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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원자력 대외정책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개발과 관련하여 원자력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이

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원자력 국제협력

과 핵비확산과 관련된 국제동향을 분석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OECD/NEA의 다자간 동향을 분석하고,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협력을 분석하

여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개발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

는데 있다.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원자력이용개발과 관련하여 급변하는 원자력 국제환경 변화를 분

석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개발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

고자 국제협력 및 핵비확산과 관련된 국제동향을 다섯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

고 수행하 다. 

첫째,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동향에 주목하여,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준비위원회, IAEA 안전조치 체제,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체제, 핵물질방호협약 

등에 대한 동향 분석과 대응방향을 제시하 다.

둘째, 국제 원자력 기술협력 및 원자력 외교의 중심이 되고 있는 IAEA와 

OECD/NEA의 동향을 분석하 다.

셋째, 9.11 테러이후 핵테러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에서 미국 주도로 진행되



는 G-8 행동계획, GTRI, 민감기술인 농축 및 재처리기술의 확산 방지 노력과 

관련한 IAEA 다자간 핵주기 구상 움직임 등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현안들을 분

석하 다. 

넷째, 양국간 원자력 협력의 근간이 되고 있는 양국간 원자력협력, 우리 나

라 원자력협력 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원자력정책 및 북한핵

문제 동향을 분석하 다.

IV. 주요 연구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사항

9.11 테러와 파키스탄 A.Q.Khan 박사의 핵기술 및 장비의 국제적인 거래 

조직의 발각 이후 국제적으로 핵비확산의 체제 강화 및 핵테러에 대응하는 노

력도 강화되고 있다. 국제 핵비확산체제는 9.11 테러 이후 국제 안보문제와 관

련되어 종합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수출통제와 물리적 방호 강화 등 국제 사회의 노

력은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원자력 교역에서의 원자력 수출통제 강화가 전망되며 추가

의정서의 발효 등 IAEA 안전조치 강화와 국제적인 물리적 방호조치의 강화도 

전망된다. NPT 체제 밖의 국가 즉 파키스탄 A.Q.Khan 박사의 핵기술 및 장비

의 국제적인 거래 조직의 발각 이후 핵비확산조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도 제한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민감기술의 핵확산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재처리

와 우라늄 농축 등 민감 핵주기 시설의 다자간 또는 지역적 체제의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반면 에너지와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에너지 안보의 제고, 국가경제에서의 

원자력 역할 강화 등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이용의 중요성은 21세기에도 유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국제협력의 강화와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는 기본적인 요소로 되고 있으며 원자력 

이용개발의 지속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이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국제환경 변화와 국제적 움직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미국 등 주요 협력 상대국과의 양

자관계 협력강화와 IAEA 및 OECD/NEA 등 다자간 기술협력은 국내 연구개

발의 효율성과 효과적인 추진에서 주요하며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과 외교 강

화는 국가 위상제고와 해외시장 진출에 필수적이다.

한편 IAEA에서의 외교활동은 앞으로 한 단계 격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

리나라의 경우 참여 인력의 한정으로 인하여 일부 분야 작업단회의만 참석해오

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전체위원회의 follow-up 뿐만 아니라 작업단 회의에

서 국가이익을 반 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의 참여와 지원이 요구된다. 



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Nuclear Foreign Polic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t is of the utmost importance in the peaceful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to respond in a timely manner to the changes of 

international nuclear communiti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ternational movements related 

to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nd major trends in the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and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and measures 

to be taken in time, so as to tackle or mitigate hurdles that may hinder the 

utilization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in Korea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Major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suggested in the study were carried 

out focused on the trends of international movements related to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nd major trends in the international bi- or 

multi-lateral 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s of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nd suggests directions to be responded in the 

national policy, such as the preparatory committee meeting of 2005 NPT 

review conference, IAEA safeguards, the international nuclear export control 

regime and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s.



Secon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ajor changes of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focusing on nuclear functional organizations, IAEA and 

OECD/NEA which become competent and important in the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Third, this study also reviews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issues 

such as GTRI(Global Threat Reduction Initiative) led by USA for the 

international response against international threat by nuclear terror, G8 

action plan and movements of IAEA multi-national approaches of nuclear 

sensitive technology, reprocessing of nuclear spent fuel and uranium 

enrichment as well as nuclear issues of North Korea.

Fourth, this study also analyzes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which 

become more important in the national nuclear cooperation policy focusing 

on national cooperative partners having joint nuclear cooperation meetings 

by regular terms.

IV. Results and Proposals for Application.

9.11 terror and international illegal trafficking of A.Q.Khan network 

caused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s and 

international efforts and measures to be taken against threat of nuclear 

terror. This movement will kep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fterwards 

from the point of views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resulting in, in 

particular, strengthening export controls and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s against international terror groups such as GTRI, G8 action plan, 

UN resolution of WMD and ratification and application of additional 

protocol of IAEA safeguards agreement into member countries. 

Illicit trafficking of nuclear sensitive technologies and their key 

components and related information by countries outside NPT regimes, 



showed the loop hole and weakness of existing international NPT regimes 

and furthermore this also issued the limitation of inalienable rights of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of countries not implementing NPT and 

IAEA safeguards faithfully.

Multi-lateral and regional approaches i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commercial facilities of reprocessing and uranium enrichment related to the 

nuclear fuel cycle suggested by US president and Director General of IAEA, 

are under argument in international communities, which are uncertain 

currently in the realization of the suggestions from the points of views of 

the past international trials and this by itself would, however, pose wide 

impacts on the international fuel cycle systems and in the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in the world. 

For the effective and timely response to these international changes in the 

use of nuclear energy,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ecuring of transparency and confidence of national nuclear energy policy 

are essential and prerequisite for sustainable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in the nation.

Taking account of the importance of role of nuclear energy in the nation, 

positive efforts and timely responses and measures at the national policy 

level to new changes of international nuclear communities in the peaceful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become utmost important. In 

particular, cooperation with USA and OECD/NEA would become a basic 

strategy in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national R & D program in 

effective and efficient manners, which is showing leading roles in the 

development of future innovation nuclear power technologies governing 

future nuclear world markets.  

