍용

대상으로 해야 하며， (2) DC에의 가입은 기존외 비엔나협약， 파리협약 및

45) DC는 특히 미국， 카나다， 한국，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둥 원자력선진국이면

서도 기존의 어떤 국제협약에도 가입하지 아나한 국가를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우산(umbrella) 이라는 상징적 명칭이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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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정서에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상기한 바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국

내법올 갖춘 국가라면 모두 가입자격아 부여된다는 점이다.

셋째， 손해배상조치의 최저액올 10억 SDR46)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원

자력사고 발생시 다른 체약국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온 만약 원자력사고를

초래한 원자력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의 국내법이 10억 SDR 이하의 손해배

상조치를 예정하고 있거나 또는 국경올 넘은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원자력

시설의 소재지국이 전체의 손해배상액올 담보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차액올

분담한다. 예를 틀어 원자력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의 국내법이 2억 SDR의

손해배상조치를 책정한 경우에 부족분인 나머지 8억 SDR은 다른 체약국

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5. 보충기금협약안에 대한 평가

가. Pool안 및 Levy안

Pool안은 자유로운 계약을 통하여 pool올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및 서유럽제국과 같은 원자력 선진국에게는 바랍직한 안이나， 경채체제 또

는 사회제도가 이질적인 사회주의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원자력사업자들은

pool 형성올 위한 척절한 파트너를 구하기가 곤란하며 또한 제4조 제4항

이하의 규정은 그 적용이 상당히 복잡하다. 이에 반해 Levy안윤 그 내용이

비교적 간단명료하기 때푼에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분담금의

준강제척인 징수 및 공동기금올 집중관리할 별도의 국제기구의 창설올 전

체함으로써 Pool안을 지지하는 국가들의 기본이념과 상충된다.

나. 미국초안(DC안)

DC안은 기존의 국제협약체제와 기본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유럽제

46) 여 금액은 하향 조정될 가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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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온 이 안에 강력한 거부감올 가지고 있다. 특히 DC안은 그 적용범위를

오직 국경올 넘은 원자력손해(transbound하y d없nage)에반 국한함으로써

미국이 새로운 수정안올 제시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가 이를 수용하기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다. 사무국초안(MD안)

그동안 Pool안파 Levy안이 상호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1994년

5월에 새로이 둥장한 사무국초안(MD안)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무국초안은 가장 핵심적 문제로서 Pool안이 강력히 주장하였던 원자력사

업자들의 자발적 risk-p∞l올 사실상 배제하였다. 물론 이에 대하여 영국

프랑스가 향후 어떻게 대웅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사무국초안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인 손해배상조치액규모의 설정 및 공동기급에 출자해야

할 해당 국가의 기준설정은 미해결로 납겨놓고 있다.

6. 보충기금협약 제정상의 주요 문제점

가. 보충기금협약의 참여 주체

보충기금협약의 참여주체를 국가에만 한정할 것인가 또는 원자력사업자

도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Pool안은 원자력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계약올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사업자도 보충기금협약의 참여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무국초안은 비엔나협약의 국내배상조치한도를 대

폭 인상시키기 위하여는 오직 국가만이 보충기금협약의 참여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었다.

나. 국내배상조치한도액의 인상

Pool안 및 사무국초안도 국내배상조치한도액올 대폭 인상하는 안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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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경제형편상 이러한 체안올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올 밝히고 있다. 그 결과 유사한 환경의 국가간

에 지역적 보충기금협약안올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다. 비엔나협약 개정작업과의 상호관계

비엔나협약의 개정작업은 이제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으나 보충키금

협약안의 제정이 난관에 부딪치자 이 문제툴올 불리하여 추진하자는 입장

과 양 협약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계속 병행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어 있다.

제 3 철 버앤나협약과 우리나라 원배법의 주요 차이점

상기한 바와 같이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비엔나협약의 가장 중요한

검토대상인 배상책임의 한도 인상 및 배상조치에 관한 사항은 아직 확정되

지 아니한 상태아나 조만간 그 내용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만

약 우리나라가 개정될 비엔나 협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비엔나협약에 저촉

되는 우리 나라 원배법의 관련규정이 정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버엔나협약

과 우리 나라 원배법의 주요 차이점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적용대상

적용대상에 있어서 첫째， 협약은 r원자력시설 퉁」올 대상으로 하고 있

으나 원배법은 원자로의 운전 동의 r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원

배법은 r .Ai 장」올 부수행위로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은 직접적인 원

배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47) 둘째， 협약은 도난 또논 분실된 핵연료 및 방

47) 비엔나협 약 제I조 1 (j) 대i) 및 원배법 제2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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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폐기물 등에 의하여 발생된 원자력사고에 기언하는 원자력손해를 대상

으로 하고 있으나48) 원배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그러나 원배

법상의 원자력사업자는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이 도난 포는 분실되지 아

니하도록 해야 할 관리책임이 았으며 책임집중의 원칙올 관철하기 위하여

서도 아것은 원배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손해배상책임

가. 배상한도

비엔나협약은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올 제한하는 유한책임제도를 채택하

고 있으나， 원배법은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올 제한하는 규정올 두지 아니하

였기 때문에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비엔나협약과 우리 나

라 원배법이 가장 저촉되는 사항이다. 비엔나협약은 제V조 l에서 원자력사

업자의 책임한도에 관하여 최저액 (US$ 500만)인 하한만올 규정하고 었으

므로 상한은 없다고 해석되지만 이 규정이 원자력사업자에게 무한책임올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49)

나. 손해배상조치액

원배법상 손해배상조치액은 60억원(약 US$ 750만)이다. 이 금액은 비엔

나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액인 US$ 500만 보다는 높은 편이나 현재 비

엔나협약 개정작업에서는 손해배상조치액(약 5억 SDR: 약 7억 달러)올

48) 벼엔나협약 제VI조 2 참초.

49) Nobert Pelzer, Concepts of Nuclear Liability Revisited : A Post-Chernobyl
Assessment of the Paris and the Vienna Conventions : Nuclear Energy
Law After Chernobyl,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l988),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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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50) 따라서 우려 나라가 비

앤나 협약에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조치와 관련하여 원배법의 개

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국가보상

비엔나협약은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액(체 V조 1)과 손해배상조치

액(제vn초 1)과의 차액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

대 원배법 제14조에서는 정부의 원조만올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엔나협약

의 의무적 국가보상과는 법률적 성격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엔

나협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이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

표 6-2. 주요국가의 발전용원자로에 대한 손해배상조치액 현황

구 τ닙 책임형태
배상조치액

국가보상 ~1 고

종 전 현 재

미 국 유한책임 5.6억 US$ 72.56억 US$ -

7，500만 CAS 7，500만 CAS 1.5억 CAS 10억 CAS
카나다 유환책임 (7.5억 US$)

(5，500만 US$) (5，500만 U5$) (l‘1억 US$)
중액 검토

일 본 무한책임
100억엔 300억엔 국회결의

(l억 US$) (3억 US$) 범위내 원조

독 일 무한책임
5억 DM 5억 DM 5억 DM

(3억 US$) (3억 US$) (3억 US$)

영 국 유한책임
fro만 파운드 2，αm만 파운드 3억 SDR
(750만 US$) (3，αm 만 US$) (4.5억 US$)

프랑A 유한책임
5，αxl만 FF 6억 FF 25억 FF

(900만 US$) (1.1억 US$) (4.5억 US$)

스위스 무환책임
2억 SF 4억 SF 10억 SF

(1.5억 US$) (3억 US$) (7.5억 US$)
30억원

00억원 국회결의
한 국 무환책임 (잃0만 US$)

(750만 US$) 범위내 원조

50) 이 금액도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적 사청올 이유로 이 금

액올 국내법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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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철 대웅방안

우리 나라는 현재 원배법상의 문제51) 빛 주변국가들이 원자력손해배상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엔나협약이나 파리협약에 당장

가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은 유럽지역 빛 마주지역 다읍으

로 원전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할 경우

를 대비하여 국경올 념은 원자력손해의 국제배상에 관한 문제를 검토해 툴

필요가 있다. 국경올 념은 원자력손해에 관한 배상문제는 가해차와 피해자

간의 민사배상문제임과 동시에 국가간의 문체도 있다. 따라서 그 해결방법

으로서는 @ 협약에 의한 해결 52) (2) 국제사법에 의한 해결올 들 수 있다.

