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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우리나라는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의 하나인 원자력공급국그 

룹(NSG) 가입을 가시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NSG의 지침 및 통제 

품목을 우려나라의 수출통제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 

두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원자력공급국 (NSG) 지침 

을 자국의 제도에 반영하는 방법과 통제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요 

건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며국은 원자력 수출통제를 포함한 국체 

비확산 수출통체제도를 선도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본은 아 

시아에서 유일하게 벼확산 수출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국가라 

는 점에서 분석의 가치가 있다. 

분석에 사용된 미국의 자료에는 상무부에서 관리하는 수출관리규 

정， NRC의 10 CFR 110, 에너지부의 10 CFR 810이 있으며， 일본의 

자료에는 수출관리령 빛 다수의 동달이 었다. 이러한 분석을 롱하여， 

미국과 일본이 통제하는 NSG 품목을 확인하였고， 각각의 품목에 대 

해， 허가요건을 목적지， 허가종류， 제출서류 동의 측면에서 일목요연 

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허가요건을 각각의 품목에 대 

해 비교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수출통체 제도구측에 유용 

하게 사용될 컷이다. 또한 특정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미국， 일본의 수출허가 정책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ABSTRACT 

Korea has takcn stcps to join thc Nuc1car Supplicrs Group (NSG) 

which is a major part of the int~mational nuclear cxport control regime. 

In this connection, it is an urgent task to build a new Korean nuclear 

cxport control systcm that includcs NSG guidelines and control item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eveloped supplicr countries' 

cxpericnce in the field of export contro1. 

Thc main purposc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US and Japan 

havc controllcd thc itcms listcd in NSG Part 1 and 2 guidclincs. To this 

end, various rclcvant rcgulations of the US and Japan were studied. 

Among those regulations, thc US Export Administration Rcgulation, US 

10 CFR 110 and 810, and thc Japan ’s Export Administration Ordcr are 

includcd. Through the review process, this study identificd NSG items 

which arc control1cd in thc cxport conttol systems of thc US and Japan. 

Furthennorc, this study summanzcd and compared the export licensc 

critcria that must bc satisficd before exporting each NSG item in the two 

countries. 뛰lC cxport Iiccnsc critcna consist of pcnnittcd destinations, 

docwnent requiremcnts, and typcs; of license. 

The rcsults of this study arc expected to contributc to cstablishing an 

appropriate Korean nuclcar cxport cOlitr이 system and could be uscd as 

rcfcrences to the practical export licensing policies of thc US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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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원자력공급국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NSG)은 공식적인 국제기구가 

아닌 회원국간의 비공식 모임이다. 따라서 NSG에 회원국오로 참여하는 것 

은 NSG 지침을 자국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정치적 약속인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31개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 및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며 제도의 강도 역시 다양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NSG 지침은 시행수단의 언곱이 없이 추상적인 통제기준만올 설정 

하고 있기 때문에 비확산 수출통제 경험이 없는 한국과 같은 국가는 구체적 

인 제도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국내 제도를 효윷적오로 구축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분석하고 그들의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논리를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통제품목별로 허용되는 허 

가의 종류와 목적지 빛 허가종류에 따른 첨부서류의 종류 풍 세부적인 제도 

시행 내용은 원자력 수출통체의 경협이 없는 한국이 제도 구축과 시행에서 

많이 참고해야될 자료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NSG Part 1 및 Part 2 전 

품목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허가종류， 허가심사에 필요한 서 

류， 수출 가능한 목적지， 킥· 품목에 대한 기술적 정의， 전략물자 포합 여부 

풍을 파악하고 정 리 하였다. 



ll. 일본의 수출허가요건” 

1. 통째화물의 분류 및 허가대상 지역 

-‘-_._-----
화 물 

.---------
1. u1확산 관련 

1) 무기관계 

2) 원자력관계 

3) 화학병기관계 

4) 생불병기관계 

5) 미사일관계 

2. Post-COCOM 

관지1 

• 

표 I. 통제화물의 분류와 허가대상 지역 

배 l 수출령별표 ~I 

l 항의 변호 

I ~번항 (1) - (16) 

Z맨향 (1) - (51) 

3번항 (1) 및 (2) 

3.2벤항 (1) 및 (2) 

4번향 (1) - (26) 

5밴향 - 14'건항 

통제대상 지역 
-----_. 

(수출령 제 l조 제 I항의 허가〕 

천지역 

전지역 

전지역 

전지역 

전지역 

(수출령 제 I조 채 I 항의 허가) 

특정지역 

(수출령 제 1조 제2항의 허가) 

특정지역이외의 지역 

{수출링 제2조 체 I항 제 1호의 

승인) 

특정지역이외의 지역 (수출링 

멜표 제3애 있는 지역은 채외〉 
~--_. _ ... ‘---.----.-1- --

(수출굉 제 I조 제 l항의 허가) 

15맨땅 | 잔지역 (수출렁댐표 제3에 있 
(득징!f딸수출 

허가 지1 외퓨꼭} 

는 지댁은 제외) 

(수휠팽 제 1 조 제2항의 허가) 

수출링 벨표 치13에 있는 지 역 

위의 표 I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원자력 수출통제 품목올 수출 

하는 경우 전지역에 대해 수출허가를 요구하고 았다. 세부화불의 규제내용 

은 수출령별표채 l의 규정만응로 판단하가는 충분치 않다. 규정의 상세한 내 

용올 정한 성령 및 통달 (용어의 해석 동)， IC/DV를 필요로 하는 가준， 허가 

1) 참고자효: 안전jlL장무-역관·펴관련 화펀 • 기숨리스묘 및 관7.11 엔l 렁섞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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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특례， 사무의 취급구분 퉁을 함께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수출허가사무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내용올 품목별로 정리하여 제 

4장에 기술하였다. 

원자력올 포함한 비확산 통제물자에 대해서는 전지역이 허가대상 지역이 

지만 Post-COCOM 품목의 수출허가와 관련해서는 지역이 3가지로 구별되며 

다읍과 같다. 

C) 특정지역 (4개국) : 추요 수출통제 대상국 

닌1 란， 이라크， 북한， 리비아 =그 
。 수출령별표저13에 있는 지역 (22 7H 국) : COCOM 가맹국 및 협력국으로 

안전한 지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이스1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텔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멘， 스위스， 터어키， 영국， 미국 

o 기타지역 : 위 두 지역 이외의 지역 

2. 면쩨금액 

일본에서는 소액수출의 경우 지역에 따라 면제금액 따로 설정하여 그 금 

액 범위내에 있는 수출의 경우 수출허가를 변제하고 있다. 면제금액은 크게 

5만엔까지 허가변제되는 지역과 100만엔까지 허가면제되는 지역으로 구분된 

다. 위에서 언급한 수출령별표제3에 있는 지역 22개 지역에 대해서는 소액 

수출 대상인 품목인 경우 100만엔까지 허가면체되며，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는 5만엔까지 허가가 면제되고 있다. 

-3-



그러나， 원자력 품목은 소액수출에 의한 허가면체에서 제외되므로 아무 

리 작은 금액의 수출이라도 허가를 획득하여야 한다. 

3. 혜석의 째공 

얼본에서는 수출통제 품목에 대해 기술적인 사양， 세부품목， 제외되는 품 

목 둥을 해석란을 두어 이곳에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수출통제 품 

목올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석란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까지 살펴보아 

야 한다.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 l 관계 성령 및 통달 일람표에서 해석란에 

표기판 화물은 ‘수출무역관리령의 운용에 관하여’에 의해 해석규정이 폰재 

하는지 여부를 표시한 것이다. 

해석란에는 좌우 두개의 란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좌측란은 상세한 해석 및 세부품목을 제공한 것이고， 우측란은 통제대상에 

서 제외되는 화물올 규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품목에 대해 제공된 

해석내용올 품목별로 정리하였다. 

4. 잔략물차 해당 여부 

NSG 풍북 중 많은 품목은 COCOM의 원자력 품목과 중복된다. 일본에서 

는 COCOM에 있는 원자력 품목올 NSG 품목에 포함시 켜 하나의 품목군￡ 

로 운용하고 있다.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 l 관계 성령 및 통달 일랍표에서 

전략물자란에 표기가 되어 있는 화물은 ‘전략물자수출허가둥 사무처리요령’ 

에 의해 전략물자 에 포함된 품목올 표시하는 것이다. 

전략물자란에 표기되어 있는 화불은 수출허가 신청에 즈읍하여 IC 

(lmport Ccrtificatc: 수입중명서)/DV (Dclivery Verification: 통관증명서) 또는 

T AC (Transit Authorization Ccrtificate: 적 체 인가서)의 첨부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NSG 품목에서 COCOM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세부품목올 전략 

물자 특이사항란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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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포괄허가 및 특청포괄허가 

5. 1. 일반포괄허가 

01종 포괄허가 

l종 포괄허가는 COCOM 가맹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홍콩， 아일랜드， 뉴 

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에 적용되는 포괄허가이다. 이것의 유효기간은 3년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영국이 EC 또는 COCOM 가맹국에 대해 제공 

하는 OGEL (Opcn Gcneral Export License)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미국의 

GCT (Gencral Licensc for COCOM Trade)에 해탱하눈 품목과 유사하다. 또한 

일부 비확산 통제 물품은 회원국에 대해 가능하다. 

。 2종 포괄허가 

2종 포팔허가는 통제되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가능하다. 대상 물품은 

COCOM의 행정예외 수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5.2. 특정포괄허가 

특정포괄허가는 영국의 OIELS (Opcn lndìvìdual Export License) 또는 미국 

의 유통허가와 유사하다. 이허가는 제한된 수의 수출업자에게만 부여되는데， 

그들은 엄격한 내부 수출통제를 구축하고 내부통채프로그램올 갖고 있는 기 

업이다. 특정 품목야 자유지역에 대해 이 허가로 수출 가능하다. 특정포괄허 

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5.3. 포괄허가에 따른 지역 구분 

일본은 포팔허가와 관련하여 전세계를 1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었다. 본 

연구에서 이틀 지역 구분올 편의상 A에서 M자역으로 표기하였다. 포괄허가 

가 제공되는 지역 및 포괄허가의 좀류는 해당품목의 특성 (예를 툴변， 전략 

물자에 포함여부 또는 품목의 민감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달라진다. 원자력 

과 같은 비확산물자인 경우는 2종 일반포괄허가로 수출할 수 없다.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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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 13개의 지역구분이 정리하였다. 

표 2. 포괄허가 적용과 관련된 국가 분류 

지역구분 국가수 국가명 

A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카나다， 덴마크， 핀란도， 

B 19 
프랑A，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텔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c 뉴질랜드 

D 2 아르헨티나， 헝가리 

E 아이슬랜드 

F 체코 

G 4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H 러시아 

터어키 

J 홍콩 
-

K 4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아르메니아， 아제걷바이젠， 벨라루시， 중국， 

L 12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몰두바， 

타지키스탄， E 루크베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M -- --

6. 성분표 포는 화학분석표 제출 

일본은 특청 품목에 대해 시험기관 또는 연구기관 대표자의 서명이 있는 

성분표 또는 화학분석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품 

목은 물질과 같이 외관상으로 전략물자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물자로 원 

자력의 경우， 령별표제 l 의 2항 (I), {3}, (4), (9), (1 8) - (26) , (33), (48) , (51)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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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출허가신청 첨부서류 

일본에서는 목적지에 따라 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가 달라진다. 즉， NSG 

회원국인 지역과 비회원국인 치역에 따라 허가수속에 필요한 서류가 다르 

며， 또한 전략물차에 포함되는 품목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첨부서류가 달라 

진다-

7. 1. NSG 회원국 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o 회원국의 분류 
1993년 말의 28개국 회원국은 일본에서 수출허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의 3개 집 단으로 구분된다. 

口 서방 207H국 (※표기) 

口 러시아 (@표 7n 

口 동구 6개국 아르헨티나 (i상표기) 

아르헨타나(í:r-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양). 

캐나다(※)， 체코(양)，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라(양)，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텔란드(※)， 노르웨어(※)， 폴란드(양)， 포르투갈{※)， 루마니아(양)， 

러시아(QJ) ， 슬로바키아{양)，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o 첨부서류 일람 
NSG 회원국에 대한 원자력 품목의 수출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의 10가지가 있다. 위의 회원국 분류에 따라 10가지 서류 중 일 

부가 요구된다. 

(꾀 수출허가 · 승인 신청서 (2통) 

c2) 수출허가 · 승인 신청 내용 명세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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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계약서 원본 및 사본 (각 l 통) 

@ 수출관련법규의 준수에 관한 내부규정 (복사본) (1 통) 

쉴) IC (수입중명서) (1 통) 

@ 화불/기술의 개요 및 특성 (l 통) 

CJ) 파라메터 쉬트 둥 (1통) 

(흉)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동의 기술자료 (1통) 

띤) ‘전략불차 · 기술의 수출관리에 대하여’의 별기 4의 서류 (1통) 

(며 ‘전략물자 · 기술의 수출관리에 대하여’의 별기 5의 서약서 (1통) 

국가에 따라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희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NSG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제출서류 

수출지 역 (회원국인 경우) 제출서류 

---“----
※표기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CD-~‘와 서류 

만약 전략불차에 포함되고 총가액이 
@의 서류 추가 

$5，아x> 이 상인 경 우 
--------…------------------------_ .. _--
(칭)표기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CD-@의 사류 

만약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품목인 경우 @ - Q(þ의 서류 추가 
-------------------‘--~----‘--←--… 

k표기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CD- ã)의 서류 

만약 2의 (1 2) , (1 7)2 품목인 경우 @-@의 서류 

7.2. NSG 회원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o NSG 회원국 이외 지역의 분류 

口 뉴질랜드， 홍콩， 대한민국， 터키의 4개국 (※표기) 

口 4개국 이외의 지역 

{그 첨부서류 일람 

NSG 회원국에 대한 원자력 품목의 수출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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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다음의 9가지가 있다. 위의 회원국 분류에 따라 9가지 서류 중 일부 

가 요구된다. 

CD 수출허가 · 승인 신청서 (2통) 

(2) 수출허가 • 승인 신청 내용 명세서 ( 1 통) 

(효〕 계약서 원본 빛 사본 (각 l 통) 

@) 수출관련법규의 준수에 관한 내부규정 (복사본) (1통) 

@ 화물/기술의 개요 및 특성 (l통) 

@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풍의 기술자료 (1통) 

@ ‘대량파괴병기관련 화물 · 기술의 수출관리에 대하여‘의 별기 3의 

서류 (1통) 

@ ‘대량파괴병기관련 화물 · 기술의 수출관리에 대하여’의 별기 4의 

서약서 〔원본， 사본) (1통) 

(효) IC (수입증명서) (l통) 

국가에 따라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NSG 회원국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제출서류 

수출지 역 (회원국 아닌 경우} 제출서류 

※표기국무로 수출하는 경우 CD-@의 서류 

만약 전략물자에 포함되고 총가액이 
@의 서류 추가 

$5 ,000 여상인 경우 

※표기국 이외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CD-@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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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미국의 수출허가요건 

1. NSG Paπ 1 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요건 2) 

미국에서는 원자력 전용 품목， 즉 NSG Part 1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를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에서 담당하고 있다. 

1.1. 지역 분류 

NRC에서는 수출허가와 관련하여 전세계를 3개의 지역， 즉 금지지역， 제 

한지역， 특정품목에 대한 일반허가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1 금지 지 역 (Embargoed dcstinations) (4개국)3) 

f쿠바， 캄푸치。간붙한， (벤튼남〉-

(1 제한지 역 (Restrictcd destinations) (36 7R 국) 

_J 

아프카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아， 앤도라， 앙골라， 아르헨티나， 

바레인， 브라질， 버마， 칠레， 코모러스， 지부티， 가이애너， 인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리비아， 머라위， 모리테니어， 모참비크， 

니제르， 오만， 파키스탄， 쿼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포리카， 

세인트 키츠， 시리아， 탄자니아， 아랍에미레이트， VANUATU, 예벤， 

잠비아， 짐바브웨 

o 특정품목에 대한 일반허가 지역 
원자로 부품 중 원자로압력판， 지르코늄 튜브， 원자로 내장재， 원차로 

control rod drivc mcchanism 및 기타 원자로 부품은 다음 국가에 대해 일 

2) 참고자료: 10 CFR 110 (1988넌) 
3) 배트남의 경우， 1994년 2원 embargoed country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NRC의 규 

정의 금지지벽애서도 제외꾀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또 최근의 자료로 확인하눈 과 

정이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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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다. 