At the same time, it is also important to export of national nuclear 

industry towards developing countries and continuous efforts for the 



expansion of technical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and IAEA 

should be made too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national nuclear industry 

and economy in the future.

Upgrade of nuclear diplomatic and technical networks and their activities 

are required to secure the national rights and digni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in effective and systematic manners through the enlarged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of the national experts to working groups 

activities of IAEA and OECD/NEA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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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1978년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가동된 이래 2004

년말 현재 20기의 원전이 운전중이고, 2015년까지 추가로 8기를 건설할 계획이

다. 이는 세계에서의 6번째로 큰 원전규모이며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도 변

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원자력이용개발의 추진으로 IAEA, 

OECD/NEA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및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개도국으로의 

원자력의 진출과 선진국과의 원자력 기술협력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따라 원

자력국제사회에서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국제협력과 원자력외교의 전략적인 추

진이 중요해지고 있다.

원자력 국제협력 강화노력은 기술적‧경제적 실익,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국가 향력 확대, 그리고 국익 확대 및 확보차원에서 볼 때 그 중요성은 그 어

느 때 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IAEA 추가의정서를 비

준하고 최초 국가 보고서를 8월에 제출하 다. 그러나 국가보고서에서 신고의

무 실패에 대한 국제사회의 냉엄한 대응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그리고 9.11 테러발생과 파키스탄 A.Q.Khan 박사의 핵기술 및 장비의 국제

적인 거래 조직의 발각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국제환경을 크게 변화시키

고 있다. 2004년 2월 미국 부시대통령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한 일련의 제안, IAEA 사무총장의 다자간 원자력 접근 방법 제안, G8 정

상회의에서의 기존 핵비확산 체제의 허점(loophole)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조치 

필요성 강조, 미국의 GTRI(Global Threat Reduction Initiatives) 제안 등은 국제

사회는 물론 우리나라에게도 많은 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제 핵비확산 동향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은 중요하며 국제원자

력기구(IAEA)와 OECD/NEA의 동향 분석을 통하여 국가 원자력이용개발의 효

율적인 추진과 국익 극대화 노력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개발에서 중요한 협력파트너인 미국의 원자력 대

외정책 동향과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움직임, 양자 및 다자간 협력 및 대응전략

의 적절한 분석은  국가 원자력 대외정책 수립에 중요 요소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표 및 구성

본 연구는 원자력이용개발과 관련하여 급변하는 원자력 국제환경 변화를 분

석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개발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

고자 국제협력 및 핵비확산과 관련된 국제동향을 다섯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

고 수행하 다. 

첫째,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동향에 주목하여,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준비위원회, IAEA 안전조치 체제,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체제, 핵물질방호협약 

등에 대한 동향 분석과 대응방향을 제시하 다.

둘째, 국제 원자력 기술협력 및 원자력 외교의 중심이 되고 있는 IAEA와 

OECD/NEA의 동향을 분석하 다.

셋째, 9.11 테러이후 핵테러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에서 미국 주도로 진행되

는 G-8 행동계획, GTRI, 민감기술인 농축 및 재처리기술의 확산 방지 노력과 

관련한 IAEA 다자간 핵주기 구상 움직임 등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현안들을 분

석하 다. 

넷째, 양국간 원자력 협력의 근간이 되고 있는 양국간 원자력협력, 우리 나

라 원자력협력 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원자력정책 및 북한핵

문제 동향을 분석하 다.

제 3 절  기대효과

에너지와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에너지 안보의 제고, 국가경제에서의 원자

력 역할 강화 등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이용의 중요성은 21세기에도 유지될 것으

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국제협력의 강화와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정



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는 기본적인 요소로 되고 있으며 원자력 이용

개발의 지속에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원자력 이용개발과 관련하여 급변하는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동향

을 적시에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장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 원자력 국제협력에서 이용개발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성화의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자력 기술 협력 및 외교 무대인 IAEA, OECD/NEA 및 양자간 원자

력 협력 추진에서도 크게 반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자력 활용에 가장 큰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의 원자력 대외정책을 지

속적이고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원자력 

협력강화에서도 많이 활용될 것이다.



제 2 장  국제 핵비확산 동향 및 대응방향

제 1 절  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적 조약인 핵비확산조약(NPT: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은 2004년 11월 현재 189

개 당사국을 확보하고 있어서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1) 

1970년 발효된 NPT는 조약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약 발효 후 매5년

마다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평가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개

최한다. 올해는 2005년 평가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제3차 준비위원회가 뉴욕 유

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본 절에서는 2005년 (7차) 평가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

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분석‧평가하 다.

1. 제3차 준비위원회 개관

‘2005 NPT 평가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 회의’는 ‘1995년 NPT 평가 및 연장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과 NPT 제 8조 3항에 의거하여 조약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로서, 2004년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189개 조약 당사국 중 5대 핵보유국(미․러․

․프․중)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151개국이 참가하 으며, 옵저버로서 중남미 

비핵지대기구(OPANAL), 유럽연합(EU), 국제적십자사, 아랍연맹, 아프리카 기

구, 이슬람 회의기구 및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가 참가하 다. 북한

은 1995년 회의 중반부터 참가하지 않고 있다. 이번 회의의 의장은 비동맹 그

룹 출신의 인도네시아 Sudjadnan Parnohadiningrat 대사가 맡아 회의를 진행하

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이란, 리비아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 많은 당사국들이 

우려를 표명하 으며, 북한의 NPT 탈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 다. 많은 당

1)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가입 현황은 부록 A를 참조



사국들은 북한의 핵문제가 6자회담을 통하여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CVID)2)는 점을 강조하 다. 신 의제 연합(NAC: New Agenda Coalition)은 

2000년 채택한 최종선언문 내용 가운데 6조 이행 부분의 12항과 관련하여, 핵

보유국들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핵군축에 관한 “정기적 보고”가 중요

하다고 주장하 다. 