1. 국제협약에 외한 해결

현재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국제협약은 파리협약(브뤼셀 보충협약 포함)

및 비엔나협약 둥이 었으나 φ 이들 협약은 모두 유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는 우리 나라의 원배법과 구조적 차이

가 존재하며，(2) 우리 나라는 이들 체약국과논 지리척으로 멸리 떨어져 있

으므로 이들 협약에 시급히 가입해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주변제국이

이들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 둥을 이유로 우리 나라 및 주변채국

이 이들 협약에 가입올 꺼리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동북아지역

에서는 앞으로 상당기간 국제협약에 의하여 국경올 념은 원자력손해의 배

51) 우리 나라 원배법은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파리협약이나 비엔나

협약은 유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52) 이것은 기존의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이냐 또는 주변제국과

의 신규협약의 창설을 전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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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중

인 비엔나협약이 바랍직한 형태로 개정될 경우에는 우리 나라도 구태어 이

협약에의 가업올 꺼릴 야유는 없다. 따라서 장기적 측면에서논 비엔나협약

에 가입할 것올 예상하여 비엔나협약과 우리 나라 원배법과의 상충되는 문

제점올 정리하여 필요한 경우에 원배법올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국제사법에 의한 해결

국경올 넘은 원자력손해의 국제적 배상처리는 얼단 협약에 의한 해결방

안이 바람직하나，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원자력손해배상책

임에 관한 어떠한 국제협약에도 전혀 가입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정

은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주변국가인 일본， 중국 및 대만도 마찬

가지이다. 그리고 국제협약에 의한 해결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

변국가툴이 함께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동북아지역에서는

주변국가블이 바다률 사이에 두고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

면에서는 중국 및 일본53) 퉁이 국제협약에 가입할 가능성은 회박하다고 판

단된다.

물론 이 지역에서 대규모 원자력사고에 의하여 국경올 념은 원자력손해

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가 판단되지만 만약 이 지역에서 그와 같은

국경올 념은 원자력손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국제사법 54)상의 제원칙은 국경

을 넘은 원자력손해와 관련된 국제적 면사배상책임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

한 역활올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에서의 국경올 넘은 원

53) 일본의 경우에는 원차력사고의 가농성올 전체하여 국제협약 가입문제를 논의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지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일본이 원자력손해배상협약의

체약국이 될 가능성은 매우 회박한 실정이다.

54) 국제사법은 국체적 생활판계에 적용될 국내외 사법(이를 일반적으로 “준거법”

이라 한다)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법으로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준거법올

지쟁하는 여러 원칙들이 포함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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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손해에 관한 배상문제는 당분간 국제사법원칙에 의하여 해결될 수 밖

에 없다고 본다.

……



몇뿔 댁훤



제 7 장 런던협약

제 1 철 해양투기 (Sea Dumping)

1. 해양오염의 원인

해양올 오염시키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크게 4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a. 육지에서 직접 유래하는 오염 Cland-based pollution) : 강과 하수를

통하여 해양으로 직접 유입되는 오수와 혜수， 임해공단의 폐수， 육상 정유

시설에서 유출되는 유류 풍이 있다.

b. 해처와 부폰광물자원올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 석유시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유배출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c. 선박에 의한 오염 (vessel-originated pollution) : 주로 유류오염으로서

해상사고에 익한 유류배출， 유조선의 정상운항 중에 발생하는 유류배출 및

유조선 사고로 언한 대형 유류오염사고 퉁이다.

d. 해양투기 (sea dumping) : 아는 육상에서 처리 · 처분이 곤란한 고체

폐기불， 유독성 산업폐기물， 방사성폐기물 동올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

여 해양에 인위적으로 투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양투기에 의한 오염은

그것이 인위적으로 행해지는 오염행위라는데 특정이 있으며， 또한 산업혜

기물이 주로 투겨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환경적 위협이 되고 있다. 한편 대

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폐기물올 자국의 연해가 아닌 공해에 투기하여 왔

기 때문에 해양투기에 관한 국채적 규제가 펼요하게 되었다.

2. 해양투기물질

해양에 투기되는 물질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4 가지로 분류된다.

a. 준설폐기불 (dredged material):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약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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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는 이러한 준설폐기물이 차지하고 있다. 즉 강， 하구 포는 호수 바닥올

준설하는 결과 여기에서 퍼올린 모래， 진흙， 돌， 생활하수나 또는 산업폐수

와 함째 유입된 고체오물이 이에 해당된다.

b. 산업폐기물(industrial wastes): 산업폐기물은 매년 수백만론이 해양

에 버려지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폐기물은 독성이 강한 산과 알카리 폐기

불， 폐철， 수산물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꽤기물， 석탄재， 유황 풍이 포함되어

생태계에 특히 위험하다.

c. 하수폐기물 포는 오Y (sewage sludge): 이는 하수도의 침전물이며，

주로 도시의 하수를 종말처리한 후에 남은 반액체상태의 물질로서 여기에

는 인칸의 배설물을 포함한 많은 오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금속이 포함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료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어를 육지처분하는 것보다 해양투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경우가 있다.

잘 알려진 해양투기 지역은 북해의 남쪽， 아일랜드해 일부 그리고 뉴욕해

일대이다.

d. 방사성 폐기물(radioactive wastes): 원자력발전소나 원자력선(핵잠수

함도 포함)에서 배출되는 방사성폐기불은 물론 병원야나 실험실에서 배출

되는 방사성폐기물도 포함된다.

제 2 철 1972년 런던협약의 성렵배정과 주요내용

1. 협약의 성립배경

런던협약은 미국의 주도하에 1972년 개최된 UN 환경회의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단시일내에 체결된 국제협약이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1971년 스톡홀롬에서 열린 “ UN 환경회의 준비위원회 (Preparatory

Commi뼈e for Human Environment)"는 “해양오염에 관한 정부간 실무자

그룹(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Marine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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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GMP)"을 설치하고 그 첫회의를 1971년 6월 런던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실무자 그룹은 육상으로부터 운송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규제

할 새로운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며， 이에 미국은

”해양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운송의 규제에 관한 협약초안”올 제출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오타와에서 열린 IWGMP의 2차 회의에서는 42개

국 대표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g∞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

FAO) , 해양투기에 관한 정부간 회의(Inter-governmental Meeting on

Ocean Dumping: IMCO), lAEA의 대표가 참석하였는데， 여기서 해양투기

문제를 전담할 소그룹이 결성되어 몇가지 조문초안(Draft Articles on

Dumping)이 작성되었다. 이어서 1972년 4월 스웨멘의 Reykjavik에서 열린

!Meo회의에서는 종전에 작성된 초안올 기초로 “ Reykjavik 협약초안”올

통과시켰으나 몇가지 미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년 5월 런던에서 17개

국 대표회의률 열어 Reykjavik 협약초안올 기초로 토론울 거친 뒤， 새로운

해양투기규제협약을 다음 UN환경회의 이후에 체결하기로 하였다.

1972년 6월 스톡훌룸에서 UN 환경회의가 개최되어 UN 환경선언과 행

동계획 (Action Plan)이 발표되었다. 동회의는 “권고 체86호”로서 해양투기

의 규제를 위한 회의를 1972년 11월까지 개최될 수 있도록 영국정부가

UN 사무총장과 협의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올 거쳐 1972년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런던에서 82

재국 대표， 12개국의 옵저버 및 EEC, lAEA, IBRD, ILO, UNESCO, IOC

및 WHO 둥의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해양투기에 관한 회의가 소집되

었다. 동회의의 기초가 된 것은 Reykjavik 초안이었으며， 그 이후의 제출된

여러 제안도 함께 겸토되었다. 그 결파 “런던협약(Iρndon Dumping

Convention)이 표결없이 참가국의 총의로 채택되었으며， 1972년 12월 29일

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서명을 받은 뒤 1975년 8월 30일에 발효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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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협약 처1116조에 따라 영국정부는 1975년 12월 제1차 체약국회의를

런던에서 개최하였고， 체약국들은 당시 WCO로 하여금 향후 동협약과 관

련된 각종 업무를 취급하도록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런던협약은 단시일

내에 성취된 환경협약이라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동협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a. 미국의 국내사정이다. 1960년대 말과 1970 - 71년은 환경보호주의가

갑자기 팽배하였던 시기이다. 연방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이 제정되고， 연방환경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설립된 것도 이 때였으며， 녁슨 행정부는 점증하는 환경보호운

동에 무엇인가 웅답올 하여야 했다. 당시 해양투기는 그 성격상 다루기가

벼교적 쉬운 분야였기 때문에 해양투기에 관한 규제가 조기에 결실올 맺올

수 있었다. 1970년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환경평의회(CEQ)가 제출한 보고

서 (Ocean Dumping: A National Policy)는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해

양투기에 관한 규채가 필요하다는 결론올 내렸던 것이다.

b. 1972년 스톡훌롬에서 열린 UN 환경회의와의 관련이다. UN 환경회

의는 UN 환경선언(UN Declaration on Human Environment: Stockholm

D많laration)올 발표하는 퉁 외관상 괄목할 만한 업적을 올렸다. 따라서

UN 환경회의 결과 해양투기금지협약이 체결된다면 이제까지의 모든 공

로가 UN 환경회의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해양투기금지협약올 조

속히 체결할 필요가 절실하였다는 점이다.

c. 오슬로협약과의 관계이다. 오솔로협약은 지역적 협약으로 탄생하였지

만， 스칸디나비아체국， 스페인 및 포르투칼은 이를 범세계적 협약으로 확장

하기를 주장하였으며，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자

국이 지도적 위치에서 범세계적 해양투기금지협약이 성안되기를 원하였

다. 이러한 점에서 오슬로협약은 런던협약이 조속히 체결되는 데 커다란

영향올 미쳤다. 결론적으로 런던협약은 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참가한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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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환경보호협약이었다.