캐나다， Euratom (벨치움，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영국， 독일)，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필리핀，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1.2. 허가 종류 및 허가대상 품목 

NRC에서는 수출허가로 특별허가와 일반허가 제도를 투고 있다. 

o 특별허가의 대상 :통제리스트에 포함되는 품목 [NSG Part 1 품목에 

해당] 

o 일반허가의 대상: 통제리스트에 포함되는 품목의 일부 (원자로압력관， 
지르코늄 튜브， 원자로 내장재， 원자로 controI rod d꺼ve mechanism, 기 

타 원자로 부품)를 위에서 언급한 특정국에 수출하는 경우와 뭉질풍 

올 소량 수출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음 항에서 세부적￡로 기술한다. 

1.3. 일반허가 대상 품목 

NRC 통제 품목 중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윤 크게 특수핵물질， 

선원물질， 부산물， 중수소， 원자력급 혹연， 원자로의 부분품￡로 구분된다. 

1.3. I. 특수핵물질의 일반허가 

낀 다음의 경우는 NRC 금지지역이외의 지역에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다. 

낀) 저농축우라늄 (17.5 partjmi11ion)으로 어떠한 품목 또는 울질내의 잔여 

물질로 존재하는 것 

(2) 심장보조기의 플루토늄으로 플루토늄-238의 비율이 무게로 80% 이상 

인것 

(효) 정밀기구 풍의 센서부품에 포합되어 있는 특수핵물질로 각 센서부품 

에 포함되는 것은 3그램미만의 농축우라늄， 0.1그램이하의 플루토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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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그램이하의 U-233언 경우로 한정된다. 

낀 다음의 경우는 NRC 금지지역 및 제한지역이외의 지역에 일반허가로 수 

출할수 있다. 

(1) 선적양이 0.001 유효킬로그램이하인 특수핵물질 (즉， 10그램의 플루토 

늄， U-233 , U-235 또는 1% 놓축우라늄의 10킬로그램). 단， 일년에 한 

국가에 0.1 유효킬로그램 이상올 수출할 수 없다. 

Ql 연료요소에 있는 특수핵물질로， 특별허가에 의해 수출된 것 중 손상 

되거나 불량인 미조사된 핵연료를 교체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1.3.2. 선원물질의 일반허가 

딘 다음의 경우는 NRC 금지지역이외의 지역에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다. 

(1) 어떠한 불질에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 또는 토륨으로 질량비로 0.05% 

미만으로 농축된 것 

@ Incandcsccnt gas mantlcs 또는 합금에 포함되 어 있는 토륨￡로 농축도 

5% 미만인 것 

낀 다음의 경우는 NRC 금지지역 및 제한지역이외의 지역에 일반·허가로 수 

출할수 있다. 

tIl 개별선적 양이 10 킬로그램이하인 우라늄 또는 토륨. 단， 일년에 한 

국가에 1,000 킬로그램 이상올 수출할 수 없다. 

낀 다음의 경우는 NRC 제한지역에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다. 

@ 개별선적 양이 l 킬로그랩이하인 우라늄 또는 토륨. 단， 일년에 한 국 

가에 100 킬로그램 이상을 수출할 수 없다. 

1.3.3. 부산물의 일반허가 

ζ) 다읍의 경우는 NRC 금지지역이외의 지역에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다. 

u 



Q) 모든 부산물. 단， 트리륨， 폴로니융~2 1O， 법티늄~237， 아메리슐~241은 

제외 

@ 품목당 10 큐리 이 하의 분산된 형 태 (dispersed forrn) (즉， luminescent 

light source, luminescr.nt paint, accclcrator target, calibration standards, 

labelcd compounds)의 트리륨. 단， 개별선적당 1 ，αm큐리 또는 일년에 

한 국가에 10，α)()큐리 。l상올 수출할 수 없다. 

갤) 비행 기에 장착되는 lumincsccnt safcty dcvicc에 포함된 트리륨 

@ 개별선적 양이 ]00큐리 이하인 폴로니융-210으로 S떠tic e1imination에 

포함된 경우에 한합-

(:5) 개별선적 양이 l그램이하인 랩티늄-237. 단， 일년에 한 국가에 10그램 

이상을 수출할 수 없다. 

(긴 다음의 경우는 NRC 금치지역이외의 지역에 아메리슐-241을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다. 단， NRC 제한지역에 선척 당 l큐리 초과 또는 제한지역 

의 한 국가에 일년에 100큐리 초과의 양은 제외된다. 

Q) lndustrial process control 장비 또는 petroieum exploration 장비 에 포합 

되어야 하고 장치 당 20큐리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한 국가에 대해서 일년에 200큐리를 초과할 수 없다. 

。 NRC 금지지역 또는 제한지역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선적 양이 ]00 

큐리 이하인 마lk， undispcrscd 트리륨올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다. 단， 

한 국가에 마해 일년에 10，000큐리 초과의 양올 수출할 수 없다， 

1.3.4. 중수소의 일반허가 

o NRC 금지지역 또는 제한지역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션적 양이 10 

킬로그램아하인 중수소 (50킬로그램의 중수)를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 

다. 단， 일년에 한 국가에 대해 200;킬로그램올 초과하는 양 (1 ，000킬로그 

램의 중수)올 수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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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NRC 제한지역에 루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선적 양이 1킬로그랩 이하인 중 

수소 (5킬로그램의 중수)를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다. 단， 일년에 한 

국가에 대해 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양 (25킬로그램의 중수)을 수출할 수 

없다. 

1.3.5. 원자력급 혹연의 일반허가 

!그 NRC 금지지역이외의 지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선적 양이 100킬로 

그램 이하띤 bulk nonfabricatc된 원자력급 혹연을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다. 단， 일년에 한 국가에 대해 2，α)()킬로그램올 초과하는 양올 수출할 

수 없다. 

낀 NRC 금지지역이외의 지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fabricate된 비원자력관련 

상업용 제품악 원자력급 흑연올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다. 단， 전극 당 

I킬로그램올 초과하는 혹연 전극은 NRC 제한지역에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없다. 또한 fabricatc된 제품은 최종제조된 형태를 말하며， 단 최종사용 

을 위해 추가의 작업이 펼요한 것은 fabricate된 제품의 범주에서 제외한 

다. 

1.3.6. 원자로 부분품의 일반허가 

o 다음의 국가에 대해 원자로 부분품 (원자로압력관， 지르코늄 튜브， 원자 
로 내장재， 원자로 control rod drive mcchanism , 기타 원자로 부품)올 경수 

로， 중수로 또는 연구로에 사용할 목적으로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다. 

캐나다， Euratom (벨지융，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댈란드， 영국， 독일)，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필리핀，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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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반허가는 원자로 부분품올 개별수출하여 완전한 원자로를 수출하게 되 
는 경우의 수출은 승인하지 않는다. 부분품의 개별수출의 합이 완전한 

원자로의 수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허가가 요구된다. 

1.4. 허가 요건 

NRC에서 통제하는 품목의 허가요건은 품목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다. 

(1) 생산 또는 활용시설4)， 특수핵물질， 선원물칠 (source materia[s)의 평화 

적 용도의 수출은 다음 기준의 적용올 받는다. 

<:D IAEA의 전면안전조치 적용 

@ 핵폭발 장치 및 그러한 장치의 연구개발에 사용 금지 보증 

(3:) 물리적 방호 보증 

@ 미국의 사전동의 없이 채이전 금지 보증 

@ 재처리 빛 형상변경 금치 보중 

(효) 협력협정 체결 여부 

(J) 국가안보 및 며국 국민와 국민보건 및 안전 고려 

(2) 생산 또는 활용시설이 아닌 원자력 장비 5)， 중수 및 원자력급 흑연의 

수출은 다음 기준의 적용올 받는다. 

m 부분안전조치 적용 
cz> 핵폭발 장치 및 그러한 장치의 연구개발에 사용 금지 보중 

@ 미국의 사전동의 없이 재이전 금지 보중 

@) 국가안보 고려 

4) 이 향에서 의미하는 생산 또는 활용시설이란 CD 원자로 @ 원자로 맙력용기 @ 

일치·냉각제용 휩프 @ 제이봉 @ 원자로 띤료교환기를 포함한다. 
5) 이 항에서 언급하는 생산 또는 활용시설이 아닌 원자력 장비는 원자로 부품 빛 
과분품 ((1)항에서 언급한 것 제외)이 단폭으로 수출될 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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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물 빛 비원자력 사용올 위한 선원물질의 수출은 국가안보를 고려 

한다‘ 

2. NSG Part 1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 요건 6) 

미국에서는 원자력 전용 품목과 관련된 기술， 즉 NSG Part 1 품목과 관 

련된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를 에너지부 (DOE)에서 담당하고 있다. 

2. 1. DOE의 지역 분류 

DOE에서는 특수핵물질과 관련하여 특별승인올 받아야 하는 국가를 따로 

지정하고 있오며， 그외의 민감원자력 기술 제공， 원자력 전용 장비 및 시설 

에 대한 지원활동의 경우에는 모든 국가를 허가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 

다. 

o 특수 핵물질의 생산에 칙간접￡로 관여하는 웹위와 관련하여 특별승 
인을 받아야 하는 국가 (51 개국) 

아프카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아， 앤도라， 앙골라， 아르헨티나， 

바레인， 브라질， 붐가리아， 버마， 칠레， 중국， 코모러스， 독럽국가연합， 

쿠바， 체코， 지부티， 에스토니아， 가이애너， 헝가리， 인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캄퓨차， 북한， 슬로바키아， 쿠웨이트， 라오스， 

라트비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모려테니어， 모나코， 몽고， 모잠비크， 

니제르， 오만， 파키스탄， 폴랜드， 쿼타르，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시리아， 탄자니아， 아랍에미레이트， VANUATU, 베트남， 

예멘，잠비아，짐바브웨 

2.2. 허가종류 및 허가 대상 활동 

DOE에서는 수출허가로 특별허가와 일반허가 제도를 두고 있다. 일반허 

6) 참고자료: 10 CFR 810 (1 99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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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DOE의 수출허가절차 없이 수출자의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는 제도 

이다. 

o 일반허가 적용 대상 활동 
일반허가 적용 대상 활동은 다음의 활동에 한정되며， 이 경우에도 민감 

원자력 기술 (Scnsitivc Nuclear Tcchnology: SNη의 제공은 금지된다. 민감원 

자력 기술이란 우라늄 농축 시설， 핵재처리 시설， 중수생산 시설의 설계， 전 

설， 조립， 운영， 유지에 중요한 정보로 정의된다. 일반허가로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은 다음파 같다. 

- 콩개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공중보건과 안전올 해칠 수 있는 긴급한 방사농 사고의 방지와 처 

리를 위해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 (DOE에 사전에 보고하고 

DOE의 반대가 없을 경우에 한함〕 

- 미국과 IAEA의 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협정을 실행을 위한 행위 

- DOE와 협의하에 DOS에 의해 승연된 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 

위 

- IAEA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위 빛 IAEA의 직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미국 정부키관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 한함 

- 교육기관 빛 연구기관이 주최하는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o 특별허가가 요구되는 활동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수핵물질의 생산에 관여하는 행위 

- 와국올 위해 민감 원자력 기술올 제공하는 행위 

- 모든 외국에 대해 다음의 활동올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 

m 생산원자로， 선원 또는 특수핵물질의 동위원소 분리 (농축) 시설， 
재처리， 플루토늄을 함유하고 있는 핵연료의 성형， 또는 중수 생 

산 시설의 설계 

@ 위에서 언급한 생산원자로 및 시설의 전설， 조립， 운전， 유지 

(J) 위에서 언급한 생산원자로 및 시설에 사용되기 위해 특별히 설 
-17-



계되거나 준비된 부품의 설계， 건설， 조립， 운전， 또는 유지 

@) 위에서 언급한 생산원자로 및 생산규모 시설에 사용되는 주요 

중요 부품의 설껴i]， 건설， 조립， 운전， 또는 유지 

(5) 위의 (1)에서 (4)까지의 활동에 대한 훈련 

2.3. 허가요건 

DOE에서 통제하는 기술의 허가요건은 다음과 같다. 단， 제안된 활동이 

“민감 원자력 기술”의 수출올 포함한다면， 원자력법 127조， 128조 및 미국의 

국제적인 공약에 의한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m 해당국과 미국간의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 여부; 
(낌 해당국의 NPT 회원국 또는 Tlatclolco 조약 회원국 여부; 

(~) 해당국의 IAEA 전면안전 조치 협정 발효 여부; 

@ 만약 해당국이 그러한 협정올 발효하지 않은 경우， 제안된 활동 

에 대해 IAEA 안전조치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 

띤) 제안된 활동에 적용가능한 다른 비확산 통게 또는 조건; 

@ 제안된 활동의 상대적인 중요성; 

@ 다른 원천으로 부터의 유사한 지원 가능성; 

g 미국의 정치， 경채， 또는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만틀. 여기에는 국제 협약 또는 조약에 의한 미국의 의무가 포 

합됨. 

3. NSG Part 2 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요건 7) 

3. l. DOC의 지역분류 

DOC는 원자력 이중사용 품목 및 기술 (즉， NSG Part 2 품목)의 허가를 

7) 참고자료: 15 CFR 768-799 (1 994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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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고 있다. DOC에서는 천셰계를 7개의 지역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분류는 수출통제 시행의 기본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DOC는 7개의 지역 

구분외에도 비확산과 관련하여 민감국리스트를 둔어 특정품목의 경우 이들 

민감국에 대한 수출의 경우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07대 국가군 

- Q, S, T, V, W, y , Z으로 구분 

- Q, S, W, Y, Z 국가군이 상대적으로 민감한 국가 

- T, V 국가군은 자유세계 국가 (한국은 V국가군에 포함됨) 

o 원자력 관련 민감국 
- NRC의 제한지역과 동일 

3.2. DOC의 품목 분류 

DOC에서는 통제품목에 ECC‘N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번호 

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ECCN변호는 5자리의 숫자와 문자로 구성되 

는데 각 숫자와 문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갚는다. 

o Category Groups: 통제품목의 기능별 법주 

(예) 밍AOIA 

1 - Matcrials 

2 - Matcrial Proccssing 

3 - Elcctronics 

4 - Computcrs 

5 - Tclecommunications and Cryptography 

6 - Sensors 

7 - A ViOlÚCS and Navigation 

8 - Marinc Technology 

9 - Prop비sion Systems and Transportation 태uipment 

o - Misccllanc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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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roduct Groups: 통제품목의 형태별 분류 

(예) 3벼01A 

A - Equipment, Asscmblics and Componcnts 

B - Production and Tcst Equipment 

C - Matcrials 

D - Softwarc 

E - Tcchnology 

l디 Typc of Control: 통제되는 이유률 나타내는 것으로 한가지 이상이 적 

용될 수 있다. 

〔예)3A삐A 

01 - 19 : COCOM Controllcd 

20 - 39 : Missilc Tcchnology Controls 

40 - S9 : Nuc1car Non-Proliferation Controls 

60 - 79 : Chcmical and Bi이ogical Wcapons Controls 

80 - 99 : Olhcr Controls 

낀) Codc Lcttcr: 유효수출허가 신청사 필요한 서류를 결정하며 통제되는 

국가를 나타낸다. 