핵보유국들은 테러 및 반확산 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

지구상(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과 Global Partnership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감 원자력품목 공급은 IAEA의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체결을 전제조건으로 하자고 제안하 다. 핵비보유국들은 핵군축을 포함한 조

약의 전반적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원자력 국제협력에서의 교역조건 강화

와 IAEA 안전조치 준수 등 파키스탄의 Khan 박사 사건을 반 한 발언들이 주

류를 이루었다. 비동맹국가들은 ① 핵군축 촉구, ② 원자력 이용에서 차별성 제

거, ③ 중동 결의 이행(이스라엘의 NPT 가입촉구 및 핵시설의 IAEA 안전조치 

수용), ④ 소극적 안전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s)의 법제화를 촉

구하 으나 비동맹 그룹의 일원인 이란 및 북한 등의 핵개발 의혹 사건으로 인

해 과거보다는 많이 완화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지위 문제와 관련하여, 의장은 2차 준비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북한의 

지위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북한의 명패는 사무국에서 회의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회의를 진행하 다.

2. 주요 논의 내용

가. 기조연설 개요

미국은 핵테러리즘 대응, IAEA 안전조치 강화에 초점을 두었고 러시아와 중

국은 테러리즘과 핵확산이 국제사회에 심각한 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 다. 

2) CVID란 표현은 미국이 사용하기 시작하 으며,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

의 약자이다.



비동맹국가들은 ① 핵보유국의 분명한 핵군축 공약 이행 촉구, ② 핵비보유국

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안전보장 부여, ③ 중동 결의 이행(이스라엘의 NPT 

가입촉구 및 핵시설의 IAEA 안전조치 준수), ④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증진 촉

구 등 기존입장을 반복하 으며, NAC은 비동맹 그룹과 비슷하게 핵군축 및 안

전보장을 촉구하 다. 한편, 카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 서방그룹 내 핵군축 문

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인 국가들은 2000년 최종선언문 내용 가운데 핵군축 분

야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CTBT의 조속한 발효, 무기용핵물질생산금지조약

(FMCT)의 조속한 협상 개시를 촉구하 다. 

나. 주요국가 발언요지

(1) 미국

미국은 이란 및 북한을 NPT 불이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하고 평화적 이

용 권리 하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 NPT 체제의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핵확산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① 농

축 및 재처리 시설 미보유국에 대한 장비 및 기술이전 금지, ② 안전조치 문제

를 전담할 IAEA에 특별위원회 설치, ③ 추가의정서를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의 공급조건으로 부과, ④ NPT 및 IAEA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는 국가의 

IAEA 이사국 선임 제한을 주장하 다.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상업성을 결여하고 있고, 

이미 안전조치협정의 비준수(non-compliance)에 해당하므로 이란의 사건을 조

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NPT 제2조

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제4조의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북

한은 핵개발을 위해 NPT 규정을 농간한(manipulate) 국가로서 북한 자체의 핵 

개발 뿐만 아니라 핵물질이 불량국가나 테러리스트에 수출될 가능성이 있으므

로 CVID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력이 필요함을 주장하 다.



(2) 러시아

러시아는 테러리즘과 WMD 확산이 국제사회의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이며,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하고, 북한이 NPT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 다. 이란 문제와 관련하여, 이란

이 핵개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AEA에 성실히 협조하고 추가의정서 준

수 등을 통해 이란의 핵개발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리고 핵무

기 보유국들은 모든 핵무기를 자신의 토 내에서만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3) 중국

중국은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반확산 결의를 지지하며, 

새로운 핵무기의 연구개발, 핵실험 준비기간 단축 등 핵보유국들의 수직적 핵

확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 다. 그리고 핵비확산을 구실로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의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4) 아일랜드(EU 대표)

아일랜드는 북한이 NPT를 탈퇴한다고 선언한데 대하여 개탄하며, 북한이 

NPT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 다. 그리고 북한의 모든 비  핵개발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CVID)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6자 회담의 추진을 환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 다. 또한 이란의 추가의정서 서명을 환 하나, 많은 

미해결 사항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란이 IAEA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추가의정서가 IAEA 안전조치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추가의정서를 포함한 전면안전조치협정이 검증기준으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입

장을 밝혔다. 특히, NPT 연장회의시 채택한 중동결의안의 이행을 촉구하고, 중

동지역이 대량살상무기 부재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5) 멕시코(NAC 대표)

멕시코는 NPT 평가회의 준비위원회가 절차문제 뿐만 아니라 실질문제도 논

의해야 하고, 핵군축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므로 NPT의 이행은 선별적

이 아닌 비차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 다. 

특히, 핵보유국들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년 평가회의시 채

택한 최종선언문의 ‘핵군축 보고서의 제출’은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밝히고, 연

장회의시 채택한 중동결의안의 이행도 또한 중요하므로 이스라엘의 NPT 가입 

및 안전조치 수용을 촉구하 다.

(6) 말레이지아(비동맹 대표)

비동맹 그룹을 대표한 말레이시아는 원자력 평화 이용의 차별 없는 접근, 핵

군축 촉진, 중동지역 비핵지대화 및 법적 구속력 있는 NSA 보장을 촉구하

다. 특히, 북한의 NPT 탈퇴를 주목한다고 밝히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당사자들 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련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 다. 그리

고 NPT 이행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 평가회의시에는 핵군축 및 중동문

제의 토의를 위한 보조기구(subsidiary body)의 설치를 촉구하 다.

(7) 국

국은 반확산을 위한 조치로서 PSI와 Global Partnership을 지지한다고 밝

히고, 안보리에서 반확산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

력의 평화적 이용권리는 비확산 및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국가에게만 적용

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8) 기타

EU 및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이란의 안전조치협정 준수 및 추가의

정서 이행을 촉구한데 대하여 이란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가 원자력공급

국들의 횡포에 의해 계속 거부되어 온 상황에서 동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란이 노력하 음을 설명하고, 이란은 기존의 NPT 2조의 의무 및 원자력의 비

전용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 이란은 미국이 기조연설에서 이란에 

대해 많은 부분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Nuclear Posture Review, 신형핵

무기 개발 추진, 이스라엘 핵무기 지원 등을 통해 NPT 규정을 위반하면서 체

계적으로 다자기구의 신뢰성을 손상하여 왔다고 비난하 다.