2. 협약의 주요내용

가. 정책선언과 일반규정 (General provision)

협약의 서문에서는 몇가지 중요한 정책선언을 하고 있다. 이는 강제적

구속력은 없으나 그 의미는 상당한 것으로서 그 내용온 다음과 같다.

a. 해양환경은 해양생물 및 언류의 사활에 지극히 중요하며， 해양의 자

정농력 빛 천연자원의 재생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수질 및 자원올 고

갈시키지 아니하도록 해양환경관리에 온 인류가 관심올 가져야 한다는 것.

b. 세계 각국은 국제연합헌장 (the Charter of United Nations) 및 국제

법의 제원칙에 따라 자국의 자원올 독자적 환경정책에 따라 개발할 배타척

권리를 가진다는 정 및 자국의 관할 또논 관리 (j파isdic야on or control) 하

의 활동이 타국의 환경 또는 자국의 관할 밖의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할 책

임이 았다는 것.

c. 자국의 관할 밖 해저 (sea-bed)률 규율하는 제원칙인 국제연합 총회결

의 처112749호(Resolution 2749 for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를 상기한다고 함으로써 공해에와 해양투기는 인류공동재산에 대

한 침해행위임올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

d. 해양오염이 투기(dumping) 및 대기， 하천， 하구， 배수구 포는 파야프

라언올 통한 배출(discharging) 풍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그와같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가눔한 최선의

수단울 강구함과 동시에， 처분해야 할 유해 폐기물의 수량을 감소시키는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e.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올 규제하는 국제척 행풍(international action)

은 지체없이 여루어쳐야 한다는 것.

-161-



￡ 특정한 지역 (particular geographical area)에서 공통이익올 가지는 모

든 나라에 대하여 이 협약올 보충할 적정한 협약올 체결하도록 장려한다는

것 풍이다.

나. 정의 규정

협약 제3조에서는 7채 사항에 관하여 용어 정의를 하고 있다

a. 투기(Dumping) : 여기에는 투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이 있다.

。 투기의 범위

• 폐기물이나 기타물질올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기타 인공해

양구조물(other man-made structures)로부터 인위척으로 해양처분하는 것.

-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거타 인공해양구조물 자체를 인위적으

로 해양처분하는 것.

O 투기제외사항

- 선박， 항공거， 플랫폼 포논 기타 인공해양구조물 및 그 설비의 통

상적인 운영에서 발생하거나，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불 또는 기타

물질올 해양에 처분하는 것. 다만，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을 취급함에 있어

서 그 처분에 종사하는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기타 인공해양구조물에

의하거나 포는 이들 사설로 운반된 것 및 당해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기타 인공해양구조물의 당해 폐기물이나 기타 물질의 처리애 수반하여 발

생하는 것은 제외.

一 물칠올 단순히 처분 이외의 목적으로 배치(placement)하는 것(예

률 들어， 파학조사장비， 어로장비의 설치 둥).

- 해저광물자원의 탐사와 개발 및 이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근해가

공에서 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하는 폐기불 또는 기타 물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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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선박 및 항공기 (Vessels and Aircraft) : 그 종류를 불문하고 수상，

또는 공중올 이동하는 기기 (waterborne or airborne craft)를 말한다. 다만

이 기기는 자동추진식 여부(self-propelled or not)를 불문하며， 공기부양선

및 부양기기(범선)를 포함한다.

c. 해양(Sea) : 국가의 내수(internal waters)를 제외한 모든 해역 (허l

marine waters)올 발한다

d.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Wastes or other matter) : 모든 종류， 형태，

성칠(any kind, fonn, description)의 물질올 말한다.

e. 특별허가(Speci머 permit) : 부속서 R 및 IIT(Annex IT and Annex ill)

의 규정에 따라 배건 사전허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f. 일반허가(Ge neral permit) : 부속서 ill의 규정에 따라 사전허가를 받

는 경우를 말한다.

g. 기관(The Organization) : 제 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국이 지

정한 기관올 말한다.

다. 해양투기 규제방식

a. 투기금지와 사전허가의 원칙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전면금지되는 경우와 사전에

특별허가를 요하는 경우， 일반허가를 요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며 사전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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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부에 관한 허가를 방도록 규정되어 있다(제4조). 즉 폐기물의 분류를，

0 전면금지목록(Black List): 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폐기물 - 부속서 I

O 특별허가목록(Grey List): 사전에 특별허가를 요하는 폐기물 ~ 부속

서표

。 일반허가목록(White List) : 사전에 일반허가를 요하는 폐기물 - 부

속서 m

부속서 I과 부속서 n에 분류되는 불질 이외의 모든 폐기물은 사전에

일반허가를 요하는 White List에 해당된다.(제4조 1. c, 제3조 6).

b. 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물질(부속서 1)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은 투기가 전면 금지되며， 보통 이

롤 Black List에 속한 물질이라 칭한다. 부속서 I의 내용은 다옴과 같다.

<부속서 I(1978년 빛 1980년 재정»

1. 유기 할로겐 화합물.

2. 수은 및 수은 화합물.

3. 카드륨 및 카드륨 화합물.

4. 지속성 플라스틱 (persistent plas디cs) 또는 기타 지속성 합성물질

로서 항행 또는 기타 적법한 해양의 이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상태로서 해

상 또는 해중에 부유하는 것(예를 들어， 어망).

5. 투기의 목적으로 적재된 원유， 중유， 디젤유， 윤활유， 증류찌꺼기

(distillate residues) 및 이들 중 하나 이상올 함유한 혼합물.

6. 고준위방사성폐기불 또는 기타 고준위방사성물질(이 분야의 권한

었는 국제기관(현재는 국제원자력기구)이 공중위생상 생물학상 또는 기타

이유에 근거하여 해양투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정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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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태(예를 들어， 고체， 액체， 반액체， 기체， 생물)를 불문하고 생

화학무기를 전쟁에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된 물질.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해양에서 몰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

적 작용에 의하여 급속히 정화되는 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

음과 같은 물질은 제외한다

1. 식용해양생물의 맛올 손상하는 물질

11. 사랍 또는 가축의 건강올 손상하는 물질

체약국은 물질의 무해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체14

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협의절차에 따른다.

9. 이 부속서의 규정은 제1호 내지 체5호에 기재한 물질올 미량으로

함유한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해 폐기

물의 투기에 대하여는 부속서n 및 부속서 ill의 규정에 따른다.

10.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제1호 및 제5호에 기재한 폐기불 또는

기타 불질의 해양소각(incinera디on at sea)처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러한 폐기물 포는 기타 해양소각은 사전에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

다. 소각올 위한 특별허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체약국은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해양소각 규제에 관한 규칙(이 부속서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룸)올

적용하며， 체약국이 협의상 채택한 례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해양에서의

소각규제애 관한 기술상의 지침을 충분히 고려한다.

@ 특별허가률 요하는 물질(부속서 IT)

이에 속한 물질올 투기하기 위하여는 체약국 당국의 사전특별허가를 얻

어야 한다(체 4조 1. b). 특히 방사능성 물질의 투기를 허가 할 때에는 당해

국은 IAEA의 권고에 따라야 한다 (부속서 IT). 부속서 n의 내용온 다음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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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II(1978 및 1980년 개정»

협약 제6조 l.a의 척용상 다음의 A 내지 D에 기재한 물질은 특별주의

률요한다.

A. 다용 물질올 상당량 함유하고 있논 폐기물

I. 바소， 납， 구려， 아연 빛 이들의 화합물.

11. 유기 실리콘 화합물.

i헤. 시안 화합불.

IV. 불화물.

V. 살충체 및 그 부산물로서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

B. 다량의 산 포는 알칼리의 투기률 허가할 때에는 A에 기재한 물질

및 베헐륨， 크롭， 니켈， 바나륨과 야들 화합물이 당해 폐기불 가운데 존재

할 가놓성올 고려하여야 한다.

c. 콘테이너， 금속파편 (scrap me없1) 포는 기타 거대한 폐기물(other

bulky matter)로서 해저에 첨하하여 어로 또는 항행에 중대한 장해률 초래

할 위험이 있는 것.