(예) 3AOl맨 

A - QSTVWYZ (COCOM Controlled) 

B - QSTVWYZ (non-COCOM Contt’ollcd) 

C - QSTVWYZ (특정국가 제외) 

o - QSTVWYZ (캐나다 포함) 

E - SZ, 남아꽁화국， 기타 부가적인 통제지역 리스트 

F - SZ, 남아공화국， 기타 특정 통제지역 

G - SZ, 남아공화국 

H - Z, 남아공화국 

I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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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2 품목 중에는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품목이 있혹며， 미국에 

서는 야러한 품목에 대해 국무부에서 허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음의 품목틀이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 

표 5. 군사적후로 적용가능한 이중사용품목 

1.1. Spin-성형 및 flow-성형 공작기계 

1.2. ‘·수치채어”장치 ~ ....... 공작기계 
1.3. 치수검사시스템 
1.4. 진공유도용해로 
1.5. Isostatic 프 레 스 
1.6. 쿄보르 및 end‘ effectors 
1.7. 진동시험장비 
1.8. 용해로， 전자빔， 플라즈마 
3.2. 회 전자 및 벨로우즈 장111 
3.3. 원섬형 다면 균형기계 
3.5. 주파수 변환기 
3.6. 페이지， i!1I이저 증폭기， 발진기 
3.6. 폐이저， 래이저 증폭기， 받진기 
3.7. 질량분석기 및 이온소스 
3.9. 펠브， 마모자항 
3.10. 초전도 솔 èll노이도 전자석 

3.11. 진공팎프 
3.12. 직류고전랙공급기 (lOOV 이상) 
3.13. 고전압직류진렉공급기 (2만V이상) 
3.14. 전자기형 동위원소 분리 71 

5. 1. Flash 엑스-레이 장비 
5.2. 다단계 Hght 개스 gunj고속 gun 
5.3. 기계식 회전 거울 카메라 
Cd. 뇌관 및 multipoint initiation 시스템 
6.2. Firing set을 위 한 전자부품 
6.2. 1. 스위치 장치 
6.2.2. 축잔기 
6.4. 핵무기에 상당하는 고폭발물 
7.1. 오실로스코프 
7.2. 광전증배관 
7.3. 펼스 발생 기 (고속) 
8.1. 중성자 벨생기 시스템 
8.2.3. 방사선 경화 TV 카ull라 
8.4. 트려륭 시 설， 공장， 부분품 
8.5. 1피금촉매 

8.7. 얄파-방출 방사성 핵종 

3.3. 허가의 종류 

3.3. 1. 일반허가 

o GLV (General Liccnse for Limited Value) 

- 내용: 소량의 수뜰 

- 대상: T, V 국가 (중국， 이란， 시리아 제외) 

- 특정: 1년에 12번까지 만 허용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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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GCT (Gcneral License for COCOM Trade) 

- 내용: COCOM 국가간의 거래 

- 대상: COCOM 가맹팍 빛 협력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홍홍，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한국) 

, 특징: 수출하기전에 최종사용차로부터 다음의 수입차 진술서를 확보해 

야 합. 이 진술서는 12개월까지 유효하다. (우리는 이 COCOM 

통체 품목을 수입할 것이며 정부의 사전승인없이 GCT 가능국가 

이외로 선적하지 않을 것이다) 

(디 GFW (Gcneral Liccnsc for Frcc World) 

- 내용: 자유국가에 대해 수준이 낮은 품목올 거래 

- 대상: T, V 국가 (중국， 이란， 시리아 제외) 

(긴 GNSG (Gcncral Liccnsc for NSG Mcmbers) 

- 내용: NSG Paη 2 통제품목을 거래 

- 대상: NSG 회원국 

- 특정: 통제이유가 MT, NS가 아니면 GNSG 적용. 통제이유가 NS인 품 

목에 대해서는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대상에서 제 

외된다. 

3.3.2. 개별유효허가 

일반힘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한다. 개별유효허가의 신청올 위 

해서는 기본적으로 허가신청서인 BXA-622P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별유효허가 신청에 있어서 캠부해야 하는 서류는 품목군과 국가에 따라 

상이하며 다읍의 표 6과 같다. 

o 첨부서류 면제 
• 총금액이 $5,00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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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사용자와 구매자가 외국 정부 또는 정부단체인 경우 

- 전시회 둥 일시적인 수출의 경우 

표 6. 이중사용 품목의 허가신청에 따른 첨부서류 

품목 헤당 지역 첨부 서류 관련항 l 
조 l 

호주， 오스E 리아， 뺀기에， 덴마크， 
똑일 핀란드， 표랑스， 그리A， 
홍콩， 아알랜드， 아탈리아， 일콘， 

ECCN의 코드 한국. Lichtenstein. 룩셈 부르크， 
IC (정부발급) 775.3 

A 품목 너l델란드， 뉴질랜드， 노르훼이， 
파키스탄， 포르투갈， 싱 가폴， 
스;11]언， A웨덴， A위스， 터키， 

영국 

ECCN의 코드 
최종사용자 

B 풍똑 
상폼 /구매자 진술서 775.2 

(BXA-629P) 

ECCN의 로드 
유고슬라비아 최 

A 또는 B 유고슬라u1 야 
종사용 증명서 

775.5 
(유고슬라비아 

了~-2그r 
경제부 발급) 

ECCN의 로드 
중국 

중국 최종사용자 
775.6 

A 품꼭 증명서 

ECCN의 코드 
A 또는 B 

인도 인도수압증명서 775.7 
품목 + 

국가안보 품제 

ECCN의 코프 
치I코， 슬로바키아， 헝가피， 폴란드 

수입증멍서 
775.8 

A 품목 (정부l관급) 

ECCN의 코드 최종사용자/구1111 
A, B, C, D. E. 국가군 T 이외의 모둔 지역 자진술서 775.2 
F, G, H 품꼭 (BXA‘ 629P) 

o 최종사용차/구배자 진술서 
최종사용자/구매자 진술서에는 용도의 한정 및 재수출 사전동의에 대한 

서약이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제출서류이다. 이 최종사용자/구매자 진술서는 

수출허가과 (Office of Export Licensing)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와 수출자가 

보관하는 경우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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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L꽤싫품 l 슈퍼컴 1켜나 지역 i Q펴 Y 總또는 
중국 (BXA-629P가 PRC 최 종사용자 증명서 를 대 체 하는 경우) 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 보관: 지역이 S, V (중국제외)야고 상품이 슈퍼컴이 아닌 경우 

3.4. 기타 거래기록의 보관 

o 상엽송장 (Commcrcial Invoicc): 목적지 통제 진술서 (Destination control 

statcmcnt)를 첨부하여 함께 보관한다. 

o 선적자 수출 신고서 (Shippcr‘s Export Dcclaration): 선적자 수출 신고서 

는 핵당 물품이 어떤 수출허가 (유효수출허가 또는 일반수출허가)에 

의해 수출되는지를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다. 선적자 수출 신고서에는 

품목기술서， ECCN 번호， 허가번호 및 종류， Schedulc 8 number (HS 

코드) 퉁이 포합된다. 

낀) 목적지 통제 진술서 (Dcstination control s떠temcnt): 이는 해당 물품이 

향하는 목적지를 나타내며， 71술된 목적지 이외로의 발송올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목적지 통체 진숨서는 모든 목적지에 대해 유효허가 및 

일반허가 (GLV, GTF-US , G-TEMP, GLR, GFW, GC끼로 수출하는 경 

우 펼요하다， 이 외 에 도 수출자는 Air Waybills 또는 Bills of Lading, 

Parccl Post Rcceipts 퉁의 서 류를 확보하고 보관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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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품목별 허 가요건 보는 법 

릉재픔묵에 포염되는 며부톨 나타내며， 륙이사양은 동 
COCOM 픔혹이 정확히 일 치하지 잉는 경무를 설명하고 

톰재픔목 번호흩 나타냄‘ 번호 2는 원자력 

번호튿 나타냄. Part 1 픔목은 재배멸된 것이며 Part2 

M10 Part 2 -- 1.7. 진동"，서장이 
임용 

2( 16) 뎌지앤쩌이망석의 진동시!’장치 
허샤대상지역; 헌 x) 액 

연쩌긍액: 엉용 

t~ 얘: Jp) 업용 
견닥융자: 표기업」웅 
전략융져 흑이시 .0" ! 

l 홈 영안S 경허，): A, B, 0 , f', G, H -)역 
2용 영인 .'l 갱허，) : 엽옹 
흑챔 .'l 펼허，): C, 8,), J , L ， M') 역 

| 미육 (이융사용 융욕} 
( 2B408) 진 동 시 !’ 장에 
유 효 히 '1: QS↑때YZ 
단위: 당러 
OLV: $3.000 
GC'l': No 
Gf'W: No 

F육T강용용욕) 

흑영허가: 전 x) 악 
영안히，) : 가·농 • m. 01 육되 수쩔허야요건· 쟁 .!i 

나타냄.이란에 
수흩힐수있응. 

미국 상무부의 를재g목 분류번호톨 나타냄. 번호 맨뒤의 문자가 
'A'민 경우늠 COCOM 틈재 용목으로 IC 흥믹 서류가 밍요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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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채읍목의J.f목: 
세부픔목및 
사앙은하위성형예 
상숱되머있읍. 

각종포필허가로 
동음묵을 
수흩힘수있는 
지역을나타냉‘ 
세부적인 국가문은 
본문 표 2잠조， 

해당음목이 
일반허가로수흩될 
수있융율 
나타내며，채부적인 
조건은본문참조 



v. 미 · 엘의 품목별 허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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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lOO. 선원 및 특수핵분열성물질 

NT I01. 11선원물질11 (Source material) 

NTI02. 11특수핵원혈성 꼴절11 (Special fissionable mate히al) 

절
 

물
 

료
 

원
 

헤
 『

. ·
적
 
원
 

므
 으 

료
 

연
 

댈
 뺀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띤제담엑:없음 

헤삭: 1. (핵연료 물질) 중성자속 레벨결정을 위해 방사선 검출측정기에 내장한 것 

을 포함 

잔략불자: 표가 

잔략물자 특이사항: 1. 다음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1) 失化우라늄으로 

우과늄 235의 함유량이 우라뉴 전중량의 0.35돼센트 미만와 것 또는 차단재용， 

바라스트용 혹은 카운터례이트용으로 성형한 깃 (2) 트꾀로륨 또는 트리토륜 화 

합불 (3) 플루토늄 238모 쇠장 페이스메이커에 넣은 것 

1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블가 

2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룹가 

특정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71 타: 성 분표 (화화분석 표) 챔 부-

년갚 
특띨허가:진지익 

일만허가: 가능 ‘ rn. 11]콰의 수훈허가요건’ 찬조 

낀
 



Nπ00. 원자로 맞 그 부속설바 

NT201. 완전한 윈자료 

NT202. 원자토 압략용기 

NT203. 원자로연료의 .ii!.환 71 

NT204. 윈자로제어봉 

NT205. 원자토암력관 

NT206. 지르코늄관 

NT207. 1 차 냉각재용 팎프 

랜쿄二노;;:;;--;:;;;τ;::二-_.느:=r==r二그 
2(2) 윈자모， 윈지쿄용 딴전징·치， 추진장치 

히가대상지역:진지역 

민제금액: 없음 

해석: 1. (윈자쿄의 부분퓨) 다판용도애 사용필 수 있는 것은 제외 2. (원자료 부속 

장치) 다픈정-또애 사용필 수 있는 것은 제외. 중성자속 레펠결정을 위해 방사산 

-rl헬측정기에 내장힌- 갓음 제외 

선펙:란자: 표기 

진팩;관차 특이사항: 없검· 

I 좋 열반표판허가: 전지역 판가 

2풍 일반_V:.팔허가: 진지역 ·뭔가 

득정포관허가:전지역 관가 

꽉백허가:선지역 

일만허가: 가능 ‘ rn. 111 꽉의 :;:펀허가요건’ 깎조 

생
 
갱
 



NT300. 원자로용 비핵물질 

NT301. 중수소 및 중수 

않효 
2(3) 중수소， 종수소화합불， 중수소혼합놓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변제금액: 없음 

해석:1. 중수 및 중수소화된 파라핀， 리품을 표함 

진략불자: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없읍 

I풍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2중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뀔가 

득정포괄허가: 천지역 뀔가 

기타:성분표{화학분석표)첨부 

댄포 
특별허가: 전지역 

일반허가: 가능 ‘띠. 미국의 수플허가요건’ 창조 

-29-



NT300. 원자로용 벼 핵 불질 

NT302. 원자력급 흑연 

냄관 
2(4) 인조흑연 (원자로용으로 성형된 것)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혜석: 1. (원자파용으로 성형한 것) 원자호용으로 설지1. 제조한 반사재， 감속재 빚 

엔료요소에 사용되논 것을 말함. 2. (외관 111 풍) 흑연의 젤량을 그 외관용죄 (외무

에 흉하지 않는 구멍윤 포합)과 폼밀한 용적을 가진 온도 4도의 울의 칠량으로 

나눈값의 것을 말한. 

전략물자: 표기 

전략끊자 특이사항: 없읍 

1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뭔가 

2종 일반포팔허가: 전지역 뭘가 

특정포팔허가:전지역 불가 

기타: 성분표 (화학분석표) 춰.!f-

G국 
특벨허가: 진지역 

일반하가: 까농 ‘ m. 미국의 수출허가요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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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400. 조사후 핵연료의 재처리공장 및 특별히 그것을 위해 설계 또는 준 

비된 설비 

NT4이‘ 조사후 헥떤료 칠단기 

NT402. 용헤기(Dissolveπ) 

NT403. 용제(solvent) 추출기 또는 용제추출장비 

NT404. 화학적 보유시 설 또는 저 장조 

NT40S. 플루토늄 질산힘을 플루토늄 산화물로 변환하는 시스템 
NT406. 플루토늄 산화물에서 금속을 생산하는 시스템 

댄판 
2(5) 핵연료뭘질 관펴 재생장치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면치l금액: 없읍 

헤석: 1. (분리용 혹은 재생용으로 설제한 장치) a. 조사완료 핵연료물질의 정단기 
또는 촌절기 b. 염제안전조 c. 향류용촉매추출장치 또는 이온교환장치 2‘ (분리용 

혹은 재생용에 설계한 장치의 부분품) 조사완료 핵연료 룰질 둥의 처리과정과 

콤상의 상태에서 조사완료헥언료 물질 둥과 정촉하는 장치， 또는 이를 직첩제어 
하는 장치의 부-분푼융 포함 3. (제어장치) 조사완료 핵연료 물질 둥의 처리의 과 
정을 직접제이하는 갓이 가능한 장치 및 조사완료 핵연료 불질 풍의 제처리의 

보니터 또는 제어플 위해 특별히 설계 또는 제조펀 프로세스제어장치를 포함. 

전략불자: 표기 

잔략물자 특이사항: 없음 

1종 일반포팔허가: 전지역 블가 

2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뭔가 

특정포관허가: 잔지믹 윌7} 

던펀二 
특벨허가:전지역 

일반허가: 진지역 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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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500. 핵 연료요소 가공공장 

냄포 
2(6) 이산화우라늄의 제조장치， 리품동위원소 분리용장치， 핵연료물질의 성헝가공용 

장치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번재금액: 없음 

헤석: 1. (핵연료뀔겔의 성헝가꽁-용의 장치) a. 핵연료 물질과 챔촉하거나 혹은 이 

를 직접가공하거나 제아하는 장치 b. 핵연료 불질을 피복내에 넣 71 위한 봉인 C. 