IAEA 대표로 참석한 Vilmos Cserveny 대외관계‧협력정책국장은 북한이 아

직도 핵비확산 제도의 심각하고 긴급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 으며, 이

란의 안전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IAEA의 최대 현안은 이란에서 발견된 고농축 

우라늄 입자의 근원을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하 다. 또한 최근의 핵비확산체제

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안전조치체제 강화뿐만 아니라 수출

통제의 강화 및 민감 시설의 다국적 통제를 제안하 다.

3. 분야별 논의내용

가. Cluster Ⅰ(핵비확산, 핵군축, 국제안보 및 FMCT)

(1) 개요

핵보유국들은 자국의 핵무기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 는바, 국은 자국이 보

유한 잉여 플루토늄에 대해서 보고하 고, 미국은 핵군축 대신에 최근의 수출

통제 및 이란의 핵개발 의혹 등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핵비확산을 주로 언

급하는 등 핵군축에 소극적인 면을 보 다. 대부분의 핵비보유국들은 2000년 

평가회의 최종선언문의 핵군축 13단계의 성실한 이행,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안전보장(NSA) 제공, 2005년 평가회의시 안전보장을 취급할 보조기구의 설치를 

촉구하고 핵보유국들에게 핵군축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 다.

(2) 주요 이슈별 토의요지

(가) 핵군축

NAC와 비동맹 그룹을 중심으로 한 핵비보유국들은 1995년의 “핵비확산 원

칙 및 목표”와 2000년 평가회의 최종선언문의 13개 항목을 모두 효과적으로 이



행할 것을 촉구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체계적이고 진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특히, ① 핵군축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핵군축에 관한 보고서를 주

기적으로 제출할 것, ② 핵무기 능력의 투명성을 증진시킬 것, ③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핵군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 등을 촉구하 다. 

한편 핵보유국들은 핵비보유국들이 요구하는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언급을 회피하면서 대부분 자국의 핵정책을 설명하 는바, 미국과 러시아는 모

스크바 조약의 체결을 핵군축의 성과로서 홍보하 다. 중국은 기존의 no first 

use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의 탄도요격미사일(ABM : 

Anti-Ballistic Missile) 협정 탈퇴를 비난하면서 미국의 탈퇴가 국제 안보환경에 

악 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 다. 

(나) FMCT

대부분의 핵비보유 당사국들은 1995년의 “핵비확산 원칙 및 목표” 결정과 

2000년 평가회의 최종선언문에 의거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가 FMCT 협상을 시작하지 못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CD가 작업계획을 조

기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 다. 또한 FMCT가 체결될 때까지 핵무기용 핵물질생

산을 중단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하 다. 

(다) CTBT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당사국들은 1995년 “핵비확산 원칙 및 목표” 결정

과 2000년 평가회의 최종선언문 및 CTBT 발효회의 최종선언문에 따라 CTBT의 

조기발효를 촉구하고 조약 발효에 필요한 국가들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 다. 

또한 CTBT가 발효될 때까지 핵실험 중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 다. 

(라) NPT 보편성 확보

이집트, 이란 등 중동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당사국들은 인도, 파키스탄 및 

이스라엘의 NPT 가입을 촉구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아무 조건없이 핵비보유국

으로서 NPT에 가입할 것과 IAEA 전면 안전조치의 적용을 촉구하 다. 또한 



이들 세 국가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 것을 촉구

하고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 다.

(마) 소극적 안전보장

대부분의 당사국들은 핵비보유국에 대해 소극적 안전보장이 부여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해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법적 구속력있는 장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 다. 특히 NAC을 대표한 멕시코는 NPT 준비위원

회가 NSA에 관한 구체적 권고를 2005년 평가회의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나. Cluster Ⅱ(Safeguards 및 비핵지대)

(1) 개요

당사국들간에 IAEA 안전조치가 NPT 이행 검증의 중요한 도구라는데 대하

여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전면안전조치협정과 추가의정서가 핵무기전용을 방

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인식하 다. 이란의 안전조치협정 이행과 관련, 

이란의 성실이행 주장에 대해 미국은 이란이 평화목적이라는 구실하에 핵무기

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많았으며, 2005년 평가회의시 양국간의 

대결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9.11 테러와 관련하여, 핵물질의 물리

적 방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핵테러에 대처하기 위한 IAEA의 중심적 역

할이 재확인되었다.

(2) 주요 이슈별 토의 내용

(가) IAEA의 안전조치 강화

NPT 제3조에 따른 검증에 있어서 IAEA의 중심적 역할이 재확인되었으며, 

특히, 전면안전조치를 체결하지 않은 44개국의 조속한 협정체결과 더불어 추가

의정서의 체결 및 이행이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IAEA의 통합안전조치에 

관한 개념 틀 정립에 많은 국가들이 환 을 나타냈다. 

EU는 전면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가 향후 IAEA 검증체제의 기준이 되



어야 하며, 추가의정서는 IAEA 전면안전조치 협정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자력수출시 추가의정서 체결을 원자력 공급의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밝히고, 2005년 평가회의시 NSG의 성과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미국은 추가의정서 도입 및 통합안전조치체제의 구축을 향후 

IAEA 제도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발전으로 언급하고, IAEA가 그 역할을 다

하도록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필요함을 역설하 다. 또한 IAEA 이사회에서 

협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로 판명된 나라와는 원자력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나) 원자력 수출통제

당사국간 원자력 수출통제가 NPT 목표달성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재강조되

었으며, A.Q.Khan 박사의 핵물질 및 기술의 거래 사건으로 인해 민감시설, 

물질 및 기술의 엄격한 수출통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미국은 현 NPT 

체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쟁거위원회와 NSG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부시대통령이 제안한 농축/재처리 시설 및 기술의 이전 통제의 필요성을 강하

게 주장하 다.

(다) 비핵지대(NWFZ)

대부분의 핵비보유국들은 비확산측면에서 비핵지대의 중요한 기여를 강조하

면서 핵보유국들의 비핵지대 관련 부속서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 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비핵지대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하여 환 을 표하

다. 대부분의 핵보유국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비핵지대 설치 및 부속서에 대

한 서명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 다. 