D. 방사성폐기불 또는 기타 방사성물질로서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아니

한 것. 체약국은 이들 물질의 투기를 허가할 때에는 이 분야의 권한있는

국제기관(현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를 충분히 고려한다，

E. 체약국은 이 부속서에 기재한 물질의 소각올 위한 특별허가를 할 때

에는 부속서 I의 꽤기불 또는 기타 물질의 해양소각규제에 관한 규칙 및

체약국이 협의상 채택한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해양소각규제에 관한 기

술지침에 명기된 한도 내에서 동 규제를 적용하며， 또한 동 지침을 충분히

고려한다.

F. 독성이 없는 물질이라도 이들야 다량으로 투기되어 위험을 초래할

가농성이 있거나， 해양의 쾌적성올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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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양투기의 허가요건(부속서 ITI)

부속서 ill은 해양에 있어서 해양투기에 대한 허가기준올 정하고 있으

며， 부속서 III에 따르연 허가시 고려할 요소를 3가지로 나누고 있다.

〈부속서 mU989년 개정»

협약 제4조 재2항의 적용상 혜양에 물질의 투기를 허가하는 기준올 설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올 고려한다.

A. 불질의 특성 및 구성

1. 투기되는 물질의 총량 및 평균적 구성(예를 들어， 1년당)

2. 형태(예룰 을어， 고체 진흙형태， 액체 또는 기체)

3. 특질， 몰리척 특질(예를 들어， 용해도， 밀도)， 화학적 및 생화학적

특철(예를 플어， 산소요구량， 영양도) 및 생물학척 특질(예를 들어， 바이러

스， 박테리아， 효모 및 기생충의 존재)

4. 독성

5.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지속성

6. 생물 또는 침전물중의 축적 및 생물학적 변환

7. 물리척， 화학적 및 생화학적 변화 가능성과 함께 수중의 다른 용

존유기물질 및 용존무기물질 (dissolved organic and inorganic materials) 과

의 상호작용 가놓성

8. 자원(어패류풍)의 상품가치를 저하시키는 오염 또는 기타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

9. 투기를 허가할 때 체약국은 해양생물 및 인체의 건강에 대한 투

기물질의 영향올 평가함에 있어서 투기된 물질의 특성 및 구성에 판하여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B. 투기장소의 특성 및 투기방법

1. 위치(예를 들어， 투기구역의 경도 · 위도， 수심， 해안으로 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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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및 기타 구역(예를 들어， 보호구역， 산란장， 양육장， 야장， 개발가능

한 자원이 폰재하는 구역)과 판련한 위치.

2. 일정기간의 처분량(예를 들어， 1일 l주간 또는 1개월의 수량).

3. 포장 또는 밀봉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4. 당해 투기방법에 의한 초기 회석도.

5. 확산성(예를 들어 해류， 조류 및 바랍의 수명이동 및 수직혼합

에 미치는 영향).

6. 수질[예를 들어， 온도， pH, 염분， 성층， 산소에 의한 오염지표 :

용존산소량(DO)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생불화학적 산소요구량(BOD) ，

유기 및 무기질소화합물(암모니아 포함)， 유예물질(suspended materia}), 다

른 영양분， 생산력].

7. 해저의 특성(예를 들어， 지형， 지구화학적 및 지질학적 특성， 생

물학적 생산력).

8. 투기구역에서 과거에 행해진 투기 유무 및 그 영향(예를 들어，

중금속의 존재 량， 유기탄소의 함유량).

9. 체약국은 투기룰 허가할 때에는 계절적 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투기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충분

한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C. 일반적 고려 및 초건

1. 해양의 쾌적성에 영향올 미철 가능성(예를 들어， 부유물 또는

표류물의 존재， 흐립， 악취， 변색， 거품).

2. 해양생물， 어패류의 양식， 어류， 어업 및 해초의 채취와 양식에

영향올 미철 가능성.

3. 해양의 기타 이용에 대한 영향가능성(예를 들어 공업용수의 수

질악화， 구조물의 수중부식， 부유물에 의한 선박의 운항장해， 폐기물 또는

고형물의 해처퇴적에 의한 어로 또는 항행의 방해 과학적 또는 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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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구역의 보호)

4. 투기 이외의 육지에서 행하는 처리 • 처분， 다흔 제거방법의 이

용가능성 또는 해양투기에 있어서 물질의 유해성올 감소시키는 처리방법의

이용가능성.

마. 투기의 예외적 허용

런던협약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중요한 예외사항을 두어 이러한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해양투기를 인정하고 있다.

1) 불가항력(force majeure)

즉 악천후로 인하여 인명， 선박， 항공기， 플랫트폼 또는 기타 인공해양

구조물올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인명에 위험을 야기하거나 선

박， 항공기에 명백한 위험올 야기하는 경우로서 투기로 인하여 발생는 위

험이 투기를 하지않는 경우보다 적은 경우이다.

2) 비상투기 (emergency)

가장 논란이 많은 조항인바， 투기가 절대금져된 Black List의 물질이

의도적요로 투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요건으로는 0) 우선 어느 체약국

이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투기물올 해양에 투기하지 않으변

인간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비상시여야 한다. (ii) 한편

당사국은 해양투기로 영향올 받올 가농성이 있는 인근국가 및 국제관련기

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풍기구는 관련국과 합의한 후 당사국에 필요한 조

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iii) 마지막으로 당사국은 이 권고률 쫓아야 하며，

이에 따라 Black List에 열거된 물질의 해양투기를 특별허가(special

pennit)할 수 있다. 당사국은 이러한 모든 조치률 국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제5조 2).

3) 신속하 정화되는 경우(rapidly rendered harmless)

해양생물자원， 인간， 포는 가축에 위험이 없는 경우 및 하수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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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age sludges) 이나 준설로사(dr얹goo spoils)에 잔존오염물질(trace

contaminant)로 남아 있는 경우로서 전자의 경우에는 국제기구와 협의를

거치고， 후자의 경우에는 허가절차를 거쳐 투기할 수 있다. 다만 생화학

무기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잔존오염물질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제 3 철 제 16차 런던협약 체약국회의

1. 개요

0 일시 : 1993. 11. 8 - 12

。 참가범위

- 참가국 :55개국

- 옵저버 : 한국 포함 6개국

- 유엔기구 :2개 기관

- 국제기구 :2개 기관

- 비정부기관 :9개 기관

2. 주요의제

지난 1993년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런던 국제해사기구 (IMO) 본부에서

개최된 런던협약 체약국회의는 1992년부터 동협약의 개정작업올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는 협약의 개정문제가 주요한 과제로 되었다. 이

가운데 각 체약국의 판심이 높았던 사항은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 산업

떼기물의 해양투기 해상소각문제였다.

이제까지 런던협약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묻은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왔으나，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각 체약국에서 사전에 특별허가를 얻으면

해양투기가 가농하였다. 그러나 1983년 및 1985년의 모라토리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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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은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도 가농한 자숙해 왔다. 그런데 방

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 문제는 마침 러시아가 저준위방사성폐액올 통해에

투거한 것올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정치문제화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가

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3. 회의결과

가. 런던협약 부속서 개정

이 회의에서는 런던협약 부속서 I의 6호를 개정하였으며 부속서 II의 D

호를 삭제하였다. 즉 종전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불 또는 기타 고준위방사

성물질이 투기금지의 대상이었으나， 이번의 재정올 통하여 모든 방사성폐

기물 기타 방사성물질(고준위 및 중처준위 포함)은 협약상 일체 해양투기

가 금지되었다. 다만 이번에 해양투기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저준위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금지조항은 동 개정안이 채택된 때로부터 25년 이내에 재검

토하고， 그 후 매 25년마다 동 금지조항올 사회적 · 정치적 · 경제적 여건올

고려하여 재검토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었다. 그러나 IAEA Safety Series

No.78， 79에서 정의하는 방사성폐기물 해제기준(de mininimis) 이하의 하수

폐기물(sewage slu뼈e) 및 준설토사(dredged materials)는 해양투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전면금지에 대한 각국의 의견

체약국회의에서는 가농한한 최대의 합의를 얻기 위하여 실무그룹올 설

치운영하였으나，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내용

의 결의안올 투표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찬성 37개국， 반대 0, 기권 5개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중국)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결의

안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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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 미국은 해양투기 금지조치는 지지하지만， 이를 25년 이내

에 수정할 것 (그 후 25년마다 수정)올 조건으로서 제안하였다.

2) -일본 : 일본은 저준위방사성쩨기불의 사회적 · 정치적 측면올 고려

하여 저춘위방사성폐기불의 처분방법으로서 해양투기를 금지하기로 하였

다.