피복 또는 꼽인플 l)사하는 장치 d. 고치l 연료의 마무리 가공검사를 위한 장치 

진략꼴자: 표기 

전략필자 특이사항: 없유 

l종 일반포팔히가: 진지역 불가 

2종 일반포괄허기.' 전지역 쏠가 

득정포괄허가:전지역 판가 

던쪼느--
득별허가:전지역 

일반허가: 전지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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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600.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공장 및 그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 

NT6이. 가스원심분리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 또는 춘비된 가스원섬분리기， 

조립처]， 그려고 부품 

NT602. 가스뭔섬농축공장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하거나 준비한 

보조시스댐， 장 111 및 부품 

NT603. 가스확산농축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냐 준111된 조립채 및 부품 

NT604. 가스확산농축공장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하거나 준비한 보조시스템， 

장비 빛 부품 

NT605. 공기역학 농축공장애 사용하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111 된 시스템， 

장비，부퓨 

NT606. 화학적 교환 또는 이온쿄환 농축공장에 사용될 특벌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시스템， 장비 그라고 부속퓨 

NT607. 레이자 가 1간 농축시설플에 이용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시 

스템， 설비， 부품 

NT608. 플라즈llt 분리 농축공장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사스 

템， 장비 그리고 구성요소 

NT609. 전자기 농축공장에 사용되는 특별하 설계되거나 준바된 시스탠1 ， 장비 그랴 

고부속품 

--기 

2(7) 6불화우라늄제조장치， 운관늄똘윈뭔손-분:린쏘갚최 
허가대상지역:진지역 

면제금액:없음 

해석: 1. (우라늄동위원소 분리용 장치의 부속장치) a. 알루미늄， 니켈， 또는 60% 

이상의 니캘윷 함유한 함금으jE 제조한 관앙의 열쿄환기 b. 알루미늄， 니켈， 또 

논 60% 이상의 니 첼을 함유한 함급으로 제조한 암축기 또는 송풍기 2.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용 장치의 부분품) a. 가스확산벽 b. 가스확산통 C. 원섬분리가의 

로터로 6불화우라늄애 대해 내식성아 있는 것 d. 제트노즐 분리 유니드 e. 와류 

분리 유니프 f. 화학교환 분리 유나드 (우라늄농축용 이온쿄환수지 포함) g. 알루 

il] 늄， 니켈， 또는 60% 이싱·의 니켈을 함유한 합금으로 제조한 암축기 또는 송풍 

기 3. (화학교환볍) a ‘ 이온쿄환법 b. 용메축출법 

전략불자: 표기 

전략꼴자 특이사항: 없음 

I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붉가 

2종 일반포팔허가: 전지역 황가 

특정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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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602. 가스원섬농축공장얘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하거나 준비한 

보조시스랩， 장비 및 부품 

라. 주파수 변환기 

| 일관 ---- 그 
2(8) 주파수띤환기 I좌표萱콤， 이중사용 품목]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가스완섬분리기에 사용되는 주파수변환기) 가스원심분리가에 사용될 수 

있는 주파수변환기를 말함 2. (가스원심분리기용의 주파수변환기) 가스원심분리 

기의 모타스테이타에의 전력공급용의 것플 말함 3. (주파수변환기) 인버터， 컨씨 

터 또는 i갚전기능을 가진 주파수띤환기 포함 

전략불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가스원심분리기용의 주파수변환기 또는 그 부분품에 한함 

I종 일반포괄혀가: 전지역 불가 

2종 일반포광허가: 전지역 콸가 

특정포괄허가:전지역 불가 

[전꽉= 
특띨허가: 진지역 

일반허가: 전지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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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NT700. 풍수， 줍수소 및 풍수소 화합물을 생산하기 위한 꽁장 및 그 용도로 특l김 

히 섣가l 또는 준비펀 장 u1 

NT701. 물 - 황하수소 교환탑 

N’I‘702. 송풍기 및 암축기 

NT703. 암모니 아 - 수소 교환탐 

NT704. 닦 내장재 빛 스테이지 (stage) 휩프 

NT705. 암_9_니아 크례커 (Amtnonia Crackers) 

N1706. 직외선홉수분석 71 
N1707. 촉!내 작용버 너 (Ca떼ytic Bumers) 

l 일판 「二:二---二극---------
2(1 0)(가〕 중수소， 중수소화함불의 재죠장치 I짚용뚫뀔_， 이중시-용품꼭1 

허가대상지역:젠지역 

만재땀액: 없유 

해식: 표기 

전략불자:표가 

전략딸자 특이사항: 중수소 혹은 중수소화합붉의 제조용의 장치 또는 그 부분품 

혹은 각L속푼애 한함 (2( 10)(가) 퓨뮤윤 의 미) 

I종 웰반포판허가: 전지역 괄가 

2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익 괄기· 

특정포괄허가: 잔지엑 꼴가 

(주) 2 (1 0)(나)품꼭은 포괄허가 가능. NSG Part 2 __ 4. 중수생산공장관렌 장비 부분 

참쪼 

더i극 
특별허가: 전지역 

일싼허가: 진지역 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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亡=
NSG Part 2 -- 1.1 SpÏn-성 형 빛 flow-성 형 공작가 계 

L원펀 
2(11) 앞당김스피녕가공기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띤채끔엑:없퓨 

해석: 1. (앞당낌소피닝가공기) 교직스핀닝가공기 및 앞당김스핀닝가공의 양방의 

기능을 가진 것을 포힘· 

전략울자: 표거없픔 

전략물자 특이사항: 

3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팔허가: C. E. 1. J, L, M 지역 

l괴포 
(2B50B) Spin-성형 및 f1ow-성형 공작거계 

유효허 가: QSTVWYZ 

단위: 기11; 부퓨 및 부착불의 징우一 딸리 

GLV: $3,000 

GCT: No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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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2 -- 1.2. “수치제어”장치 ........ 공작기계 

일본 

2(1 2) 수치제이용 공작기계， 수치제어갚최 I측정장치1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면재금액: 없음 

해식: 1. 2(1 2)는 공작가계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애 매우 많은 상세설명 부분이 있 

음. 이를 생략 2. (수치제어를 행함이 가능한 공작기계) 경면마무려용공작겨계를 

포함 3. (전자제어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것) 전자제어장치를 실장하지 않은 수 

치제어공작기계를 포함 4. (전자제이장치) 진차장치로 공작기계가 가지고 있는 

운동재이기눔파 조합하므로써 윤곽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을 포함 S. (회전축) 360 

도 (1회전) 이상 회전하지 않는 회전축을 포함. 지그그라인더에 있어 연삭용 룹 

을 가공물의 표면에 대해 직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용하는 C축을 제외. 6. (직 

선상의 위치를 검출하는 위치겸출기를 가진 피드백 장치) 유도형 장치， 눈금스케 

일， 페이지시스템 또는 적외선시스템을 사.9 한 피드펙장치를 포함한다. 7. (각도 

룰 검출한 위치검출기를 가진 피드백 장치) 유도형 장치， 눈금스케일， 레이저시 

스템 또는 적외선시스템을 사용한 피드백장치를 포함한다. 

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1. 렁낼표재 I의 2항 (12) 3에 게기된 화룹의 부분품을 제외 

I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 l싼포괄허가: 없음 

특정포팔허가: C, D, E, F, G, I, J, L, M 지역 

떤포 
(2BOIA) "Numerical control" units, "motion control boards“ ....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부품 및 부착물의 경우 달러 

GLV: $5,000: 2BOI A.a (Numerical control units) 및 c (Machine tools) 

$0: 2BOI A.b (motion control boards) 

GCT: Yes 

GFW: No 

(2B41E) 2BOIA애 의해 흉제되지 않는 nwnerically controled machine tools 

유효허가: SZ, 대만， 원자략민감국 

단위: 개; 부품 및 부착물의 갱우 달러 

GLV: $5,000 

GCT: No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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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G Part 2 -- 1.3. 치수;심사시스템 

일본 

2(12) 수치제이용 공작가계， 수치제어장치 츰정짚최I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띤제끔액: 없음 

」

해식: 1. 2 (1 2)는 공작기계를 모투 포함하기 때운어l 배우 많윤 상세설명 부분이 있 

음. 이룹 생략 2. (수치제어플 행함이 가능한 공작가계) 경면마무괴용공착기계를 

포함 3. (전자제어장치릎 부착할 수 있는 것) 전자제어장치를 실장하지 않윤 수 

치재이공작기계룹 포함 4. (전자제어장치) 전자장치로 공작기계가 가지고 있는 

운동재이기능과 조합하므로씨 윤곽제어플 할 수 있논 것을 포함 5. (회전축) 360 

도 (1회전) 이상 회잔하지 않는 회전축을 포함. 지그그라인더에 있어 연삭용 톨 

윤 가공물의 표변에 대해 직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야용하는 C축을 제외‘ 6. (직 
산상의 위치를 검출하는 위치캠훈기를 가진 피드백 장치) 유토헝 장치， 눈금스케 

일， 레이지시스템 또는 직외산시스템을 사용한 피드백장치를 포함한다. 7. (각도 

를 접출한 위치검헬기활 가진 피드백 장치) 유도형 장치， 눈금소케일， 레이지시 

스템 또는 직외선시스템플 사용한 피드백장치플 포함한다. 

전략괄자:표기 

진략꼴자 꽉이사항:1. 링벨표'I1J 1 악 2항 (1 2) 3에 게기된 화물의 부분퓨을 제외 

l종 빌반포팔허가: A, B 지역 

2종 일딴포팔허가: 없음 

특정포팔허가: C. D, E, F, G, 1, J, L, M χl 역 

[굿포: 
(2B468) Dimensional inspection system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기1; 부퓨 및 부착불의 경우 달러 

GLV: $5,000 

GCT: No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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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2 -- 1.4. 진공유도용·헤포 

|일본 
2(13) 죠도룩， 아크포， 플리즈u} , 전자빔윷 이용한 용-해쿄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변제금액: 없음 

헤석:표기 

진략꼴자: 표기없픔 

전략불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만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1, J, L, M 지역 

덴꽉--
(1850B) Vacuum or controlled environment furnaces , including arc, 샌쁘댄쁘， plasma, 

or electron beam (1， 100도씨 이 상) 

유효허가: QSTVWYZ 

단위:달러 

GLV: $5,000 

GCT: No 

GFW: No 

(주) IB50은 반노치l 재죠 빛. 처리츰 위해 설계펀 것윤 몽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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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2 - 1.5. Isostatic 프레스 

L일꽁 
2(14) 아이소스태박프레스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아이소스태틱프레스) 기체， 액체， 고채엽자 풍 각종 매체를 넣어서 밀폐 

된 풍공용기내룰 가합하고 가공물 또는 재료에 용기내의 모든 방향으로부터 갇 

은 밥력을 더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2. (중꽁설) 사용온도 및 사용압력의 달 
성가놓한 용기 (부착용구의 부분을 제외) 를 말한다. 중공설의 내경은 압력용기 

의 내경 또는 절연로의 내경의 어느것 중 작은 쪽이 된다.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평벌표제 1의 6항 (7)에 해당하는 것애 한함 (이 품목이 한차원 

높은 수준의 제품임) 

l 종 일반포팔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1, J, M 지역 

(2B24B) "Isostatic presses" (10,000 psi 또는 69 MPa 이상; 내 경 152mm 초과)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가1 

GLV: $J ,5oo 
GCT: N。

GFW: No 

(주) MT 팡체가 적용되는 기술사양 추가설명 

(2B04A) Hot "Isostatic presses" (207 Mpa 초과; 1 ，500도씨 초과; 내 경 406mm 이 상) 

유효허가: QSπIWYZ 

단위: 개; 부품과 부축물은 달러 

GLV: $5,000 

GCT: No 

GFW: No 

Group W에 대한 우호직인 고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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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O Part 2 -- 1.6. 로보트 빛 end-effectors 

냄관 
2(15) 로보.트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J•-, 
해석: 1. (로보르) nl1 니뜰레이터기구로 CP제어 또는 PTP제어의 어느것에 의한 것 

줍 (센서플 가진 깃을 포함) 다읍의 전부에 해 당하는 것: a. 다기능 b. 삼차원공 
간을 자유롭게 움직여 채료， 부품， 공구 또는 특1젤장치의 위치결정 또는 방법결 

정이 가능활 갓 c. 받휘루프 또는 열렴루프의 서브장쳐 (스텍핑모터를 넣은 것을 
포함) 블 3이상 가짙 것 d. 교시 혹은 플레이맥 방멤에 의해 또는 표로그램 가능 
한 로직컨트폴리로서 이용되는 전자재산기에 의해 기7-1]적 조작없이 이용자이] 의 

헤 프로그램의 맨환이 가능한 기눔을 가질 갓 2. (로보트) 직각좌표 배뉴플레이 
터시스템으로서 정의되아진 스탁카률렌으로 저장장소 수직한 배엘과 일체의 것 

으료서 제조되어 저장 또는 쁨이-내기 위해 지장장소의 중심애 전근 가능하도록 

섣지l된 갓을 )11]외 3. (조정로보트) J111뉴플레이선기규L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의 

해서만 재아가능한 것음 말한다. 4. (시핀스로보르) a. 고정시훤스깨뉴플레이션 
기구 b. 기계적으모 재이된 가l낀시뭔스메뉴플i!l]이산기구 c. III 서브재어의 가떤 

사펜스떼뉴플레이선기구 5. (앤드에펙터) 또꾀.s.의 매뉴플괴l 이터단의 배이스픔 

i!l]트에 부착된 그리피， 능폼프링유니토 및 기티·의 트팽음 포함 

전략불자: 표기 

전략할자 특이사항: 없음 

l종 딴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팔허가: 없음 

특정_'f팔허가: C, D, E, F, G, 1, J, M 지역 

E낀프 
(2BD7A) 로보트， 특낼히 섣지l펀 치]어기， end-effectors 

유효허 가: QSTVWYZ 

단위: 달리 

GLV: $5,000 

GCT: Yes 

GFW: No 

(주) NP 봉제는 COCOM가맹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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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G Part 2 - 1.7. 진동시험장J:ll 
년줍-~.------二二--------~ • 

2(1 6) 디지털제어망식의 진동시험장치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표기없음 

전략물자: 표기없음 

전략웰자 특이사항: 

I종 일반포콸허가: A, B, 0 ,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팔허가; C, E, T, J, L, M 지역 

펀쿨 
(2B40B) 진동시힘 장비 

유효허 가: QSTVWYZ 

단위: 달러 

GLV: $3,000 

GCT: No 

GFW: No 

해
 



NSG Part 2 -- 1.8. 용해포·아크재용해， 전자l꾀， 그라고 플라즈마 

댐꽃 
2(13) 유포로， 야크로， 플리즈마. 천자뱀음 이용효용회록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면채금액:없음 

해석: 표기 

전략물차: 표끼없읍 

전략불자 특이사항: 

I 중 일반포괄허가: A, 8 , 0 , F. G. H 지역 
2좀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광허가: C, E, 1, J, L, M 지역 

낸호 
(18508) Vacuutn or controlled environment fumaces , including 맺， induction, l!!?~믿브L 

Q!_반응단ro뜨밸용맨 (1 ， 100도씨 이상) 

F「효허 가: QSTVWYZ 

단위:달러 

GLV: 55,000 

GCT: No 

GFW: No 

(주) 1850은 반도채 제조 및 처리를 위해 설계된 것은 풍저l하지 않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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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2 - 2. 1. 알루미늄， 고강도 

낸볼 
2(17) 앞므1효합료， 섬유， 말레 질강， 티 탄합끔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면제금액:없음 

헤석: L (로터에 이용되는 구조재료) 로터에 이용할 수있는 기구재료를 말환다. 2. 
(인장강도가 460메가파스칼이상이 되는 것) 제조업자가 발행하는 기술자료 동에 

의해 당히!화꼴의 열처리플 행한 경우에 인장강도가 460매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을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것을 발한다. 3. (외경여 75미리미터를 넘는 봉) 외경 

이 75빌리미터를 넌는 윈통형의 것쓸 만뜰 수 있는 것으로 외경에 111 해 길이가 

긴 것을 말한다. 4. (U1 탄성률) 23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의 온도 및 50%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상대좁도에서 측정펀 뉴던 ull 병 I앙 11) 티로 표시된 양윤을 뉴던 111]염 

방띠터로 표시된 11) 중으로 제한 수치릎 말한다. 5. (비강도) 23도 플러스 마이너 
스 2도의 온도 및 50% 플러스 바이너스 5%의 상대습도에서 측정된 뉴턴매평방 
미터로 표시된 최대얀장강도를 뉴턴매입방미터로 표시펀 비중량으로 제한 수처 

를 말한다. 6. (인장강도가 2050메가파스칼이상이 되는 것) 제조업자가 발행하는 
기술자료 등에 의해 당해화물의 열처리를 행힌- 경우에 인장강도가 2.05001) 가파 

스칼 이상이 되는 깃을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치의 최대치) 

가능한 모든 빙·향에 관하여 당해화활의 길이플 측정하여 그 증의 최대치릎 말한 

다. 8. (언장강도가 900배가파스칼이상이 되는 것) 재조업자가 발행하는 기술자 
료 등에 의해 당헤화물의 열처리를 행한 경우에 인장강도가 900nll 가파스찰 이상 

이 되는 깃을 제조염자가 보증하논 것을 말한다. 