(라) 북한 핵문제

중국은 6자 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지지하며, 시간이 경과되면 

미-북간의 불신이 고조되므로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일본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



의 핵개발, 보유, 시험 등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북한이 관련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조속히 CVID한 방식으로 핵무기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해체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지지한

다고 밝혔다. 호주, 국,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NPT 탈퇴선언 철회 

및 안전조치 이행,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 다. 

(마) 지역문제

아랍권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NPT 가입 및 모든 핵시설에 대한 전면안전조

치 적용, ‘95년 평가회의 결정 및 2000년 최종선언문 이행, 중동지역 비핵지대 

및 WMD Free Zone 설립, 미국의 대 이스라엘 핵물질 및 기술이전 중지를 촉

구하 으며, 서방국가들도 이스라엘의 NPT 가입 및 비핵지대 창설 필요성을 

강조하 다. 

다. Cluster Ⅲ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안전 보장)

(1) 개요

A.Q.Khan 박사의 핵물질 및 기술의 거래 사건이 드러남에 따라 미국, 카

나다 등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시설 및 물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고 제안

하 다. 한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증진은 확실한 핵비확산 및 안전성을 확보

한 후에만 가능함으로 핵비확산 의무준수 및 원자력 안전성관련 협약의 가입과 

준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2) 주요 이슈별 토의요지

(가) 핵물질 방호

대부분의 국가들은 핵테러에 대비한 핵물질 및 시설의 방호 강화를 당사국

들에게 촉구하면서, ‘핵물질 방호협약’의 강화를 지지하 으며, 방사선원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IAEA의 행위준칙(Code of Conduct)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을 

당사국들이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 다. 



(나) 원자력 안전성 확보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자력 안전성, 방사선 방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안전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협약 및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협약의 가입을 촉구하 다.

(다) 핵물질 수송

뉴질랜드를 비롯한 연안국가들은 원자력 이용 증진이 환경에 대한 고려 하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핵물질 및 방사능물질의 해상수송시 안전관리

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라) 민감기술의 통제

미국은 농축, 재처리 기술 및 장비의 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부시 대통령의 

제안이 이란과 같이 평화적 이용 구실하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현 

NPT 체제의 허점을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농축, 재처리 시설을 추가

로 확대해야 할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 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민감기술을 다국적 통제하에 두기 위하여 IAEA 사무총

장이 제안한 전문가 그룹의 설치를 지지한 반면, 스위스, 브라질, 스웨덴 등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목적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 현 핵비확산 체제를 

성실히 준수해온 국가와 잠재적 확산 국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핵연료

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비차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상기 미국의 접근 

방법은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핵비보유 국가들에 또 다른 차별이라고 주장하

다. 이 문제는 2005년 NPT 평가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

다.

4. 의장 요약문

3차 준비위원회를 마치면서 회의기간내 논의하 던 내용을 중심으로 의장이 

요약문을 작성하 는바, 이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없었다. 의장 요약문을 회의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첨부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 국 등은 합의된 내용만을 

채택하자고 주장한 반면 비동맹 그룹은 합의된 내용을 채택하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이를 향후 논의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의장 요약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위도 부여하지 않고 

다만 작업문서(working paper) 형식으로 기록을 남기기로 하 다. 3차 준비위

원회 의장 요약문에 대해서 몇몇 국가가 의장 요약문에 대해 언급하 는바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동맹을 대표한 말레이지아와 NAC를 대표한 이집트는 의장 요약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냄.

• 캐나다는 이란의 핵문제가 사실을 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결점의 보강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지적함.

• 미국은 이란 핵문제와 관련, 의장요약 문안이 IAEA의 결과보고서 및 

이번 준비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제대로 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군축 및 NSA 등 주요 이슈에 있어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의장 요약문을 보고서에 첨부하는데 반대함. 

• 국, 프랑스, 러시아는 의장 요약문이 실제로 논의된 내용을 제대로 

반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군축 및 소극적 안전보장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하면서 보고서에 첨부하는 것을 반대함.

5. 회의 결과 평가 및 건의

가. 회의 결과 평가

이번 회의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MD 추진과 9.11 이후 새로운 안보위협

에 대처하기 위한 핵무기 등 WMD 비확산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분

위기 하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A.Q.Khan 박사의 거래 네트워크가 발각된 직

후 개최된 이번 제3차 준비위원회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특히, 부시 대통령이 2월 8일 국방대학원 연설에서 제기한 핵비

확산 관련 제안들이 구체화됨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 제



약이 한층 심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의무에 대한 핵비유국들의 요구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 으

며, 핵보유국들은 핵군축 보다는 핵비확산 및 원자력의 이용개발에 대한 통제

강화를 주로 요구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해결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핵개

발 의혹이 점차 그 실체를 드러내자 비동맹 그룹에서 조차도 핵보유국들의 공

세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도 NPT 체

제의 검증기관인 IAEA의 중요한 역할이 재확인되었으며, 핵테러 등 안전분야

에서도 향후 역할이 더욱 증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추가의

정서를 원자력공급의 전제조건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대다수 국가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으며,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에 대해서 그 실체를 인정하

지 않아왔던 비동맹 그룹도 이제는 수출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위

기가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9.11 이후 테러 가능성 방지 및 A.Q.khan 박사의 거래 네트워크 등의 사건

에 초점을 맞추어 IAEA의 안전조치, 원자력 수출통제, 물리적 방호의 강화 필

요성이 특히 강조되었고, 이와 관련된 IAEA 중심의 활동전개에 대하여 대다수 

당사국들의 지지가 있었다. 2005년 개최되는 NPT 평가회의에서도 IAEA의 역할

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조달 등의 문제에 대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건의 및 대책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농축, 재처리 장비 및 기술의 수출금지 문제는 차기 

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이러한 제안이 단순한 

민감기술의 이전이 아니라 각 국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차단하는 결

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농축 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이는 