3) 영국과 프랑스 : 영국과 프랑스는 2008년까지(앞으로 15년깐)는 금

지조치에 찬성하지만 그 후에는 각국이 해양투기의 방식올 선택할 권리를

남겨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그들의 과거 해양

투기는 안전하게 수행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향후 해양투기 기술개

발올 고려하여 해양투기 가능성올 완전봉쇄하는 것에는 반대하였다.

4) 러시아 : 러시아는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 전면금지에는 찬성하

지만， 유예기간올 안정하지 않온 것에 대하여 유감올 표시하였다. 협약절차

상 통개정안 채택후 100일 이내에 이의신청올 하면 그 국가에 대하여는 협

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데 러시아가 이를 수락할지는 현채 미지수이

다.

다. 러시아의 방사성혜기물 관련 G-7 회의

러시아의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 현황과 제지방안올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의 제안으로 G - 7(이탈리아 불참)과 직접 피해당사국언 한국 및 노

르웨이는 간담회 형식으로 3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다

1) 제1차 간담회

여기에서는 러시아의 해양투기애 관한 각국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가) 한국 : 제2차 한 · 러회의 결과 빛 온누리호 조사내용 동올 설명하

고 공풍대처의 노력 이 필요함올 역설하였다.

나) 일본 : 러샤아의 방사성폐기물 투기현황에 대한 공동조사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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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으며， 러시아가 일본에 대하여 요구하는 혜기물처분장 건설비 지

원은 해체핵무기처리 지원비 (1억 달러)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밝혔다.

다) 노르워l 이 : 바렌츠해 풍에서의 조사자료 제공과 함께 원자력잠수

함 및 원자력쇄빙선 및 사용후핵연료의 투기가능성에 대하여 커다란 우려

를 표시하였다.

라) 미국 : 북극해 시베리아해 및 베링해의 9개 지점에 대한 조사가

최근 완료되어 내년에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임올 설명하고 러시아의 핵폐

기문재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마) 영국 · 프랑스 · 독일 : 특별한 관심올 표명하지 아니하였다.

2) 제2차 간담회

한국， 노르웨이， 미국， 일본， 영국이 참여하에 공동으로 전문가단올 구성

하여 러시아의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3) 제3차 간담회

러시아의 환경자원부 장관이 참석하여 러시아의 방사성폐겨물 처리처분

현황 및 통해 핵투기와 관련된 사항올 설명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원자력

잠수함의 폐기에 따라 발생하는 액체폐기불 처리처분시설의 절대부족으로

동해에 투기할 수 밖에 없는 사정올 설명하였다.

제 4 철 제 11착 런던협약 체약국회의

1. 재요

0 일사 : 1994. 10. 3 - 7

。 참가범위

- 참가국 : 3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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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저버 : 북한 포함 5개국

- 국제기구 :4개 기관

- 벼정부기관 :7개 기관

2. 주요의체

제17차 런던협약 당사국회의의 주요의채로서논

가. 해양투기의 금지방식올 현행의 Negative System(투기금지

리스트에 들어 있지 아니한 품목만 투가 허용)애서 Positive

System(투기 리스트에 들어 있는 품목만 투기 허용)으로의 전환

이 제안에 대하여 대부분의 참가국은 찬성하였으며， 미국 및 일본 둥

소수의 국가는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이 문제는 제18차회의 0994년 12

월)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나. 내수(internal waters)를 해양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

내수라 함은 연해의 측정기준이 되는 기선의 육지측 수역을 말하며

(해양법협약 제8조 제1항) 여기에는 호소， 하천， 운하， 항， 만， 내해로 구분

된다.55) 그런데 이 회의에서는 내수도 해양의 범위에 포함시켜 규제를 강

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 및 중국 둥 일부 국

가들은 이러한 제안에 반대하였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찬성하였다. 이 문제

도 체18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3. 회의 결과

특별히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대부분 제 18차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

다.

55)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일조각， 1993, 4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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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러시아 방사성폐기불 해양투기 관련 이해관계국 비공식회의

가. 개요

제17차 펀던협약 당사국회의가 개최되기 전 러시아의 방사성폐기물 해

양투기와 관련된 이해관계국 사이의 비공식 회의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

다.

。 일시 : 1994‘ 9.30

o 참가국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카나다， 영국， 러시아 풍 7개국

나. 회의내용

1) 러시아측외 보고

러시아의 V.V. Kutsenko 관계부처 대책반장은 러시아의 연간 저준위방

사성폐기물 방출량은 18α)() - 20.000 입방미터이며 이 가운데 60%는

Northern Region에서， 나머지 40%는 태평양함대의 핵잠수함 해체시에 발

생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방사성빼기물의 해양투기 재개를

가능한 한 억제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국내 경제사정상 관련국들의 지원없

이는 해양투기의 재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런던협약의 가입시기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러시아는 방사성폐기불 긴급처리 저장시설

의 건설에 약 2，500만 달러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관계국

의 지원올 요청하였다.

2) 관계국의 반웅

가) 한국 : 러시아는 한국에 약 150만 달러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러시아의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협조한다는 입장올

완곡히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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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 일본은 러시아가 지원을 요청한 약 1 ，050만 달러에 대하여

유보적 자세를 취하였으나 블라디부스토크 근처에 해상처리시설올 건설하

기로 합의하였다.

다) 미국 : 러시아가 런던협약올 준수한다는 것올 전제로 약 1，700만 달

러 규모의 무르만스크지역의 방사성혜기물 처리 및 저장시설올 노르훼이와

함께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표명하였다.

라) 카나다 : 카나다는 재정지원계획은 없으며 훨요한 경우에 기술지원

은 가눔하다는 것올 표명하였다.

마) 네텔란드 : 재정지원계획이 없음올 밝혔다.

제 5 절 대웅방안

우리 나라는 1994년 런펀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이제부터 런던협약상의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런던협약에의 가입으로 해양투기

가 사실상 전면 금지되었다. 그 결과 국토가 협소하여 각종 폐기물의 처리

에 커다란 어려움올 겪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런던협약에의 가입으로 어

떤 이익이나 체약국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입장이다. 따라서 다읍과 같은 대책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지역협력협정올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런던협약의

체약국언 유럽의 선진국들은 런던협약과 별도로 주변해양의 환경보호를 위

하여 오슐로협약과 같은 지역협력협정올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도 동해 및 서해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주변국(중국， 일본， 러시아， 북

한)이 참여하는 지역협력협정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툴째， 해양투기 처리기술을 조기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은

과거 수십년동안 해양투기에 관한 많은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폐기물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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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처리하여 왔다. 이에 버하여 기초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나라의

해양투기 처리기술올 조기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바침

되어야 한다. 즉 유해·유독한 폐기물을 무해처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올 서

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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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뿔 댁훤



재 8 장 결 론

1995년에는 NPT를 무기한， 유기한， 또는 일련의 유기한들로 연장할 것

인지를 결청하게 된다. 비동맹 그룹 및 개도국의 입장에 있는 국가들은

CTBT, Cut-off Treaty의 조기체결， NSA보장， 원자력의 평화이용 중진올

주장하며 무기한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주로 핵비확산을

빌미로하얘 원자력의 평화척 이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반면， 핵보유국들

의 조약이행은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기 때운어다. 따라서 비동맹 그룹 및

개포국들의 요구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경우， NPT의 뿔평둥성올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될 것이며 무기한 또는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 일련의 유가한 연

장에 합의 할 수 있올 것이다.

서방 선진국 그룹은 세계 평화와 안전올 위하여 무기한 연장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었다. 그러나 일부 핵비보유 원자력 선진국들은 무기한 연

장에는 동의하나 Pu의 평화적 이용올 규제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에는 반

대하고 있다.

현재 각 당사국들의 입장을 분석한 결과 비동맹 그룹 및 개도국들이 전

체 당사국의 2/3올 차지하고 있어서 무기한 연장올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

며 선진그룹과의 타협점인 일련의 유치한들로 결정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만일

NPT가 무기한 연장된다면 이 계획의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우리나라가 개도국인 점올 감안하면 무기한 보다는 얼련의

유기한들 연장에 지지하는 것이 바랍직 하다.

NPT가 원자력의 이용개발 문제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정

치·경제·사회적안 문제들올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관련부처 및 각 연

구기관의 의견올 종합 취합하여 우리의 국익올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올

선택해야 할것이다. 또한 CTBT 등 핵보유 당사국툴올 구속할 수 있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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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취해져도 NPT자체가 불평둥하고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

에서는 무조건/무기한 연장은 피해야 한다.