잔략불자:표기 

전략꽉자 특이사항:1. 령 l셜표제 I의 5항 (6) 또는 (1 8)에 해당되는 것에 한함. 

l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1, J, M 지역 

(주) 포괄허가가 허용되는 품꼭운 2(17) 품목 중 일부. 제외되는 품복은 {일어헤석 

요망. page 576에 있음) 

미국 

(lC02A) Metal alloys ." 며;겐뺑i낀쁘효l!Qvs: 415 MPa 이깎녀i도씌] 

윤효허가: QSTVWYZ 

단위:킬로그례 

GLV: $3,000 

GCT: Yes 

GFW: No 

(주) 통제사유: NS 

j 

잉
 



NSG P따t 2 -- 2.2. 1세 렬륨 

낸포 
2(1 8) 벨힐늄， 배렬늄함금， 배펼늄화합불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면재끔액: 없음 

=그 

해삭: 1. (배 릴륨의 일차제퓨) X선겨거용의 금속창을 제외 2. (地金} 가루상태의 것 
및 스폰지 상태의 것을 포함 3. (반제품) 지금， 합금지금 또는 부스러기를 원료 

로서 가공한 갓으로 슬라프， 뷰렛， 기타 일차제품에 달하지 않는 것을 발함 4. 
(화합물) 화합물의 부스러 기를 포함 5. (일차체품) 압연， 뽑아내 기， 압출， 주조， 단 

조， 분말治金， 용접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 板， 조，帶， 棒， 素管， 管， 선재， 션， 

원반， 헬， 뻐， 型材， 주조품， 단초품 및 분말治金제품을 말함 

전략물자: 표 7] 

전략물차 특이사항: 없음 

I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1, 1, M 지역 
기타:성분표(화학분식표)천부 

댄:프 
(1 C19A) Items on the Intemational Atomic Energy List IQ, Bervlliwnl 

유효허 가: QSTVWYZ 

단위: 킬로그랜 

GLV: $1 ,500 

GCT: No 

GFW: No 

(주) X-ray 기기 사용 등 애외품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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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π 2 - 2.3. 비스무프 (고순도) 

않볼- - 기 
2(1 9) 핵병기 기폭용 알파선원이 되는 불질등 댄널로투， 라륨 226, 알파방출 방사성 

헥종I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변제금액:없음 

해석:표기없음 

전략불자: 표가 

전략불자 특이사항: 1. 냄튜륨， 아1’11 괴슈， 큐리움， 카리홀늄 또는 이들의 화함울 혹 

은 흔합물에 한함. 

l 종 일반포팔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콸허가: C, D, E, F, G, 1, J, M 지역 

기타:성분표(화학분석표)천부 

댄촉 
(1C51B) 버스무드 (고순도) 

유효허가: QSTVWYZ 

단위: 킬모그램 

GLV: $1.500 

GCT: No 

GFW: No 

(주) 1 년에 5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 I ’ 얘
 



NSG Part 2 -- 2.4. 보룬 (붕소:10가 풍위 원소(boron-l0)에 서 농축한 깃) 

일본 

2(20) 붕소10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변제금액: 없읍 

해석:표기없음 

전략불자: 표기없읍 

전략불자 특이사항: 

I종 일반포괄허가: A. 8,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_Jf.괄허가: C, E, 1. J, L, M 지역 

기타:성분표(화학분식표)첨부 

[괜 
(lCS78) 보론 (검一소: 10가 동위 뭔소(boron-lO)애서 농축한 것) 

유효허 가: QSTVWYZ 

단위: 킬로그램 

GLV: $3,000 

GCT: No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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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NSG Part 2 -- 2.5. 쌀좁 (Jl순도) 

L빌뭘------------_.~----‘----‘---------------느-~ 
2(21) 핵연료불질 제 E슨용의 환원제， 산화재 [칼숲， 3울화염소， 마그너l숨]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떤제금액: 없음 

해식:표기없음 

잔략괄자:표기없음 

진략불자 특이사항: 

I 종 일 1싼포판허가: A, B, D, F, G, H Ä] 액 

2종 멜반포관허가: 없음 

룹정포판허가: C, E, J, J, L, M 지역 

기1斗: 성분표 (화학분식표) 천쉬L 

러仁-二:=-}一---
(IC52B) 캄숨 (고순모) 

유효허가: QSTVWYZ 

단위: 원 5료그괜 

GLV: $0 

GCT: No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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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없t 2 -- 2.6. 다110찌ne tri f1 uoride (삼불화엮 소) 

많훈 
2(21) 헥띤효물원 제조용의 환원제， 산화제 [칼숨. ~효활띔속， 마그너}숨]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민제금액: 없음-

헤석:표기없유 

전략불자: 11;;1 없음 

전략물Ä} 특이사항; 

I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칙까: 없음 

특정포팔허가: C, E, 1. J, L, M 지역 

기타: 성분표 (화학분석표) 취쉬L 

렘 
(1 C56B) Chlorine trifluoride 

유효허가: QSTVWYZ 

단위: 킬로그렌 

GLV: $3.0(에 

GCT: No 

GFW: No 

(주) 5킴로그웹 i1 J 딴의 씬적은 제외 

_ _j 

m 

ω
 



NSG Paπ 2 - 2.7. liquid actinide 금속에 견다는 물질로 만들어진 도가니 

냄함 
2(22) 액더니드내식성모 

허가대상지역:잔지역 

면재큼액: 없음 

해석: 1. (니오브， 티란， 텅스텐의 함큼) 니오브 50% , 티탄 30% 및 텅스탠 20%로부 

터된것을딸함 

전략물자: 표기없읍 

전략물자 특이사항: 

1총 일반포괄허가: A, B, 0 ,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려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1, J, L, M 지역 

기타:성분표(화학분석표)첨부 

{판굴 
(1 A44B) liquid actinide 금속에 진디는 물질로 만들이 진 도가니 
유효허 가: QSTVWYZ 

단위: 달러 

GLV: $0 

GCT: No 
GFW: No 
(주) 5칼로그렘 미딴의 선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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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2 -- 2.8. 섬유 및 펼라멘트류 물칠 

| 일본 
2{l 7) 얄미늄 합금. -섭쇼， 말리l 질강， 티탄협·금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변제금액: 없음 

해석: [2( 17) 헤석의 특이사항 참조] l. (로터에 이용되는 구조재료) (상세설명) 2. 

(인장강꼬가 460 JJlI가파스칼이상이 되는 것) (상세설명) 3. (외경이 75마리마터를 

념는 봉) (상세설멍) 4. (비탄성률) (상세설명) 5. (비강도) (상세설병) 6. (인장감 
포가 2050떼가파스칼이상이 되는 것) (상세설명) 7. (수치의 최대치) {상세설명) 
8. (인장강도가 900매가파스캄이상이 되는 것)(상세설명) 

전략물차: 표기 

전략풀자 특이사항:1. 평 발표쳐111 의 5항 (6) 또는 (1 8)에 해 당되 는 것에 한함. 

I종 일반표팔허가: A, 8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득정포팔허가: C, D, E, F, G, 1, J, M 지역 

(주) 포팔허가가 허용되논 퓨복은 2(1 7) 품목 중 일부. 저l외되논 품목은 (일어해식 

A빙" page 576애 있음) 

넌1프--二:二←-‘-二二τ=츠二 ____ ~----______ I 
(I CIOA) 셈유 및 팔과벤트류 뀔집 

유효허 가: QSTVWYZ 

단위: 킴로그띤} 

GLV: $1 ,500 

GCT: Yes 

GFW: No 

(주) COCOM 가맹국 이외의 지댁에 대해 NP 흉제흘 적용 
(주) lC lOA에 의해 콩재펴지 않는 퓨목은 lC50E에 의해 NP 몽제 

(lC50E) 꽉함구조붉 
유효허가: SZ, 원자력민감균， 대만 

단위: 킬또그램 

GLV: $1 ,500 

GCT: No 

GFW: N。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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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하프늄， 하프늄합금， 하프늄화합물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변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 

잔략물자:표기 

전략윤자 특이사항: 

l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팔허가: C, D, E, F, G, 1, J, M 지역 

가타:성분표(화한불석표)침부 

년효 
(IC19A) Items on the Inter빠ional Atomic Energy List [f，_쁘댄쁘꾀 

유효허가: QSTVWYZ 

단위: 킬로그랩 

GLV: $3,000 

GCT: No 

GFW: No 

(주) 1 킬로그램 미만.익 선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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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2 -- 2.1O. 라-륨 (6가 동위 원소(lithiwn‘6)에서 농축한 것) 

많팔 
2(24) 리품， 리품합금， 리품화합물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먼재끔액: 없음 

해석:표가 

전략불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l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판허가: C, D, E, F, G, 1, J, M 지역 

기타: 성분표 (화학분석표) 침부-

미국 

(lC19A) Items o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List [c:_딘댄i띤] 

유효허가: QSTVWYZ 

단위: 킬로그렘 

GLV: $500 

GCT: No 

GFW: No 

(주) Lithium enriched in the 6 isotope incoφorated in thennoluminescent dosimeters인 

것은 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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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2 - 2.1 1. 마그네숨 (고순토) 

일본 
---
-

2(21) 핵 연료물질 제 조용의 환원재， 산화제 〔칼숨. 3불화염소， 라료넨숲]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면제금액:없융 

해석: 표기없음 

전략물자:JE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I총 일반포팔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팔허가: C, E, 1, J. L, M 지역 

기타:성분표(화학분석표)첩부 

미국 

(lC53B) 마그네숨 (고순도) 

유효허가: QSTVWYZ 

단위: 킬로그랩 

GLV: $0 

GCT: No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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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o p와t 2 -- 2.12. 마르에이정강， 고강도 (Maraging steel, high-strength) 

일본 

2(1 7) 알미늄 함금， 섬유， 말렘결갚， 티단합금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굽액:없음 

해석: [2(1 7) 해석의 특이사항 참조] 1. (로터에 이용되는 구조재료) (상세설명) 2. 

(인장강도가 460떼가파스칼이상이 되는 깃) (상세설명) 3. (외경이 75마리마타를 
념는 봉) (상세설명) 4. (비탄성뜰) (상세설명) 5. (비강도) (상세설명) 6. (인장강 
도가 2050메가파스찰이상이 되는 갓) (상세설명) 7. (수치의 최대치) (상서l설명) 

8‘ (인장강도가 900떼가파스칼이상이 되는 것) (상새설명) 

전략불자: 표겨 

전략물자 특이사항:1. 령별표제 1 의 5항 (6) 또는 (18)에 해당되는 것이l 환함.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팔허가: 없음 

꽉정포괄허가: C, D, E, F, G, 1, J, M 지역 

(주) 포콸허가가 허용되는 품목은 2(1 7) 품목 중 일부. 제와되는 품목은 (일어해석 

요1상. page 576에 있음) 

[김꽉 칸_.---슨=--‘_---_. 

(l A47B) 마르에 이 정 강， 고강도 (Maraging steel , high-sσength) 
유효허 가: QSTVWYZ 

단위: 달리 

GLV: $0 

GCT: No 

GFW: No 

(주) 봉제사유에 MT 포함. lA27B 역시 MT에 의해 동지i 펀다‘ 

t 
U 

, ‘ 
ι
 



NSG Part 2 - 2.13. 라륨 

일온 

2(19) 핵 병 기 기폭용 알파선원이 되는 불칠동 [버스무트， 갚효원2， 알파방출 방사성 

핵총1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면제금액:없음 

해석:표기없음 

전략물자: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1. 냄튜늄， 아메리숨， 큐려움， 카리흘늄 또는 이틀의 화합물 혹 

은 흔합물에 한함. 

I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1, J, M 지역 

기타:성분표(화학분석표)첨부 

댄도 
(IC54B) 방사성몽위원소 및 그 화합불， 혼합물 {원자변호 3에서 83은 제외) 

유효허 가: QSTVWYZ 

단위: “MC" 

GLV: $500 

GCT: No 

GFW: No 

(펀침자주) 라륨은 원자l친호 88번염. 

한
 
기
 



NSG Part 2 -- 2.14. 꾀 타늄합금 

냄i조 
2(17) 알미늄- 합금， 섬유， 말레원강， 틴단합료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변제금액: 없음 

해석: [2(17) 해식의 특이사항 참조] 1. (로터이! 이용되는 구조재료) (상세설명) 2. 

(먼장강도가 460매가파스칼이상이 되는 것) (상세설녕) 3. (외정이 75미리미터블 
넘는 봉) (상새설멍) 4. (비탄성한) (상세설냉) 5. (비강도) (상새설벙) 6. (인장강 

도가 2050떼가파스칼이상이 되는 것) (상세설병) 7. (수치와 최대치) (상세설명) 

8. (인장강도가 900r깨가파스칼이상이 되는 것) (상세설땅) 

전략물자: 표기 

진략딸자 특이사항: I. 링 l윌표제 I 의 5항 (6) 또는 (1 8)에 해당되는 갓애 한함. 