약 15년간 지속될 수 있는 한시적인 현상이어서 핵연료에 대한 공급보장을 확

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므로 미국의 

제안이 구체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 되도록 지속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 향후 IAEA의 역할 및 기능이 확대․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우리나라의 대 IAEA 기여 증진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사찰관 뿐만 아니라 사찰정보 분석 전문가의 파견도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국 등 서방그룹이 핵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및 국제안보 증진을 위한 방

안으로서 물리적 방호, 수출통제 등의 강화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앞으로 관

련 국제협약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우리도 이러한 통제제도 강화 추세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이 최소한의 향을 받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 2 절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체제

1. 안전조치 협정 및 추가의정서 관련 동향

2003년 말 기준으로 40개국이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과 추가의정서를 동

시에 체결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 가운데 원자력활동이 활발한 25개국에 대해

서 안전조치가 실시되었다3). 또, IAEA와 전면안전조치를 체결하고 있으나 추

가의정서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98개국이며, 이 국가들 가운데 36개국에 대

해서 안전조치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138개국이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45개국은 체결하지 않고 있다4). IAEA는 4개국에 부분안전조

치를 적용하고 있으며5), 5개 핵보유국에 대해 자발적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있

다6). 1997년 5월 IAEA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의정서가 특별이사회에

서 승인된 후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이 추가의정서에 

서명 및 발효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그 서명 및 발효 속도는 매우 저조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3) 나머지 15개국은 원자력시설이 없는 국가들로 제한적으로 안전조치가 적용되었다.

4) 대부분은 원자력시설이 없는 국가들이다.

5)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쿠바가 여기에 해당된다. 쿠바는 2002년 NPT에 가입하 으나 전

면안전조치에 서명만 하고 2003년 말까지 발효시키지는 않고 있다.

6) IAEA, The Safeguards Implementation Report for 2003, GOV/2004/32, 2004.



2. 안전조치의 효과성 및 효율성 강화

IAEA 사무총장은 안전조치 운 방식을 최신화하고 유연성을 갖도록 하며, 

비용대비 효과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국가평가(State 

Evaluation), 추가의정서 및 통합안전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조치의 효

과성 및 효율성에 대해 검토를 의뢰하 으며, SAGSI에게는 안전조치 기준에 

대한 기술검토 및 SAGSI 제안 내용에 대한 실천방안의 수립을 의뢰하 다. 이

러한 IAEA의 요청에 따라 수행된 외부 전문가들의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된 장소와 미신고된 장소에서의 비선언 핵물질과 활동을 탐지하는 

능력의 차이는 안전조치 운 보고서(SIR)에 반 되어야 함.

• 기구는 국가안전조치체제(SSAC)와의 협력증진을 추구해야 함.

• 안전조치부는 공개정보 및 위성사진 분석 능력을 보유해야 함.

• 기구는 추가의정서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대규모 핵주기시설을 보유한 국가에서의 통합안전조치 적용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한편, IAEA 안전조치 시스템의 역할, 구조, 내용에 관한 SAGSI의 검토 및 

사무국의 SAGSI 제안에 대한 실천방안으로서는 다음의 것들이 권고되었다. 

• 일반적으로 기구의 안전조치는 전통적인 사찰환경에 적절하게 되어 

있으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을 권고함.

– 격납 및 감시체제에 무인 원격통제 기술의 광범위한 적용

– 임의선정(randomised) 사찰계획을 포함한 적시성(timeliness) 달성을 위한 여

러 방안의 모색

– 사찰대상의 임의선정, 미통지, 단기통보 사찰들을 통한 피사찰자의 예측 가능

성의 최소화 

– IAEA와 국가계량관리체제(SSAC)와의 협력강화

• 통합안전조치체제는 국가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중심의 

접근(Criteria-driven approach) 방법은 통합안전조치를 이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음.



• 기존의 시설차원 접근(Facility Level Approach)보다는 국가차원 

접근(State Level Approach)방식이 중요함.

• 안전조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사찰 자체를 줄이는 것은 

목적이 될 수 없고 사찰시간의 우선순위 배정  및 유능한 사찰관 활용 

등 사찰 운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이상과 같이 외부전문가 그룹 및 SAGSI의 권고는 모두 통합안전조치의 폭

넓은 이행에 권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사무국은 상기 권고사항을 이행하

고, 일본과 캐나다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7)

제 3 절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체제

1. 회원국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몰타, 중국이 신규로 가입하여, 2004년 말 현재 

NSG 회원국은 44개국이다. 이를 지역별로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NSG 회원국 현황

지 역 국  가  명

서유럽

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

셈부르크, 그리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스위스, 사이프

러스, 슬로베니아, 몰타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미  주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아시아 일본, 한국, 터키, 중국

동유럽
러시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우

크라이나, 라트비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기  타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화국

7) IAEA, Reviews of the Safeguards Programme and Criteria, GOV/2004/86



2. 총회 개최

NSG는 2004년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스웨덴, 요테버리에서 총회를 개최하

다. 이번 총회를 시작할 때에는 40개 회원국이 참석하 으나 올해 신규로 4

개국의 가입이 결정되어 최종적으로는 44개국이 참여하 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년도 총회 의장인 조창범 주 오스트리아 대사가 지난 1

년간의 활동 실적을 보고하 는바, 현행 NSG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 및 최근 

성과와 향후 과제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작년 5월 부산 총회 이래 중국, 인도, 멕

시코 등 NSG 비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전개한 대외활동(outreach activities)에 관

하여 보고하 다. 또한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유례없는 도전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출통제의 강화를 위한 단기,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 다. 단기적으

로는 추가의정서 가입을 수출의 전제조건으로 할 것을 제시하 고, 장기적으로

는 수출통제의 국제적 규범화를 제시하 다.

프랑스는 한국의 대 인도 outreach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인도가 비확산 및 

수출통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 개발 측면에서 원전이 차

지하는 지대한 비중을 감안, NPT 비당사국이기는 하나 인도에 대해서는 평화

적 원자력 이용 분야 협력에 있어 다른 접근법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국도 

향후 핵확산 위협은 NSG 비회원국에서 주로 기인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NSG

가 통제측면 못지않게 outreach 측면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

적하고, NSG가 향후 국제규범화 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 다. 