향후 국제무대언 파EA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 활동에 대한 신뢰

성 제고와 IAEA 사무국에 우리나라 인사의 진출확대 및 IAEA 이사회에

상임으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정규예산 분담금올 현재의 0.4% 수

준에서 1%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현재 안전조치 사

찰의 원활한 이행과 기술협력사업 흉이 zero real-growth 원칙에 따라 재

원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전조치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93+2"는

미신고 원자력 활동의 탐지를 위한 환경갑시 및 관련시설에 대한 추가적

접근의 허용， 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원자력 시설에 대한 불시 사찰의

허용， 그리고 가용자원의 최적활용과 비용절감 방안의 조치 퉁이 핵심요소

이다. 우리나라는 본 프로그랩올 지원하기 위하여 1994년 6월 전문가단올

초청하여 지원한 바 있고， 북한의 핵문제 해결올 위한 앞으로도 성공척인

목표달성올 위하여 최대한의 협력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원자력 안전협약은 원전 보유 17개국올 포함한 22깨국이 비준서를 기탁

하고 기탁일로 부터 90일 후에 발효토록 되어 있으며， 1995년 하반기에 발

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 안전협약과 관련하여 절차적 및 법적 측면

에서 미버된 사항올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IAEA 이사회에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38차 총회에

서 채택된 남아공의 지위 검토 결의안이 채택된 만큼， 기존의 브라질과 아

르헨티나가 상임이사국과 지역선출이사국올 교대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남아공의 지위문제가 거론될 경우 우리나라도 같은 방

식으로 이사회에 진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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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NSG 회원국들은 공급측면에서 핵비확산올 방지하기 위한 수

출통제 제도 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

들은 수출통체제도 구축 내용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NSG 회원국간의 균둥한 수출통제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음올 시사하는

것으로 수출통제의 효과성올 감소시킬 위험올 내포하고 있음올 의미한다.

NSG 가입에 따른 국내 수출통제제도의 재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들

은 크게 법률 수준과 시행령 수준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법률적인 측면

에서， 현재의 법륨 조항으로 NSG 퉁 l:Jl 확산 수출통제를 시행할 수 있으

나， 보다 명확한 비확산 수출통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향후 관련 법율

의 개정시에 미국이나 종국 풍과 같이 “대외정책 및 대외적으로 공표한 국

제적인 의무의 충족올 위한 수출통제 시행”과 같은 문구를 대외무역법 동

관련 법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에서는 통제품목과 허가규정의 두

가지 측면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제품목의

구성에 있어서는 비록 COCOM에 바탕올 둔 현재의 제도에 많은 품목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각 비확산 통제체제에서 요구하는 품목올 모두 포함하

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각 비확산 체제에서 통제하도록 요구하논 품목아

모든 품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통제 -품목을 구성하는 과

정에서 각 체제에 중복되는 품목올 가려내고， 이러한 중복품목들이 모두

해당 체제에서 요구하는 허가기준 둥올 만족하도록 배열해야 한다. 두번째

는 NSG 퉁의 체제가 요구하는 허가 결정시 고려해야 하는 지침을 국내

시행령의 허가조건 둥에 의해 시행되도록 하는 일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경올 념은 원자력손해에 대한 현재의 대웅방안으로

서는 일단 국제사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려나 장기적인 측면

에서는 만일의 경우를 가정하여 국제협약에 의환 해결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국제협약과 상충되는 문제점올 해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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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배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야다. 개정사항중 특히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배상재원의 확보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 충분한 배상채원의 확보률 위한 각국의 동향올 살펴볼 때 우리 나라는

현행 원배법상 60억원의 손해배상조치액 규모를 대폭 언상(약 300억원 수

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국내에 폐기물 처리장의 건셜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가 런던

협약에 가입한 것은 지구환경보호 내지 해양환경보전올 위하여 해양투기를

규제하고자 하는 세계적 공동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국가정책의 표현이

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는 첫째， 동해 해역에 핵투

기 방지를 위하여 지역적 이해를 같이하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퉁이 참여하는 r동해해양투기 규제를 위한 지역협정(가칭 )J 의 56) 추진이 필

요하다. 왜냐하면 국제여론에 밀려 잠시 중단되기는 했지만 러시아의 동해

핵투기는 러시아의 국내사정에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재개될 가농성이 있

기 때문이다.

둘째，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해양환경올 파괴함으로써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올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해양환경올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한 폐기물

올 무해처리할 수 있는 가술개발에 정책적 지원올 하여야 할 것이다.

56) 이 협정에는 지역적 특성올 고려한 해양투기의 사전허가제도， 예외적 비상투기

및 각체약국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의 설치 둥야 주요내용올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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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혹〉

제 38 차 lAEA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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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뿔 댁훤



1. 제38차 IAEA 총회 개요

1994년 9월 19일 부터 23일 까지 IAEA 제38차 총회가 총회원국 121개

국 중 104개국， 옵저버로 예멘 둥 6개국， 국제기구로 FAD 둥 13개 기구，

비정부기구로 WAND 풍 12개 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김시중 과학기술처 장판을 수석대표， 이시영 주오스트리아

대사를 교체수석， 대표로 윤창현 대통령 비서살 경제비서관， 조창범 주 오

스트리아 공사， 이호진 주오스트리아 공사， 영재춘 주오스트리아 파학관，

천영우 주오스트리아 참사관， 최성주 외무부 군축원자력과 서기관， 이연수

주오스트리아 서기관， 이만기 파학기술처 원자력협력과장， 이경회 비서관，

강병수 과학거술처 원자력협력과 사무관， 조건우 주오스트리아 과학관보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기술자문으로 당 연구소의 신재인 소장， 최영명 정

책연구부장， 장홍래 국제협력실장， 이광석 대외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김

병환 국제협력실 선임행정원 퉁이 참석하였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임용규 원장， 은영수 원자력안전심사부장， 야재훈 국제협력실장， 정연기 ‘연

구원 퉁이 참석하였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유무선 원자력기술실장， 장영진

기술전수부장 퉁이 참석하였다.

2. 제 38 차 IAEA 총회 의제 및 회의 결과

가.본회의

본회의 의제로 다음과 같이 16건이 논의되었다.

1) 총회 의장 선출

총회의장에 스위스의 Prof. Alec Jean Baer가 선출되었으며， 부의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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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쿠바， 이란， 말레이지아， 러시아， 튜니지아， 미국， 베트남 등 8

개국이 선임되었다. 운영위원회 의원으로는 총회의장 및 부의장국 8인과

전체위원회 의장 및 카나다， 체코， 멕시코， 나미비아， 카타르 동의 국가 등

15인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위원회 의장으로는 독일의 Jorg Hermann

Goess러e가 선임되었다.

2) IAEA 회원국 가입신청

제38차 총회기간에는 신규 가입 신청국이 없어 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제

는 삭제되었다.

3) 유엔 사무총장 메시지

IAEA 총회기갇중 통상 유엔 사무총장의 메시지가 전달되며， 이번 회기

중에도 유엔 사무총장인 Boutros Boutros-Ghali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평화， 안보 및 개발올 위해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

되는 과정에서 lAEA 및 유엔여 당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파EA의 역할이 중요함올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이 NPT에 따른 제반 의

무준수를 재개하려는 움직임， 카자흐스탄 및 키르지즈스탄의 NPT 가입，

우크라이나 정부의 NPT에 따른 안전조치 수용의사 표명 등은 최근에 일

어난 긍정적인 진전임올 지척하였다. NPT 체제의 수호를 위해서는 IAEA

및 국제사회의 굳은 의지가 필요하며， 핵무기 감축， 원자력 안전 및 세계

환경문제 둥에 대하여 언급함과 함께 파EA의 역할과 유엔과의 협력올 강

조하였다.

4) IAEA 사무총장 기조연설

IAEA 사무총장인 Hans Blix는 기조연설에서 원자력 안전과 안전조치

분야에서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IAEA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회원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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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해 줄 것올 당부하면서， 북한 핵문제， 이라크의 안전조치 사찰， 기구

안전조치 활통 확대， 핵물질 불법거래， 원자력 안전·방사선방호·방사성폐기

물 관리， 동유럽의 원전 안전성， 기술이전 풍에 대환 사무국의 의견올 피력

하였다. 또한 회원국이 세계척언 에너지 및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전력생산

의 상대적 비교검토가 필요할 경우 사무국은 이에 필요한 분석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음올 언급하였다.

5) 유엔 식품 및 농업기구(FAD) 사무총장 연설

FAD 사무총장은 IAEA와 FAD 공동협력부서 설립 30주년 기념연설올

하였다.

6) 1995년도 기술지원 및 협력자금에 대한 자발척 기여금

본문참조

7) 1993년 연례보고서 및 각국 기조연설

1993년도 연례보고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승인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기

조연설을 통해 안전조치 강화， 안전협력， 기술지원 사업 동 사무국의 업적

올 치하하고， 우리나라 원자력 활동의 소개와 평화적 이용정책 재천명올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의혹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올 당부하였다.