1승 일반포괄허가: A, 8 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팔허가: C. D. E, F. G, 1, J, M 지역 

(주) 포팔허가가 히-g-되는 퓨꽉은 2(17) 퓨꼭 좁 힐쑤. 지l외되는 퓨꼭은 (일어헤석 

JL밤. page 576에 있음) 

B관 
(1A46B) 고강도 단단효한표으르 민뜬 설권더-헝 튜브 

유효허가: QSTVWYZ 

단위: 달테 

GLV: $0 

GCT: No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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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NSG Paπ 2 - 2.15. 텅스텐 

일본 

2(25) 텅스탠， 덩스텐딴화불， 통스텐합금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면제금액:없음 

해석:표기 

전략물자: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1. 령별표제 1의 5항 (8)에 해당되는 것애 환함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팔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1, J, M 지역 
71 타: 성분표 (화학분석표} 첨부 

미국 

(1A50E) 텅스텐， 텅스텐 carbide, 텅스탠 합금으로 만든 부품 

유효허가: SZ, 핵 민감국 
단위: 킬로그띤l 

GLV: $500 

GCT: No 

GFW: No 

(주) Weights 또는 감마선 colIimator로 사용되는 부품은 통제 제외 

m ” 



NSG Part 2 -- 2.16. 지르코늄 

익보 ""- ,_ 

2(26) 철호늄， 짚코늄합금， 질코늄화합물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면저l 균액: 없음 

해석:표기 

전략물차: 표71 

잔략물자 특이사항: 

I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펌-

특정포팔허가: C, D, E, F, G, 1, J, M 지역 

기타:생분표(화학분석표)첨부 

년프 
(1 C19A) 지르코늄 금속， 합금 

유효허가: QSTVWYZ 

단위: 킬로그렘 

GLV: $3000 

GCT: No 

GFW: Yes (해 당 초건 있음} 

(주) 5kg 이하의 산적은 제외. 또한 두께 O. lOmm를 초과하지 않는 foil 또는 strip형 

태로 200kg 이하의 선직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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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2 - 2.17 (개정) 니켈분 및 다공성 니펠 금속 

냄붙 
2(9) 니캘분， 그것을 사용한 다공칠 금속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면제금액:없음 

「

해석: 1‘ (다공질 금속) 조직전체에 상호간에 연결된 균질한 세공을 가진 금속불질 

로 되도록 칭형하여 소결한 것을 말함 

전략물자:표기 

전략불차 특이사항: 민생용의 바테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다공질 금속 시 

트로 1매당 면적이 930평방센티마터 이하의 것을 제외 

I좀 일반포팔허가: A, B 지역 

Z종 일딴포괄허가: 없음 

특정포팔허까: C, D, E, F, G, 1, J, M 지역 

기타:성분표(화학분석표)첨부 

미국 

(lC19A) 국제 원자력 리 스트 파괴켈-높좌표:성-닌켈]료솜] 
유효허 가: QSTVWYZ 

단위: 킥.로그댐 

GLV: $500 

GCT: No 

GFW: Yes (권코주 2 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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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2 -- 3. 1. 불소생산 전해조 (Electrolytic cells for fluorine production) 

|일본 

2(27) 불소제조용의 전해조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표기없음 

진약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l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융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1, J, M 지역 

I프프 
(l BI9A) 국제원자력리스흔 ili，_타웰쁘h낀f..S~낀뜨힘r 단쁘피~~q밸띠만j 

유효허 가: QSTYWYZ 

단위: 딸러 

GLY: $3000 

GCT: No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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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G Paπ 2 -- 3,2, 회 전자 및 펠로우즈 장비 

|일본 

2(28) 가스원신원리 기의 로터제조용， 조핍용장치 

허가대상지역:전자역 

면제금액:없읍 

히l 석; 표기 

전략물자:표기없유 

진략물자 특이사항: 

I총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빌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1, J, L, M 지역 

r íI2J 

」

f_ nJ똑--
(2B51B) 원심분리로더조핍체 장비 및 bellows-fonning mandre)s and dies 

유효허 가: QSTVWYZ 

단위: 달러 

GLV: No 

GCT: No 

GFW: No 

n 

ω
 



NSG Part 2 -- 3.3. 원섬 형 다면 균형 기 계 

l 일환 
2(29) 원섬력삭 균형시험기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면제금액:없음 

헤석:표기없음 

전략꼴자: 표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i종 일 l칸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팔허가: 없읍 

특정포괄허가: C, E, 1, J, L, M 지역 

다i폭 

(2B53B) 원성형 균형 기 

유효허 가: QSTVWYZ 

단위: 딸러 

GLV: No 

GCT: No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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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O Part 2 -- 3.4. 필라먼트 와인녕 기계 

냄불 
2(30) 펼과밴드와인딩장치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먼채큼액: 없검-

해석: I. (펼라맨트와인딩장치) 복합재료의 재료용의 장치로 섬유를 축애 말아붙이 

는 장치를 말함 

전략괄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1. 평벌표제 I의 5항 (18)애 해당하는 깃에 한함 

1종 일반포팔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징포판허가: C, D. E, F, G, r. J. M 지역 

띠국 

(lB이A) 펼라먼트 와인딩 기 겨l 

유효허 가: QSTVWYZ 

단위: 딸펙 

GLV: $5000 

GCT: Yes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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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때 2 -- 3.5. 주파수 띤환기 

L뭘표---
2(8) 추파수펀환7) 1진용퓨꼭， 의효스t용L효몰] 

허가대상지역:진지역 

민재금액: 없음 

해석: 1. (가스원심분리기에 사용되는 주파수변환기) 가스원심분리기에 사용될 수 

있는 주파수띤환기플 말함 2. (가스윈침분리거용와 주파수띤환기) 가스원심분리 

끼의 모타스테이타·이l 와 전력공급용-의 것을 발함 3. (주파수변환기) 인u1 터， 컨버 

터 또는 빨전기능을 가진 주파수맨환기 포함 

전략뿔자: 표기 

전략불자 특이사항: 가스원심분리가 -g-의 주파수민환기 또는 그 부분퓨에 한함 

I풍 빌 l간또팔허가: 진지역 불가 

2풍 일반포팔허가: 잔지역 꽉가 

득정포팔허가:전지역 델가 

미국 

(3A50B) 인비터， 컨 111 E-I. 주파수맨환기 
유펴:허 가: QSTVWYZ 

단위: 게 

GLV: No 

GCT: No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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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2 - 3.6. 레이지， 레이지 증폭기， 발전기 

일본 

2(31) 가스레이저발진기， 고체레이저발진기， 색소 레이저발진기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변제금액:없음 

해석: 1. (분리애 이용되는 레이저발진기) 분리에 야용가능한 레이저발진기를 말함. 

2. (레이저발진기) 轉射의 유도방출에 의해 광증폭을 이용하여 공간 및 시간적으 
로 일관성 있는 광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함. 3. (레이저발진기) 라만레이저발전 
기의 여기용의 레이저광원으로서 사용되는 갓， 레이저 증폭기 및 광주파수변환 

기를 포함 4. (이산화탄소 레이저발진기) 산업용의 이산화탄소 레이저발전기로 

지속파를 출력하는 것 또는 200나노초를 넘는 펼스폭의 펄스를 발진하는 것을 

제외 5. (펄스) 지속파에 펄스광이 중첩되는 것을 포함 6. (펄스폭) 광강도로 표 

시한 펼스파형의 半숲騙을 말함. 7. (라만레이저발진기) 라만시프터를 포함 8. 

(레이저광의 스펙트럼선폭) 레이저 발진 출력을 파장에 관해 스펙트립 분해하여 

얻어지는 발전출력의 스팩트립 분포에 있어 그 강도가 피크강도의 2분의 1 이 되 

는 초장파장과 최장파장간의 파장폭을 말한다. 9. (펼스여기) 연속여기에 펄스를 
중첩시키는 것을 포함 10. (큐스위치) 광공진기중 에너지를 축책하는 것을 포함 

11. (파장가딴레이지 l광진기) (상세설명) 12. (레이저광의 증폭만을 행하는 장치) 

발진기와 즘폭단을 조합한 레이처발진기의 증폭단을 말함.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1. 링벨표재 1 의 10항 (9)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종 일반포팔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팔허가: 없읍 

특정포팔허가: C, 0 , E, F, G, 1, J, M 지역 

댄흔= 
(6A05A) i!l] 이 지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부품 및 부착물은 탈리 
GLV: $3000 

GCT: Yes 

GFW: Yes (권고주 7, 8의 경우) 
(주)NP통재는 모든 국가애 적용. 단， 일부 품목의 경우 COCOM가맹국은 지1 외. 

4 

ω
 



NSG Part 2 -- 3.7. 질량분석기 및 원량분석기 이용소스 

l 일본 

2(32) 질량분석계， 이온원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면재균액:없음 

해석: 1. (분석에 이용되는 질량분석계) 분석에 이용-될 수 있는 질량분석계를 말한 

다. 2. (분석된 물질의 분차선을 이용하이 이온화함) 분석된 불질을 분자선의 상 

태로 한 후 이온화하는 깃을 말한다. 3. (마크티나드 또는 그 불화물의 이온화용 

으로 설계한 이온뭔) 마크티나드 또는 불화이온화용으로 설계한 마이크로프로리 

네이션이온원을 말한다. 

전량울자: 표기없음 

진략물차 특이사항: 

I종 일반포괄히기.: A. B. D. F. G. H 지역 

2종 일 반포괄허 가: 없음 

득정포팔허가: C. E. 1, J, L, M 지역 

! 111국 
(3A5IB) Mass specπometers 
유효허 가: QSTVWYZ 

단위: 개 

GLV; No 

GCT: No 

a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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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2 - 3.8. 밥력측정장비， 마모지향 

낼폭 
2(33) 6활화우라늄-내 식 성 의 압링겐， 멜로즈꼭지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변체금액:없음 

하l 석: 표기없음 

전략불자: 표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l종 일만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팔허가: C, E, !, J, L, M 지역 

기 I과: 성분표 (화학분석표) 천부 

넌폰 
(lB51E) 암력측정 장U] ， 마모저항 

유효허가: SZ, 대만， 핵민감국 

단위: 달러 

GLV: $100 

GCT: No 

GFW: No 

(lA51 E) Corrosion-resistant sensing element 

유효허가: SZ, 대민" 핵띤김·국 

던·위: 달러 

GLV: $0 

GCT: No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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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O Part 2 -- 3.9‘ l갤브， 마모저 항 

l걷푹 
2(33) 6불화우라늄내식성의 암먹 제， 펠츠즉표죄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띤제금액:없음 

해석:표기없음 

진략붉자: 표기없음 

전략불자 특이사항: 

1줍 일반포팔허가: A, B, D, F, G, H 지역 

2풍 일반포판히가: 없윤 

특정포괄허가: C, E, 1, J, L, M 지역 

기 1斗: 성분표 (화학분석표) 침부 

닌관 
(2A19A) 국제 원자력 리 스트. ι」꽉프)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부퓨파 jiL착활은 달리 

GLV: $0 

GCT: No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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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2 -- 3.10. 초전도 솜레노이드 전자석 

일본 

2(34) 송례노이드코일헝초천도전자석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변제금액:없음 

헤석: 1. (솔레노이드코일형) 도션을 통일축에 걸쳐 균일하게 몇번이고 감은 코일 

의 형상을 가진 것을 말한다. 2. (내경의 35퍼센트를 반경으로 하는 원) 코일단 
면언 윈의 면적의 50%의 면적을 가진 원￡로 한다. 

전략불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령 l설표제 1의 7항 (5)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I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1. J. M 지역 

기타: 의료용의 자기공명 이메;싱장치에 사용하도록 설계한 것을 제외 

마국 

(3AOIA) 진자장치 및 부푼 멀」촉천도 송레노이드 젠자석)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게 

GLV: $3000 

GCT: Yes 

GFW; No 

(주) 자기공명의료장치 (MRI)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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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2 -- 3.1 1. 진공펌프 

냄한 
2(35) 진공펌표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먼재금액: 없음 

해석: 1. (도탈악력) 전폐한 상태의 홉기측에 있어 도달가능한 압력을 말한다. 

전략불자: 표기없음 

전략불자 특이사항: 

I종 일반포팔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얼반!E팔허가: 없음 

특징포괄허가: C. E, 1, J. L. M 지역 

-

二그 G국 

대
 



NSG Part 2 - 3.1 2. 작류고전락공곱기 (1 00 V 이상) 

|일관 
2(36) 직류전원장치 [짚료코전펌공료zl. 고전압직류전력공급기]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변제끔액:없음 

해석:표기없음 

전략물자:표기없음 

전략꽁자 특이사항: 

I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관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1. J. L. M 지역 

미묶 

깨
 



NSG Part 2 -- 3.13. 고진밖직류전력공급기 (20,000 V 이상) 

낼포 
2(36) 직류전원장치 I작류고전럭공급가， 코좌3갑넓최혐꼴료zll 

허가대상지역:전지역 

1건재금액: 없음 

히l 석: 표기없음 

진략괄자: 표기없음 

전략쏠자 특이사항: 

I종 일반포괄허가: A, 8 , D, F, G, H 지역 

2종 일만포괄허가: 없음 

꽉정!f판허가: C, E, 1, J, L, M 지역 

머프 

A 
‘ . 껴

 
l ’ 



NSG Part 2 - 3.14. 전자거형 동위원소 분리기 

。1관 

2(7)(나)(8) 우라늄동위 원소분리 장치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민제금액:없음 

헤석:표기 

전략물자: 표기 

전략불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잔지역 불가 

2종 일반포팔허가: 전지역 불가 

특정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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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2 -- 4. 중수생산꽁장관련 장비 

낼포 

4.1. 물분리콜 위한 특수패킹 
4.2. 칼윤아미드/액쳐l암꼬니아를 위한 휩프 
4.3. 불-황화수소 교환 드꽤 01 기 둥 
4.4. 수소-냉각채 즘류기둥 
4.5. 암꼬니 아 컨111 터 또는 함성 반응로 

2(1 0)(나) 풍수소， 중수소화합원의 채조장치 [전용품목， RL줄산용풀올1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띤제급액: 없음-

=그 

헤식: 1. (제조에 사-~-되는 장치) 지1 조애 사용될 수 있는 장치릎 말함 2. (중수소화 
함웰의 제조장치) 종수의 제조정- 장치 포함 3. (세핍킬드강} 오스티나이트 결징 
힘도모 핍도l긴호 5이상의 켠드강윤 말함 4. (단면적) 수핑망향의 단면적의 최대 
치틀 말함 5. (7] 채로 액 ~n블 향유직으로 흘러 점촉시키도록 설겨I된 것) a. 시브 
므괴}이 b. u]블캠프레이 C. 받브랴프토페이 d. 터보그리드트레이 6. (황화수소에 
대한 내식성 재료) a. 304L형 스텐패스강 b. 316형 스탠레스강 7. (수소성분이 없 
는 재갚) a. 300띤 얼형스댄레스강을 포함 8. (충전물) 충전당에 충전하는 불채를 
맏함 9. (화한·적으보 핏는 성질플 711 선하는 치리) 산화펴막을 형성시키는 처리를 
포함 10. (‘종수소 혹은 종수소화한불의 재조용 장치’에 해당하는 장치에 이용될 
수있는 암모니아 함성장치) 질소와 수소의 함성가스를 암모니아 • 수소고암교환 
턴얘서 추출하여 함성암!2..니아보서 다시 과환탐에 되돌아오도콕 구성된 것율 말 
함 11. (기빌한 :{조) 웬상규L조탄 포함 

진략월자: 표 7] 

진략웰자 특이사항: 종수소 휴은 종수소화합월의 제조용의 장치 또는 그 꽉분푼 
혹은 부속품에 한힘. (따라서 2(10)(나)는 진략물자 아념} 

I향 일반포괄허가: A, B, 0 , F, G, H 지역 
2풍 열반포팔허가: 없음 
득정표괄허가: C, E, 1, J, L, M 지먹 
{주) 포란허가에서 2( 1 0)(가) 퓨꽉은 전지역에 뭘가. 

l프흐-_ 
(lA45B) 특수 패킹 댄S딛f멜츠센」딩l값 

유효허 가: QSTVWYZ 

단위: 딸넥 

GLV: S1000 

GCT: No 

GFW: No 

(깎고) (2A53B) 액체끔속 이꽁플 위한 펌프 lliSG Part 2.3.11. 2.4.2와의 대응연:뜨활 

외] 

유효허가: QSTVWYZ 

단위: :11], 부폼 및 과착환은 딸리 

GLV: $3000 

GCT: No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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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G Part 2 ‘ 5. 1. Flash 엑스-레이 장비 

댐관-

2(37) 전자가속기， 플i!l]시 l앙잔헝의 X선 장치 

허가대상지역:잔지역 

변제균액:없유 

해석: I. (전자가속기) 전자플 가속하는 장치플 말한다. 2. (전자현미경의 부분품) 

전자힌pl경용으로 전용설계된 전자가속기를 말한다. 3. (빔의 펼스의 지속시간) 
마이크로파 변조기로부퍼 발하는 I 개의 펼스로부더 발생하는 집군빔 지속시간을 

받한다. 4. (1 ，700애 배가전자볼트포 .... ) (정의 생략) 5. (1 ，700에 nl1 가전자볼트로 .... 

I 마이크로초간에 가속할 수 있는 .... ) (정의 생략) 6. (크론으로 표시한 .... 전하량 

악 최대치) 낀의 필스의 지속시간이 I 마이크로초를 넘는 경우에 그 중 임의의 I 

바이크로초내에 가속된 진자의 전하량의 최대치뜰 발함. 7. (선두출력) 꼴트의 

단위포 표시한 선두전암에 맘페어의 단위로 표서한 빔펼스의 지속시간내에 있어 

서 집군빔 잔류의 평균치흘 곰한 김t을 말한다. 