미국은 농축․재처리 기술에 대한 접근 용이성으로 인해 핵확산 위험이 크게 

증가하 으며, NPT 당사국인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은 비  농축․재처리 

능력의 확보를 위해 지난 15년간 NPT를 위반하 으며, 최근 드러난 A.Q. Khan 

거래 네트워크는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하

다. 또한 지금은 NPT 체제의 심각한 위기의 시기라고 주장하고, 현행 NPT 

체제의 loophole을 막는 것이 시급하므로 NSG 지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 다. 미국은 이러한 제안이 NSG 회원국들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

한 자"로 차별하는 문제가 아니며, NPT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 국가들은 현

재 새로운 농축․재처리 능력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각 참여국들의 발언이 있은 후 총회는 자문그룹에서 권고한 아래의 

사항들을 결정하 다. 

• Part 2 지침에 Catch-all 규정 도입

• 각국에게 효과적인 수출통제 이행 및 집행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이행 

원칙(Implementation Principles)을 지침에 도입

• 민감 기술(농축․재처리)의 이전 방지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

• 정보교환 및 outreach 강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차기 CG의장으로 미국 에너지부 소속의 R. Goorevich을 2004-2005년 CG 의

장으로 재임명하 으며, 2005년도 NSG 총회는 개최장소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3. 주요 현안

2004년 NSG 총회에 앞서 개최된 수출허가 및 집행전문가 회의(LEEM: 

Licensing and Enforcement Experts Meeting)와 정보교환회의(IEM: 

Information Exchange Meeting) 및 자문그룹(CG : Consultative Group)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허가 및 집행전문가 회의(LEEM)

수출허가 및 집행전문가 회의가 국 John Andrew 주재로 개최되었다. 

LEEM 회의는 수출통제 시행자들의 수출허가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출통

제 시행자 핸드북을 작성중에 있는바, 국은 Handbook의 초안이 완성되었다

고 설명하고, 각국의 검토를 거친 후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의장에게 통보

해 줄 것을 요청하 다. 독일은 기업들의 교육 지침서(Awareness Guide for 

Industry)의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초안 검토 결과를 통보해 주기

로 하 다. 그리고 불법구매 및 이전에 대해 각국이 조사한 사례연구를 미국, 



국 등이 발표하 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은 알루미늄 합금의 대 파키스탄 수출 신청에 대해 수출거부를 

하 으나, 거부 결과가 중개자에게 적시에 통보되지 않아 수출이 

이루어진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미비점을 

발견하 다고 설명함.

• 미국은 2004년 초에, 병원의 의료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Dual-use 품목을 

파키스탄으로 수출한 수출업자를 체포하 는바, 관련 정보를 남아공 

정부가 제공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NSG 회원국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함.

NSG LEEM 회의를 바세나르체제의 LEOM과 back to back으로 개최하는 방

안에 대해서 논의하 으나 참가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현행과 같이 독

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 다.

나. 정보교환회의(IEM)

정보교환회의에서는 주로 이란 및 파키스탄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란의 핵개발 시설에 대하여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지난 회의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보고하 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란이 Natanz 원심분리시설과 Arak 중수로 건설 단지, 그리고 최근 

발견된  Ardekan 우라늄 처리 시설 등에 관한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Arak 40MW 중수로에 대한 사용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이란과 

파키스탄의 핵시설 능력을 비교 평가함.

리비아에 대한 정보교환에서는 2003년 12월 핵프로그램 포기 선언 이전에 

리비아가 4개의 비  핵시설을 운 하 으며, A.Q. Khan 거래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심분리 관련 장비 및 기술을 도입하 고 이를 통하여 핵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는 정보를 교환하 다. 그리고 파키스탄 A.Q.Khan 박사의 거래 

네트워크는 제3국 거래, 최종사용자 및 최종 용도의 허위 작성, 중개상 이용 등

의 교묘한 수법을 통해 각국의 수출통제를 벗어나 우려국가로 민감 품목, 핵물

질 및 기술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참여국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

구하 다.

다. 자문그룹(CG)회의

(1) IAEA 추가의정서 체결을 원자력품목(Part 1 품목)의 이전(transfer) 

조건으로 도입하는 문제

수입국이 IAEA 전면안전조치 협정과 IAEA 추가의정서를 발효하고 있을 경

우에만 원자력전용품목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

으나,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향후 계속 논의

해 나가기로 하 으며, 2005년 NPT 평가회의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민감기술 이전 제한 문제

상용 농축/재처리 시설 미보유국에 대해 관련 장비 및 기술의 이전을 금지하

는 동시에 농축/재처리 시설을 포기하는 국가에게는 공급국들로 하여금 장기적 

차원에서 핵연료를 시장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Part 1 지침에 신

설하자는 제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 다.

민감기술 이전제한의 주요 내용은 농축능력을 보유하는 국가로 5대 핵보유국

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일본, 독일, 화란으로 한정하고 재처리 능력보유국가로 5

대 핵보유국과 일본으로 한정하여 추가의 민감기술 확산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

다. 미국, 캐나다, 호주는 민감시설 이전 금지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에 대비해 민감시설 이전에 대한 중지(moratorium)를 지지한 반면 한국을 비롯

한 나머지 회원국들은 반대하 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NPT와 관련된 법률적 측

면의 검토가 필요하며, IAEA의 전문가 그룹의 논의 방향을 지켜보고 문제를 해



결하자고 주장함에 따라 향후 계속 논의해 가기로 결정하 다. 

(3) 비확산 의무 비준수 국가와의 원자력협력 중지

IAEA 이사회가 수입국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 다고 판정하는 경우에 

공급국들이 원자력전용품목의 이전을 중단하자는 제안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

들이 동 제안의 취지에 공감을 표명하고, 동 제안을 Part 1 지침에 반 하는 문

제는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하 다. 

(4) 정보교환 강화 

핵확산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불법 획득활동에 대한 데이터의 공

유 및 평가, 핵확산에 기여하는 공급자, 관련 기술, 품목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정보교환회의(IEM)의 상시 의제로 도입하기로 결정하 다.