(기조연설문 참조)

8) 이사국 선출

본문참조

9) 북한 핵운제

본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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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프리카 지역 비핵화

아프리카 그룹이 채택한 결의안올 합의로 채택하였으며， 결의문은 지역

내 국가틀의 비핵화 노력올 치하하고 사무총장에게 아프리카 비핵화 설정

올 위한 지역내 국가들의 노벽을 지원하며， 이를 제39차 총회에 보고토록

요청하는 것올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1) 이라크에 관한 안보리 결의문

쿠웨이트， 미국， 한국 등 37개국이 공동 제안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결의문은 유엔 안보리 결의문 이행올 위한 사무총장 및 사무국 사찰팀의

노고를 치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문의 이행에 이라크의 적극척인 협력

필요성올 강조하였으며 이의 진행상황올 재39차 총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

올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2) 중동지역의 IAEA 안전조치 척용

본문참조

13) IAEA 직원 연금위원회 위원선출

IAEA 직원 연금위원회 위원 선출

14) 1995년 기술지원 및 협력자금의 자발적 기여금 서약현황

보고

총회 기간중 회원국이 서약한 1995년도 기술지원 협력자금에 대하여 자

발척 서약액올 보고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나라 관련 1995년 분담

액은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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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스라엘에 대한 기술원조 복원

본문참조

16) 파EA와 이사회에서 남아공의 지위

본문참조

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총 32개의 의제를 채택하였는 바 신규 회원국의 신청이

없는 관계로 신규 회원국 신청의제는 삭제되고， 보충의제로 이스라앨의 기

술원조 복원 퉁 3개 의채， 추가의제로 핵물질 불법거래흘 채택하였다. 차

기 제39차 총회는 1995년 9월 18일 부터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외에도 대표단 신임장 심사 풍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전체위원회

전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15개 의제에 대하여 논의를 벌였다‘

1) 예산서와 결산서의 조화와 일치

사무국은 앞으로 조직중심의 세출체계에서 사업중심의 세출체계로 전환

해 나갈 계획임올 밝혔다.

2) 1993년도 lAEA 결산보고서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분담금이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 언급한 외에는

다른 의견없이 사무국야 준비한 결산보고서가 채택되었다.

3) 1995‘96년도 IAEA 예산

핀란드는 예산에 비해 기구의 활통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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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호주는 정규예산 분담금의 적키납입

이 중요함올 강조하였다. 사무국이 준비한 문서가 결의안의 채택올 통하

여 수락되었다.

4) 정규예산에 대한 회원국 기여금 규모사정

회원국들의 이견 없이 사무국이 준비한 문서가 채택되었다.

5) 원자력 안전， 방사선 방호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a) 원자력 안전 및 방사션 방호에 관한 국체협력 강화방안

。 원자력 안전협 약: 본문 참조

。 핵사고시 조기통보 협약 및 지원 협약: 사무국의 경과보고서

수락 및 회원국의 참여확대 촉구

。 원자력 안전 서비스: 사무국의 경과보고가 이의없이 수락되었다.

。 기본 안전기준 및 원자력 안전기준: 사무국의 노고치하 및

지속적인 노력올 당부하였다.

0 기술원조 제공: 원자력 안전과 방사선 방호관련 모텔 프로젝토

개념올 이용한 기술협력 사업의 효과적 추진올 꾀하는 기구

사무국의 노력올 치하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o 동구권 및 구소련에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 지원제공:

VVWER-440/230 빛 RBMK형 원전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

국제적인 공동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동구원 각국

스스로의 자구적 노력과 기구의 주도적 지원노력올 당부하였다.

。 교육 및 훈련의 증진: 1993년 2월 전문가 그룹올 결성하여

표준교안올 작성하였으며 이를 기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중에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매 2년마다 관계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재검토될 예정이다. 본 의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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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구의 노력올 치하하고 계속적인 노력올 당부하였다.

o 연구 및 개발의 촉진: IAEA는 기구의 목적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올 촉진하고 지원하는 권한올 위임받았으며， 이는 방사선

방호 및 원자력 안전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의 유효한

수단으로 입증되었던 통합 연구프로그램올 통해 실현하고 있다.

국제 공동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68개국이다. 본 의제와 관련하여 사무국이 준비한

문서가 수락되었다.

。 미래 원전의 안전원칙: 1993년 10월 18얼 부터 20일 까지

서윷에서 IAEA와 공동 주관으로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이 개최되는 등 미래 원전의 안전원칙 및 기준설정

절차를 위한 작업이 계속 수행되고 있다， 본 의제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사무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기를 당부하였다.

b) 국제 방사성폐기물 관리문제 해결올 위한 방안: 본문참조

6) 개도국 식품조사 실용화

1992년 6월 이사회에서 인도가 본 사업의 추진올 체의한 이후 우리나라

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 수행중에 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식품조사 사업올 개도국에서 경제성올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가의 타당성

여부를 시범사업올 통해 검중하는데 있다. 특히 본 의제는 우루과이 라운

드 협상에서 채택된 식품의 위생적 처리에 관한 협약이 1995년 부터 발효

되는 관계로 WTO 회원국에서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본 의제와 관련하

여 회의결과는 사무국이 준비한 문서가 수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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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제적인 식수 생산계획

원자로를 이용한 해수의 담수화 추진으로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식수생산올 지원하기 위한 의제로 매년 총회에 추진현황올 사무총장이 보

고하고 있으며， 금번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 관련국가， 유엔내 관련기구 및 거타 국제기구와 원자로를 이용한

식수생산에 관한 협의를 계속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

- 전시용 시설에 관한 자문기구 권고사항올 실행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에게 대책올 강구토록 요청

- 회원국들에게 기술 빛 전문가 지원 협조를 당부

- 제39차 총회에 이행사항 보고 및 의제 포함 요청

8) IAEA 주요활동 강화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 요지의 결의안이 채탤되었다.

- 기구 현장에 버추어 기술협력 활동의 중요성과 효율성 강조

- 개도국의 원자력 이용기술 향상을 위해 새로운 방안 제시 요청

- 총회에서 회원국에 대한 기술협력 자금 증가요청시 사무총장이

이러한 측면올 고려하여 문제를 제기하도록 요청

- 제39차 총회에 본 의제를 포함할 것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다음 요지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사업추진올

사무총장에게 요청

- 기구와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촉구

- 자금확보를 위한 노력올 사무국에 요청

- 제39차 총회시 재상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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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조치 시스템의 강화

본문참조

10) 안전조치 재원조달

비공식작업단은 1995년 까지 현체제를 유지키로 한 바에 따라 1996년

이후의 안전조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1995년 제39차 총회에서 。1애 대한

결정이 필요하며， 이률 위해 1995년 기간동안 협의가 필요함을 회의의 결

론으로 도출하였고， 제38차 총회는 안전조치 재원조달에 관한 비공식작업

단 회의를 총회 직후 부터 개최하여 집중적으로 방안 도출올 위한 노력올

경주할 것올 권고하였다.

11) 기술원조 재원조달

다읍 요지의 결의안 채택

- 이사회에 기술원조 자금에 대한 비공식작업단 재설치 요청

- 사무총장에게 GC(XXV)!RES!388의 조기 이행올 위한 방안과

적정 대책에 관하여 비공식작업단의 협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올 강구토록 요청

- 이사회에 제39차 총회에 이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토록 요청

12) 인사문제

사무국 직원 채용시 개도국 출신 직원의 진출확대를 위해 의제로 채택

되어온 “기구 사무국 직원 채용η 의제는 제38차 총회에서 다음 요치의 결

의안이 채택되었다.

- 사무총장은 개선의 여지가 있읍올 주지하고， 사무총장에게

재도국으로 부터의 직원채용올 증가시키도록 요청

- 고위직 및 정책결정 부서에 개도국 직원증가를 요청하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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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로 적정대책올 강구토록 요청

- 제39차 총회에 이의 이행사항올 보고토록 요청

또한 퍼EA내 여성 직원의 확대률 위해 노력할 것올 촉구한 “사무국 여

성 직원” 의제는 제38차 총회에서 다음 요지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 사무총장은 현재의 불균형올 수정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책과

실험계획을 강구할 것과 이의 추진현황올 이사회 및 차기 총회에

보고할 것

13) 현장 제6조 부분수정 및 전면개정

현장 제6조의 부분수정은 1977년 제21차 총회시 아프리카 지역국들과

중동 빛 남아시아 국가들이 지역간 이사국의 형평유지를 위해 제6조 A항

의 2를 수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계속 논의되어 왔다. 그러

나 이사회 구성에 관한 부분수정은 당연직 이사국들과 기타 선진국들이 이

사국 수의 증가는 이사회의 농률올 저하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

어 토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1985년 스페인이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전면개정안올 제출한 이후 논의

가 계속되어 왔다. 본 의제와 관련하여 모든 국가틀온 현장 제6조 개정에

대한 토의를 계속하는데 대하여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필리핀은 현장 처116

조와 관련해 조직되어 있는 비공식작업단이 회원국과의 비생산척인 협의만

올 계속하는데 대해 강한 불만올 제기하였고， 이러한 비공식작업단이 협상

기능올 가져야 하며 모든 회원국들이 이 작업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주장올 피력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작업단의 협상 71농에 대

해 동의 발언올 하였으나 미국 및 유럽국가블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결의

문에 이러한 내용올 삽입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자

력 국제사회에서 지난 20년간 일어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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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전문올 결의안에 추가하도록 제안하였고，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본 총회에서는 파키스탄이 제안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는 데 이의 내용은 이

사회가 효과적인 방법올 통하여 회원국과의 협의를 계속하고 이미 체안된

헌장 제6조 수청권고안을 송인하기 위하여 제39차 총회에 제출토록 요구한

다는 것이었다.