잔략란자: 표기 

전략팝자 특이사항: 령빌표제 1의 7항 (8)애 헤당히·는 것애 한함 

l종 일반포팔허가: A, B 저익 

2종 일 l간포판허기.' 없음 

특정표괄허가: C, D, E, F, G, 1, J, M 지역 

떠쿄 
(2A54B) 전자 가속71 

유효허 가: QSTVWYZ 

단위: 개， 부품 및 멈-착끊은 딸러 

GLV: $3000 

GCT: No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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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2 -- 5.2. 다단계 light 개 스 gun!고속 gun 

L윌폼 
2(38) 발사채를 이용한 풍적시힘 기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변제끔액:없음 

」

해석: 1. (츄격시힘 기) l;갈사치l 의 가속방식이 다음의 야느 것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 

a. 라이드가스방식 b. 코일방식 C. 진차방식 d. 전기 · 열방식 

전략울짜: 표가없읍 

전략불차 특이사항: 굉낼표까1] 1 의 7항 (8)에 헤딩·하는 것이! 한함 

I종 일반포팔허가: A, 8, 0 ,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징포팔허가: C, E, !, J, L, M 지역 

[꾀록 ------

(2A54B) 다단계 light 개스 gunJ고속 gun 

유효허 가: QSTVWYZ 

단위: 개 

GLV: No 

GCT: No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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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G Part 2 -- 5.3. 기계석 회전 거울 카메라 

일본 

2(39) 긴꾀좌， 전자식의 스트럭카메라， 플레빙 칸꾀란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띤채금액: 없음 

해삭: 1. (회전반사경플 포함한 것) 반사경으로서 플리즘(다번채)을 01용한 것 포함 

2. (화물둡 성령 제 I조 44호 ‘가’풍의 부분품) 동기잔자장치 또는 회전반사경의 

조립품 (터 빈， 경， 떼어 링 릉으로 구성된 것)을 포함 3. (화물들 성령 제 l조 44 

호 ‘가’중의 부분품) 다룬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체외 4. (전자식 플페밍 
카메라) 고채촬영소자 또는 전자관에 의한 셔터의 기놓을 가진 카메라를 포함 5. 
(이미지증강관으로 도전재료로 피쩍-한 광전음극융 가진 것) (상세설명) 6. (이미 

지층강관으로 도잔재료로 피복한 광전음극을 가진 것) 인버터헝의 이머지증강관 

을 제외 7. (SIT판으로 셔터의 기능을 가진 것) 설려콘증강타켓 (설랴콘다이오드 

아레이타켓 등)을 이용하여 그 전자충격증배효과를 이용한 이미지형 촬상관으로 

타켓의 전단(야미지부)으로 게이트를 붙임으로써 셔터폼작을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8. (카젤 또논 포켓셀을 사용한 전기채동셔터) a. 카셀을 사용한 전 

기제동샤터란 카의 효과 (굴철률이 전계의 2꼼이l 비례하여 변화하는 전기 광화 

효과)플 표시한 유전성액채를 넣은 유리셀 또는 강수전채결정을 이용하여 전기 

적으포 팡의 강함을 1간조하는 셔터를 말한다. b. 포켈스셀올 사용한 전기제품셔 

터란 포캘스효과(관첼·률이 전제에 비폐하여 펀화하는 진기광학효파)를 표시한 

절정을 사용하며 전기직으로 광의 강함을 변조하는 셔터를 말한다. 

잔략불자: 표가 

전략불자 특이사항: 령별표제 I 의 10항 (4) 또는 12항의 (4)에 헤당하는 것에 한함 

I종 일빈·포팔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표괄허가: 없음 

특정포팔허가: C. 0 , E. F, G, I, J, M 지역 

[Rf곽 
(6A43B) ECCN 6A03에 의해 풍채되지 않는 카메라 및 부품 [a.] 

유효허가: QSTVWYZ 

단위: 재， 부품 및 부착물은 달러 

GLV: $1 ,500 
GCT: No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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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따t 2 -- 5.4. Elcetronic streak and framing camera 및 튜브 

| 일본 -----------，←]=二느] 
2(39) 가 계식， 진찬쉰뢰-_스투휩칸파란，-풍쾌냉-칸꽤표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띤제끔엑:없음 

헤석: 1. (회전반사정을 포함한 것) 반사정으로서 플리즘(다띤체)을 이용한 갓 포항 

2. (화물틀 성텀 재 I조 44호 ‘가’중의 부-분픔) 동기전자장치 또는 회전반사경의 

조렴품 (1::1 만， 경， I세어렁 등으포 구성된 깃)을 포함 3. (화불뜰 성령 제 I조 44 

호 ‘가’중의 부분풍) 다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제외 4. (전자식 플레빙 

카메라) 고체활영소자 또는 전자관에 의한 셔터의 가능플 가진 카메라룹 포함 5. 

(이띠지증장관으파 포전지l료포 피꼭-한 광전음극을 가진 것) (상세설녕) 6. (이미 

지증강관으로 도잔재료쿄 피꽉한 팡전음극을 가진 것) 인 I과터형의 이미지증강관 

-블 재외 7. (SIT관으로 씨터의 가능을 가진 것) 살리콘증깅·타갯 (실리콘다이오드 

아레이타갯 동)을 이，용하여 그 진짜충격증떼효과를 이용한 이미지형 촬상관으로 

l斗셋의 전단(이 ul지부)으후 게이트를 붙임으모씨 셔퍼몽작을 하는 기능을 가진 

것윤 말한다. 8. (카샌 또는 포켓샌을 사용한 진기재동셔터) a. 카셀음 사용한 천 

71재꽁샤더란 카의 효과 (할칠률이 전계의 2곱에 비폐하여 댄화하는 전기 광학 

효과)뜰 표시한 유진성액채쉰 넣은 유펴셀 또는 강수진채칠정을 이용하여 진기 

적으로 광의 강함쓸 변조하는 셔1.:.1 블 말한다. b. 표젤스셀을 사용한 전가제동셔 

1::1 란 표켈스효과(갚섣찰이 선제애 11} 폐히·여 민회·하는 전 71광화효과)를 표시한 

결정음 사용하여 전 71 직으로 광의 강함올 변조하는 셔 &1 룹 말한다. 

잔략깥자: 표기 

전략깥자 특이사항: 링별표，제 I 의 m항 (4) 또는 12항의 (4)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I종 일반포관허가: A, B 지역 

2종 열반포팔허가: 없픔 

특정포팔허가: C, D, E, F, G, 1, J, M 지역 

[떤------------------_. 

(6A43B) ECCN 6A03에 의 해 봉재 되 지 않는 카깨 라 빛 쉬L품 [b.] 

유:it 허 가: QSTVWYZ 

단위: 개， 부퓨 및 부착월은 딸2:1 

GLV: $1 ,500 

GCT: No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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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π 2 -- 5.5. 유체역학 실험을 위한 특수 기구 

일판 

2(4이 유채속도측정용의 간섭계， 망가년이온압력측정기， 수정압전형압력센서를 이용 

한 밥략교환기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먼재금액:없음 

해석: I. (간성계〕 다음의 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 a. 레이저드프라 간섭계 

b. 반사시스템을 이용한 속도깐셉계 c. 2광선 간섭제 

전략꼴자:표가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l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팔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1, J, L, M 지역 

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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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2 -- 6. 1. 뇌관 및 multipoint initiation 시스템 

편물 

u1국 

(3A49B) 뇌 관 빛 multipoint initiation 시 스 댐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GLV: No 

GCT: No 

GFW: No 

-82-

__j 



NSG Pan 2 - 6.2. Fi파19 set을 위 한 전자부품 
6.2. 1. 스위치 장치 

6.2.2. 축전기 

[윌붙 
2(41) 내유극꽉， 트꾀거스파크ι휠표효효덮좌， 펼스발생겨 [뇌관용， 고속] 동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변제급액:없읍 

해석: 1. (냉음극관) 가스크라이트론관 및 진공스피리트론관을 포함 2. (양극지연시 

깐) 출력신호의 임l 럭신호에 대히l 지연되는 시간을 말한다. 3. (트리거스파크간격) 
방전관의 일총으로 망전운 2개의 전극사이에서 행해져 전극사이에 있는 별도의 

보조전극에 印 ÎJIl한 토리거신호에 의해 방천을 개시하는 디바이스를 말한다. 4. 

(턴온시간) On과 off의 두가지 상태를 가진 소위칭회로에서 오프상태부터 온상피l 

로 변화시켜는 인력한 후 부상태가 온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5. (펄스용 

콘덴서) 주로 펼스전류 또는 펠스진압에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콘덴서 

풍 충전펀 충전에너지플 펼스직으로 맘전하는 기능을 가진 콘댄서를 말한다. 6. 

{직렬인덕턴스) 일판공염규격 C5102 혹은 IEC1071-1 에서 규정된 측정방법 또는 

이들에 준하는 측정망법에 의해 측정된 수치를 말한다. 7. (화물등 성령 1조 50 

호중 5'_뜰방식) 휴대용， 이동용 또는 전실화가 펼요한 용도용으로 섣계된 것으로 

방진설계된 깃을 말한다. 8. (모뜰방식의 펄스발생기 또는 키세논선팡랩프의 발 

광장치) 기폭장치플 제어하는 가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9. (펼소발생시간) 저항 

부하상태에서 진쪽이 10%로부터 90%가 되기까지의 시간간격윷 말한다. 다만， 

화불성령제 1조제 50호 (가)에서 진폭은 전류의 진폭을 말하며， 화불성령제 1조제 50 

호 (나)의 진폭은 잔암의 전폭을 말한다. 

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링별표제 l 의 7항 (7)에 해당하는 것에 한합 
I종 일반포팔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팔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0 , E, F, G, 1, J, M 지역 

덴쿄 
(3A43B) 스위 치 장치 

유효허 가: QSTVWYZ 

단위: 깨 
GLV: No 

GCT: No 
GFW: No 

(3A41E) 3A0 1.e.2애 의해 품제되지 않논 축전기 

유효-허가: SZ, 핵띤잔콰 
단위: 게 
GLV: No 

GCT: No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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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2 -- 6.3. Firing set/꽁등한 고선류 펼스발생가(훈제되는 뇌관융 위한 것) 

「궐관 -----τ二---二τ;二;二二二二그그;;z:二--두二:피 
2(41) 냉음극관， 뜨려 커스파크， 펠프용콘덴서， 펼쇼]갚쐐으Lr판관:용" 고속1 동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면재끔액:없유 

해식: 1. (냉음극관) 가스크라이프룬판 빛 진공스피리프론관쓸 포함 2. (양극지띤시 

깐) 렐팩선호의 임l 펙신호에 대해 지띤되는 시간음 말한다. 3. (트펴거스파크깐격〉 

망선관의 연종으파 I상진은 vll 의 전극사이에서 행해져 선극사이애 있늠 띤~;:_의 

꾀쪼선콰이I f=[J 1m한 프파가신호에 의해 l앙진윤 재시하는 디1I~이스할 발한다. 4. 

(덴운시간) On파 off의 두가지 상펴l꽉 가진 스위칭회포에서 오프상태푸t;-1 분상꾀l 

i~ 밴화시키는 안린한 후 부상폐기- 온이 되기까지의 시깐윤 말한다. 5. (펄스용

펀덴서) 주j갚 편스선퓨 또는 괜스선압에서 사용한 깃을- 꽉직으로 하는 콘덴서 

종 츄선펀 향선애너지쉰 펼스직으보 망전하는 기능윤 가진 콘덴샤같 멜한다. 6. 

(식띈언덕턴스) 얀관공염규·직 C5102 혹은 IECI071-1에서 규징펀 측정망1헤 또는 

이늪에 춘하는 짝징 l상 'll 에 의헤 략징펀 수;0<.1 륜 l갚한다. 7. (화펀-콩 성링 1조 50 

호종 g_쉰 l상식) 휴-대 .g- ， 이동용 또는 진섣회·가 괜요한 정-5:.용으보 섣기l 펀 깃으로 

l상전섣계펀 갓윤 만한다. 8. (.!;~원 l앙식의 편스1관-생기 또는 키세핀선굉렌프의 l관 

팡장치) 기폭장치갚 지l 이히·는 ::;1 능윤 가진 깃윤 l관한다. 9. (핀스싼생시간) ;<1 향 

부-허상펴}에서 진폭이 10% 5-_부터 90%7~ 펴기까지의 시간긴·객뜯 I감한다. 다 lJ! ， 

회원성링재 I조재50~~::. (가)에서 진 i장은 진꽉의 진폭윤 만히 I셔， 회-원섬펑제 I조재50 

.:-<:>::. (니.)의 전꽉은 신암의 선폭윤 l꽉한다. 

전녁:꽉지.: lE 기 

젠략·펀지 꽉이시·헝 ... 섬꽤K제 l 의 7헝 (7)이l 해당하는 것애 현-함 

I종 민만N:.판허가: A, B 지익 

2종: 인 반y:.관허 가: 없퓨 

꽉정포판허가: C, D, E, F, G, 1, J, M 지떡 

마관 
(3A46B) Fi더n딩 set 및 .:ïl진듀 펜스딸생 기 

유효히거: QSTVWYZ 

단위: 가l 

GLV: No 

GCT: No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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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O Part 2 - 6.4. 핵무기에 상당하는 고폭발물 

일본 

미국 

{intemational munirtion list에 포합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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亡
NSG Part 2 -- 7. J. 오설로스코프 
댐폭→----"_---------------------l 

2(42) 오 설포스코프， 파형 기 익 장치 

허가대상지역:진지역 

댄제금액:없음 

해석: 1. (샘플링 오실로스코프) 아나포그망식의 것 또는 디지딸기억장치기능윤 가 

진 것 포함 2. (프리그인유니트) 기지의 측정 혹은 꽁급가능한 범위 또는 기구의 

가능플 띤경하기 위해 기구의 플러그와 소케트 등을 사용하에 결합할 수 있고 

또한 떼어낼 수 있는 모플， 조립품 또는 장치를 말한다. 3. (프리그언유니트) 다 

른용도혹 사용가능한 것은 제외 4. (증폭기) 외부증폭기， 전치증폭기 포함 5. (증 

폭::;]) 다른용도로 사용가능한 것은 제외 6. (샌플렁용의 소자 혹윤 조립품) 셉플 
굉헤드를 포함 7. (샘플링용익 소자 흑은 조렴퓨) 다른용도로 사용가능한 갓은 

지l외 8. (아날포그망식의 오설보스쿄프) 플려그인방식 또는 모물방식의 갓을 포 

함 9. (대역폭) 증폭기에의 ~]펙전맘을 일정하게 측정한 때 음극선관상의 잔봉01 

최대치 의 70.7%이상이 펴는 주파수대역을 딸한다. 10. (유극선관) 다른정-도트 사 

용가능한 것은 제외 11. (파형기익장치) 프텐젠프페코더， 파형디지라이저쓸 팔한 

냐. 12. (l나노초rr1 만의 간척gEE 셉촬링윤 한다) 샘플령페이트가 1초당 1 ;，ιi 가생 

뜸윷 넘는 갓을 발환다. 

전략윤자: 표가 

씬략할자 뜩이사항: 굉 l싣표제 1 의 7항 (11 )에 해 녕·하는 것애 힌·혐 

l종 일반포판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팔허가: 없잠 

꽉정포판허가: C, D, E, F, G, 1, J, M 지익 

넌l프一 
(3A52E) Ca thode ray oscilloscopes 

유효히가: SZ, 대만， 핵민감꽉 

단위: 개 

GLV: No 

GCT: No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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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O Paπ 2 - 7.2. 광전증배 관 

일본 

2(43) 광전자풍배관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변제금액:없음 

해석: 1. (광전음극) 적외， 차외의 영역을 포함한 광선의 조사에 의해 전자를 망출 

하는 재료로 구성된 음극을 말한다. 