14) 이사회의 이사국 지명

현재 이사회에서 헌장 제6조 A항의 l에 따라 지명하는 이사국은 13개

국인 바， 선진이사국과 지역선진 이사국의 구분없이 알파뱉 순으로 발표하

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필리핀은 1995년 부터 이사회 지명 이사국올 지명

할 때 10개 원자력 션진국과 3개 원자력 지역선진국올 구분하여 지명토록

하자는 결의안올 제출하였다. 이 제안은 벨기에， 멕시코， 우리나라 동의 한

성국가와 대부분의 지병 이사국들의 이견 대립오로 결의문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본 의제에 대하여 필리핀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올 요구하

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였다.

15) 핵물질 불법거래

본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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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President,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wish

to extend my wann congratulations to you on your election as

President of the 38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AEA.

I 없n confident that your outstanding leadership will guide this

Conference to a successful conclusion.

I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appreciation to Dr. Hans

Blix and his Secretariat for their efforts and achievements for the

promotion of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and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Agency ’s safeguards activities.

Mr. President,

Over thε past few years, the world has undergone dramatic

changes. Nuclear field is no exception. The danger of global

nuclear war has diminished. However, non-proliferation regime

today faces serious challenges arising from, among others, noo

compliance and illicit trafficking of nuclear materials. Another

cause of concern is a growing public resistance to nuclear power

option in many countries.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has become a difficult task for the

governments to cope with.

These challenges calIon the Agency to reassess and further

strengthen its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keeping with the

changing of international realities.

-204-



Mr. President,

Let me address some key issues before us.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recent press reports on

illicit trafficking of nuclear materials.

You may recall that the Korean delegation suggested at the

36th and 37th sessions of the General Conference that the IAEA

initiate more active rol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storage and

management of such sensitive fissionable materials as plutonium.

Of course, more efforts should be exerted by individual

national authority to prevent unauthorized circulation of nuclear

materials.

At the same time, however, we recommend that international

scheme be established to this end in the framework of the IAEA.

Such scheme, we believe, will also serve to secure πansparency of

nuclear activities. We welcome, in this connection, the initiative

taken by ED to enable the General Conference to discuss this

important issue. My delegation is prepared to take part actively in

whatever action the General Conference may wish to take on this

issue at this session.

Regarding the NPT review conference scheduled early next

year, my Government supports in principle, the extension of the

Treaty. We will continue to consult with other p앙ties concern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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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 that goal in a manner acceptabl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We also look forward to an early conclusion of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and the Nuclear Anns Cut-Off

Agreement. We calion the Agency to explore ways for its role in

this respect and also in the management of nuclear materials

stemming from the dismantlement of nuclear arsenal.

The Republic of Korea strongly supports the Agency’s

’Programme 93+2’ which aims to strengthen the safeguards system

by e빼ancing it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nd by introducing

new inspection techniques.

In this connection, my Government invited the Agency’s

εxperts last June to undertake field testing of environmental

monitoring technique.

Mr. President,

The future of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depends largely

on the safety of nuclear facilities. My delegation expresses its

appreciation to the Secretariat for its continued efforts to ensure

and enhance nuclear safety at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vels

since the TMI and Chεrnobyl accidents. The various technical

programmes ofthe Agency such as OSART and ASSET should be

encouraged to continue in order to enhance the safety level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e Memb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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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delegation believes that the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to be signed today will open a new area of international co

operation for the enhancement of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My Government is committed to make contribution to its full

implementation.

My Government also notes with great interest the recent efforts

by the Secretariat to prepare the guidelines for the "Periodic Safety

Review (PSR)". We are convinced that the safety of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will be further improved through such

periodic evaluations.

Mr. President,

Today,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diff ~ 쇠t tasks to deal with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DespIte proven technologies and practices for safe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this problem remains a

politically sensitive issue, and therefore requires further

inteπlational and national efforts to change public perception on

this matter.

My Governmen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e Agency’s

RADWASS programme. We are happy to note that agreement is

almost reached on "Safety Fundamentals" for approval by the

December Board meeting.

As in the last year's General Conference, my delegation, with

the full endorsement of the Group 77, will promote a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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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on RADWASS programme for adoption by this

Conference with a view to enabling the Agency to take follow-up

measures.

Early this year, the Republic of Korea joined the 1972

London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he resolution adopt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of the Convention in November 1993, we

sincerely hope that unlawful practice of radioactive waste

dumping in the sea, particularly in the East Sea, will cease

henceforth. We call upon the Secretariat to continue its

contribution in this respect by making its expertise available to

the Member States concerned.

Mr. President,

In the Republic of Korea, more than 40% of its total elecπicity

is currently generated from nuclear power plants.

In achieving today’s active nuclear power programme, my

country is indebted to various technical assistance programmes

provided by the Agency and donor countries. The time has come

for us to make more contribution to promote international co

operation in this field.

My Government plans to hold an IAEA regional workshop in

1995 to share our experiences in the safe operation of nuclear

reactor with the countries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We also

plan next year to sponsor an IAEA interregional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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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decided to make

special contribution in the amount of $200,000 for the RCA

Programme. Details of the programme are under discussion with

the Agency.

Mr. President,

Since the Agency’s Statute was last amended in 1973, there

have been tremendous changes in geopolitical realities and nuclear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y Government

believes that the Statute needs to be seriously reviewed and

properly revised to accommodate these changes if the Agency is to

remain relevant into the twenty-잠rst century.

I urge the Member States and the Secretariat to pursue without

further delay more serious and productive consultations on this

important issue so as to enable the Agency to t없얻 concrete steps

toward building consensus on the revision of Article VI.

Mr. President,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reiterate, on behalf of

my Government, our fmn commitment to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and the nuclear transparency.

In this connection, we have recently established a national

organization, called ’Technology Center for Nuclear Control'. This

center will help the Agency’s inspectors to undertake thei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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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t our nuclear facilities. We also

expect the Agency to provide technical help in training our

personnel in this field.

My Government is also studying seriously the possibility of

joining Nuclear Suppliers Group and Zangger Committee in the

near future.

Mr. President,

Let me briefly touch on North Korea’s nuclear issue. This

problem remains a very grave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cause of the North Korea’s persistent non-compliance

with the safeguards obligations for the past two years.

As clearly called upon in the General Conference resolution

last year, North Korea should implement fully its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IAEA, and thus prove its nuclear transparency.

We take note ofthe ongoing bilateral talk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welcome some preliminary but positive

development. I wish to emphasize however that this bilateral talks

can not suspend or substitute North Korea’s safeguards obligations.

We look forward to a positive outcome in the coming bilateral

talks in Geneva. which will lead towards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 ’ s nuclear issue in a way satisfactory to all parties concerned,

including North Korea ’ s full compliance with its safeguards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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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is juncture, let me reconfmn my Government’s

willingness to playa leading role in helping North Korea to convert

to the light water reactor system in so far as North Korea’s nuclear

transparency is clearly secured.

My Government appreciates and fully supports the continued

effort by the Director General and his Secretariat to implement the

safeguards agreement and the relevant resolutions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the Board of Governors and the Security

Council. My Government also believes that the inter-Korean

nuclear talks should be resumed to implement the denuclearization

agreement in parallel with the US-North Korea talks.

We urge North Korea once again to comply fully with the

obligations under the NPT and the safeguards agreement and to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with the South according to its

commitment to the nuclear free Korean Peninsula.

Mr. President,

The IAEA has come a long way to promote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and to help prevent nuclear materials from being

diverted to military purposes.

Looking ahead to the 21 st century, the Agency is again called

upon to further strengthen its relevance by adapting itself in a

timely manner to the changing international realities. With that in

mind, I do hope confident that the 38th session of the General

-211-



Conference will mark another step forward toward realizing go떠S

and objectives of the IAEA through serious and constructive

discussion.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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