전략물자: 표기없음 

잔략물자 특이사항: 

l종 일반포팔허가: A, B, D. F, 0 , H 지역 

2종 일반포괄해가: 없음 

득정포콸허가: C, E, 1, J, L, M 지역 

미국 

(6A44B) 광전증배관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GLV: $3,000 

GCT: No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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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2 -- 7.3. 펼스 발생 기 (고속) 

일본 

2(4 1) 냉유극관， 트리거스파크， 펼프용콘덴서， 펄슨않겠으1 r뇌관-용， 곡솔] 동 

허가대상지역:친지역 

펀제금액:없음 

해석: I. (냉음극관) 가스크라이트론관 및 진공스피리트홀판을 포함 2. (양극지연시 

간) 출벽선호의 입펙신호에 대해 지연펴는 시간을 말한다. 3. (트리거스파크간격) 

l잉·전관의 일좀으또 l앙전은 2개의 전극사이애서 행해져 전극사이에 있는 별도의 

보조전극에 印 Dn한 프리 거신호에 와헤 l상전을 개시하는 디바야스플 말한다. 4. 

(턴온시간)On과 off의 두가지 상태를 가진 스위칭회로에서 오프상태부터 온상태 

로 변화시키늠 입력한 후 부상티l 가 온이 되기까지의 사간을 말한다. 5. (펼스용 

콘멘서) 주과 펼스선류 또는 펼스전압에서 사용할 깃플 목적으로 하는 콘댄서 

종 충전된 충전에너지할 펼스적으보 망전하는 기능을 가진 콘덴서률 말한다. 6. 

(직랄인덕펀스} 일본공엽규격 C5102 혹은 IEC1071-1에서 규정된 측정방법 또는 

이뜰에 푼하는 측정망Ii]에 와헤 측징펀 수치룹 발한다. 7. (화물등 성평 l조 50 

호중 꼬·률:상식) 휴대용， 여흉용 또는 견설화가 필요한 용도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망진설계펀 것올 !갈한다. 8. (꾀-플망식의 펼스말생기 또는 키세논선광랩표의 발 
광장치) 기폭장치할 제어하는 기능플 가진 깃을 말한다. 9. (펼스발생시간) 지향 

부하상떼에서 진폭이 10%로부터 90%가 꾀기까지의 시간간격을 말한다. 다만， 

화꼴성령제 1 조^1l 50호 (가)애서 진폭은 전류의 진폭을 발하벼， 화똘성령지111 조제50 

호 (나)의 전폭은 진안의 잔폭윤 딸한다. 

전략란자: lE 기 

씬꽉란자 특이사항: 굉 l꾀표제 l 의 7향 (7)에 헤딩·하는 것에 한함 

l중 일반Æ팔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관허가: 없음 

특정포팔허가; C. D, E, F, G, 1, J, M 지역 

~l콰 
(3A44B) 고속펼스발생 기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GLV: No 

GCT: No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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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π 2 - 8.1. 중성자 발생기 시스댐 

。1 1;1
己-.::;-

2(44) 정전가속의 중성자받생장치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없음 

전략물차: 표기 

전략뀔자 특이사항: 없음 

I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1, 1, M 지역 

미국 

(2A19A) 국제원자력 려 스프 [Q，_청:최좌앞샘김] 

유효허가: QSTVWYZ 

던·뷔 : 개， 부품 및 부착웰은 달러 

GLV: $0 

GCT: No 

GP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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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NSG Fart 2 -- 8.2. 열반 원자럭 관련 장U] 

8.2.1. 윈격 조작가 

일본 

2(45) 원격조작 메니플레이터 

허가대상지역:진지역 

면재끔액: 없음 

흐B 

해석: 1. (방사선을 차단하는 댁으로 격리시켜 조작할 수 있는 것) 방사선을 차단 

하는 벽으로 격리된 조작자의 동작에 따라 동작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전략물자: 표가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I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팔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1, J, L, M 지믹 

미국 

(2A50B) 원자로 및 윈자력 발전소 관 련 장tl] Ih. 원격 조작711 

유효허가: QSTVWYZ 

단위: 달러 

GLV: No 

GCT: No 

잉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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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二
NSG Part 2 -- 8.2. 일1칸 원자력 관련 장1:11 

8.2.2. 방사선차폐창 

많홍= 
2(46) 방사선차폐창， 창툴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면재금액:없음 

ι ι9끼’l 

해석: 1. (창) 창틀에 넣은 것에 관해서는 창틀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전략불자: 표 71없음 

전략불자 특이사항; 

I종 일반포팔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 l관포팔허가: 없읍 

특정포괄허가: C, E, 1, 1, L, M 지역 

뎌폭 
(2A50B) 원자로 및 원자력 발전소 관련 장u1 [e. 밖사선 차폐 착1 

유효허가: QSTVWYZ 

단위: 당러 

GLV: No 

GCT: No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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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2 -- 8.2. 일반 원자력 관련 장비 
8.2.3. 방사선 경 화 TV 카메 라 (Radiation-hardened TV cameras) 

낼폭 
2(47) 내망사선텔레비카메라， 렌￡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표기없음 

해석의 특이사항: 

잔략물자:표가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0 ,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관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r, J, L, M 지역 

| 111국 | 
(2A50B) 원자로 빛 원자력 1광진소 관랜 장U] [f. radiation-hardened TV camerasl 
유효허 가: QSTVWYZ 
단-위: 달러 

GLV: No 

GCT: No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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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2 -- 8.3. 드라튜， 그 합성물， 및 혼합불 

일본 

2(48) 드리품， 트리품화합풀， 트리똘혼합물 

허가디l상지역: 전지역 

변제금액: 없음 

해석:표기없쯤 

해석의 특이사항: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차 특이사항: 없음 

I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 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팔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기타:성분표〔화학분석표)첨부 

머로 
(lntemational Atomic Energy Lis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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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2 -- 8.4. 트리품 시설 또는 꽁장 그리고 그것을 위한 부분퓨 

낼폼 
2(49) 뜯려픔의 제조， 회수， 자장정-의 장치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댄채금액:없음 

해석:표기없음 

잔략뭔자: 표기 

전략윌자 특이사항:1. 트i!l픔의 제조용， 회수용 또는 저장용-의 장치에 한함 

l종 일밴·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관허가: 없유 

특정포팔허가: C, D, E, F, G, 1, J, M 지역 

l ul략 
(Intema찌onal Atomic Energy Lis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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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2 - 8.5. 펙 금촉미l 

l 일본 

2(5이 트라품의 회수용， 중수제조용의 백금을 이용한 매체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띤제금액:없음 

헤석:표기없음 

전략물자: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1. 렁별표제 I의 2향 (50)에 게기된 촉매로 소수성이 있는 것 

I종 일반포팔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1, J, M 지역 

마국 

(lC19A) 국제 원자력 리 스트 fe. wet-proofed p[a히피zed catalvstsl 

유효허가: QSTVWYZ 

단위: 킬로그램 

GLV: $3000 

GCT: No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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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2 -- 8.6. 3가 헬륨 (Heliwn-3) 

일본 

2(51) 헬륨3 

허가대상지역:전지역 

면채금액:없음 

헤석:표가없옴 

전략물자: 표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1풍 멀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빈·포괄허가: 없음 

특장포팔허가: C, E, r, J, L, M 지역 

기타: 성분표 (화학분석표} 첨부 

머로 
(l C55B) 헬륨 

유효허가: QSTVWYZ 

단위: 리터 

GLV: $5000 

GCT: No 

GF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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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 Part 2 - 8.7. 알파-방출 방사성 핵 총 (Alpha-emitting radionuclides) 

일본 

2(19) 핵병기 기폭용 알파선원이 되는 물질풍 [Bl스무트， 라륨 226, 암파방출 박사생 

화좋] 

허가대상지역:전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표기없음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1. 댐튜늄， 아메리숨， 큐려움， 카리흘늄 또눈 이들의 화합물 혹 

은 판합물에 한함.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팔허가: C, D, E, r , G, 1, J, M 지역 

기타:성분표(화학분식표)첨부 

마북 

(lC54B)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 화함풀， 훈함물 {원자번호 3에서 83은 제외) 

유효허가: QSTVWYZ 

단위: "MC'’ 

GLV: $500 

GCT: No 

GFW: No 

(펀집자주) 이 법주는 일판에서 정의한 셉티늄 {원자번호 93), 아메리슐 (원자변호 

95), 큐리움 (뭔자번호 96), 카리흘늄 (뭔자변호 98)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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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의 국가군 분류 

(자료원: 미국 상무부 수출관려규청，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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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ry Groups I 
For export control purposes.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separates coun-
tries into seven country groups designated by the symbols uQ. S. T, V, W, Y, Z." 
Listed below are the countries included in each group. Canada is not included in 
any country group and is a[ways referred to by name. 

Country Group Q 

Romania 

Country Group S 

Libya 

Country Group T 

North America 

Gre~nland 

Grenada 
Mexico 

lincluding Cozumel & Revilla Gigedol 
Miquelon and 8t. Pierre Islands 

Central Ame_rica & Caribbean 

Bahamas 
Barbados 
Belize 
Bermuda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EI Salvador 
French West Indies 

-. Guatemala 
*Haiti 

lincluding Gonave & Tortuga Islandsl 
Honduras 

lincluding Bahia & Swan Islands’ 
Jamaica 
leeward & Wìndward Islands 
Net~lerlands Antilles 
Nicaragua 
Panama 
Trinidad & Tobago 

South America 

Angu il1a 
Argentina 
Bolivia 

Brazil 
Cayman Islands 
Chile 
Colombia 
Ecuador(including the Galapagos Islandsl 
Falkland Islands (lslas Malvinasl 
French Guiana (including Ininil 
Guadeloupe 
Guyana 
Martinque 
Montserrat 
Paraguay 
Peru 
Saint Kitts-Nevis 
Saint Lucia 
5an Vincent & the Grenadines 
Surinam 
Turks and Caicos Islands 
Uruguay 
Venezuela 

Country Group V 

Afghanistan 
Andorra 
Angola 
Ashmore and Cartier Islands 
Australia 
Austria 
Bahrain 
Bangladesh 
Belgium 
Benin 
Bhutan 
Bouvet Island 
Botswana 
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 
Brunei 
Burkina 
Burundi 
Cameroon 
Cape Verde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100-



China. People ’5 Republic of 
Christmas Island 
Cocos Island 
Cook Islands 
Coral Sea Islands Territory 
Comoros 
Congo. People’s Republic of the 
Cyprus 
Denmark 
Djibouti, Republic of 
Dominica 
Egypt 
Equatorial Guinea 
Ethiopia 
Faroe Islands 
Fiji 
FinJand 
France 
French Polynesia 
French Southern and Antarctic Lands 
Gabon 
Gambia ‘ 

Germany 
Ghana 
Gibraltar 
Greece 
Guernsey 
Guinea 
Guinea-Bissau 
Heard Island and McDonald Islands 
Hong Kong 
Hungary 
Iceland 
India 
Indonesia 
.Iraq 
.Iran 
Irelõmd 
Israel 
Italy 
Ivory Coast 
Jan Mayen 
Japan 
Jersey 
Jordan 
Kenya 
Kiribati 
Korea. Republic of 
Kuwait 
Lebanon 
Lesoth。

Li beria 
Liechtenstein 
Luxembourg 
Macau 
Madagas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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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wi 
Malaysia 
Maldives 
Malí 
Malta 
Man. Isle of 
Mauritania 
Mauritius 
Monac。

Morocco 
Mozambique 
Myanmar IBurmal 
Namibia 
Nauru 

Nepa‘ 
Netherlands 
New Caledonia 
New Zealand 
Niue 
Nigeria 
Norfolk Island 
Norway 
Oman 
Pakistan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Pitcairn Islands 
Portugal 
Oa tar 
Reunion 
Rwanda 
Saint Helena 
San Marin。
Sao Tome & Principe. Democratic Republic of 
Saudi Arabia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olomon Islands 
Soma1ia 
• South Africa. Repu비ic of 
Spain 
Sri Lanka 
Sudan 
Svalbard 
Swaziland 
Sweden 
Switzerland 
.Syria 
Taiwan 
Tanzania 
Thailand 
Togo 
Tokelau 
Ton9a 



Tunisia 
Turkey 
Tuvalu 
Uganda 
United Arab Emirates 
Unit l!d Kingdom 
Vanuatu 
Vatican City 
Wallis & Futuna 
Western Sahara 
Western Samoa 
Yemen 
Yugoslavia (See Belowl 
*Serbia 
*Montenegro 
Slovenia 
Croatia 
Bosnia-Herzigo l1 ina 
Zaire 
Zambia 
Zimbab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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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γ Group W 
Czech Republic 
Poland 
Slovak Republic 

Country Group Y 
A!banìa 
Bulgaria 
Cambodia 
Estonia 
laos 
latvia 
lithuania 
Mongolian People’ s Republic 
Confederation of fndependent States (Includes 
all geographic areas formerly part of the 

USSR’ 
Country GrouJ) Z 

Cuba 
North Korea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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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기술보고서 

우리니·패-는 국지l 웬자럭 수렐]강재 처l 제의 하나인 웬지-녁공급콰그룹(NSG) 

가힘을 가시화하고 있으19 ， 이에 따라 NSG의 자취 및 통제픔꽉을 우리나파 

의 :1:춤동제제도에 ’안영하는 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았다. 이 연구애 

서는 f1J 국과 일관이 원자력공규국 (NSG) 지침플 자국의 제도이i 반영하는 1광 

맨괴· 품제퓨꼭에 대한 구채적인 허가요건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펀 111국의 차료에는 상무부에서 관꽉하는 수출펀띠규정， NRC 

악 10 CFR 110, 애너지부의 10 CFR 810이 있S떠， 일펀의 자료에는 수풀관 

피링 몇 다수의 똥탈이 었다. 이러한 분석을 몽하여， 미국과 일판이 흉재하 

는 NSG 퓨복플 확인하었고， 각각의 품꼭에 대해， 허가요건을 목적지， 허가종 

류， 채출서류 등의 측빈에서 일꼭요연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미국과 일펀의 

허가요건쓸 각각의 퓨꼭에 대헤 비.ill.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뭔자력 수출 

풍Àl} 제도구측에 유용하개 사용·활 껏이다. 

웬자픽 수출동제， 원자력꽁급국그전:-， NSG, 수출허가， 미콰， 일분 



Korea has taken steps 10 join Ihe Nuclear Suppliers Group (NSG) which is a 

rnajor part of the inrematìonal nuclear export conlrol regìme. In this connection, 
it is an urgent task 10 builcl a new Korean nuclear eXpoTt control system that 

includes NSG guidelines and ιontrol ilems. In addition, it is necessaηI 10 review 

the developed supplier countries‘ expe꺼ence in the field of export conσ01. 

까l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US and Japan have 

controlled the ilems listed in NSG Part 1 and 2 guidelines. To this end, vario l1S 

re1evant regulations of the US and Japan weTe studied. Among those regu1ations, 
the US Export Administmtion Regulation, US 10 CFR I IO and 810, and the 

Japan ’s Export Administration Order are inc1uded. Through the review prα:ess， 

this study identified NSG items which are controlled in the export control 

systems of the US and Japan. Furthennore, this study summarized and compared 

the export license criteria thal tnust be satisfied before exporting each NSG item 

in the two countries. The export license criteria consist of pennitted destinations, 

documenr requirement." and types of Iicense. 

까l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10 contribute to establishin딩 an 

appropriate Korean nuclear export control system 없ld could be used as references 

to the practical export licensing policies of the US and Japan. 

Su이ect Keywords I Nuc1ear Export Control. NSG. Export License, United 

I_~~~~仁10센땐)댄res，프F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