제 4 절  기타 국제 조약

1.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은 1996년 9월 유엔에서 채택되고 각국에 서명

을 위해 개방되었다. CTBT는 핵무기보유국의 핵무기 성능향상 방지에 기여하

여 수직적 핵확산을 방지하고, 핵보유 의혹국들의 실험을 억제하여 핵무기보유

를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조약 체결후 8

년이 지난 현재까지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2004년 11월 현재 CTBT에는 174개국이 서명하 으며, 120개국이 비준하

다8). 조약의 발효에 필수 국가인 44개국 가운데 현재 41개국이 서명하 으며,9) 

33개국이 비준하 다. 핵보유국들은 모두 서명하 으나 이 가운데 국, 프랑

스, 러시아만이 비준하 으며, 핵보유 의혹국인 이스라엘은 서명만 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가입 의사만을 밝히고 있으며, 파키스탄이 2001년 발효촉진 

8) CTBTO Web Site Home Page: www.ctbto.org

9) 서명하지 않은 3개국은 북한, 인도, 파키스탄이다.



회의에 옵저버로 참가함으로써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으나 아직 어떠한 조

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9월 조약이 개방되자마자 서명하고, 

1999년 9월 비준하 으나 북한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2. 무기용핵물질생산금지조약

1995년 NPT 연장 및 평가회의시 채택한 “핵비확산 및 핵군축에 관한 원칙

과 목표”에 핵무기용 핵물질생산 금지조약(FMCT)의 체결에 관한 내용이 명시

되어 있으나,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 FMCT 협상의 적절

한 장(forum)으로 인식되고 있는 CD에서도 의제로 채택하지 못하 으며, 

FMCT 특별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는 것도 실패하게 됨에 따라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교착상태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핵물질 생산 

중단의 거부, FMCT와 군축 및 FMCT와 미사일 방어를 연계하려는 데서 기인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와 중국은 FMCT를 외기권의 군비경쟁 즉, 미사

일 방어(MD)문제와 연계시키고 있으며, 인도, 파키스탄을 포함한 비동맹 그룹

은 FMCT를 군축 및 소극적 안전보장과 연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서방그룹

은 FMCT의 협상을 핵군축의 한 단계로서 인식하고 있다.    

비록 2000 NPT 평가회의 최종선언문에서 5년 내의 협상 개시를 명시하고 

있고, 2005년 NPT 평가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에서도 FMCT의 조속한 협상을 

촉구하 지만 FMCT 협상 가능성은 희박하다.

제 5 절  국제사회 주요 현안

1. G-8 행동계획

가. 추진 배경

2003년 프랑스 에비앙(Evian)에서 개최된 G-810) 연례 정상 회의에서 G-8 정

상들은 국제 테러와 함께, 대량살상무기(WMD) 및 이의 운반 체계의 확산은 

10) G-8 국가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국, 러시아임.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지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이 도전에 대해 장

기 전략 및 다양한 접근법들이 필요함을 인식하 다. 이에 G-8 정상들은 2004

년 6월 미국 조지아주 시아일랜드(Sea Island)에서 개최된 G-8 연례회의에서 국

제 핵비확산체제를 강화하고, 다른 관련 국가들이 이 계획에 동참할 것을 촉구

하는 "비확산에 관한 G-8 행동계획(G-8 Action Plan on Nonproliferation)"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하 다.

나.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이 행동계획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무기통제, 군축, 비확산 약속을 충실히 이

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다자간 조약의 보편성(universality) 및 약속을 따를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G-8 정상들은 다자간 조약 체제들의 의무를 효

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을 지원 및 격려할 것이며, 그런 조약 하

에서 각국의 의무 이행, 법 집행 역량의 증대, 효과적인 수출통제 체제의 확립

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이 행동계획에서는 모든 국가들에게 효과

적인 국내 수출통제 체제를 확립하고, 확산을 범죄화하는 효과적인 법령을 채

택․집행하고, 비국가행위자들이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협력 조치

를 취하며, 그런 무기들, 운반 수단 및 관련 물질의 불법 거래를 종결시킬 것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 제1540호11)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1) 핵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

G-8 정상들은 추가적인 핵무기의 확산 위험 없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혜

택을 전세계에 제공하고자, 핵확산 우려 국가 또는 테러분자들에게 농축, 재처

리 등의 원자력 민감 품목들을 수출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방안들을 강구하기

로 합의하 다. 또, G-8 정상들은 그런 민감 품목이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규범과 

일치하는 기준들을 따르고 그런 규범들을 따를 것을 약속한 국가들에게만 수출

11) UN 안보리 결의안 제1540호는 핵․화학․생물무기 및 이들이 운반수단과 관련물질의 불

법적인 거래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들이 법 제도의 마련과 함께 협력적인 조치를 취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의 원문은 부록 B를 참조.



되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의 지침(Guidelines)을 적절

하게 수정할 것과 향후 그런 조치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

로 발표하 다12).

이와 관련하여 G-8 정상들은 2005년 회의 전까지 1년 동안 농축 및 재처리 

장비 및 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게는 이들 품목을 수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모든 국가들에게 이 전략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 다. 또, G-8 정상들

은 핵비확산 약속 및 기준을 지키는 국가들을 위해 핵연료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는 핵물질, 장비 및 기술을 시장 원리 하에 신뢰할 수 있는 접근(reliable 

access)을 보장하기 위한 신규 조치들을 개발하기로 발표하 다. 또, G-8 정상

들은 모든 국가들에게 IAEA 전면안전조치 및 추가의정서의 보편성을 따르고, 

이 협정을 즉시 비준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 다. 또, 추가의정서는 원자력 공

급 조건의 필수적인 신규 기준이 되어야 하며, 2005년 말까지 NSG 지침을 강

화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G-8 정상들은 IAEA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IAEA 이사회에 특별위

원회를 신설하기로 협력하고, 이 특별위원회가 안전조치 및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 계획(comprehensive plan)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 다. 특히, 이 특별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G-8 정상들은 NPT 및 IAEA 의무를 준수하는 국가들

에게만 자격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 다.

(2)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G-8 정상들은 WMD의 확산에 대한 국제적 대응으로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과 이의 차단 원칙을 지지한다고 표명하 으며, 

PSI를 지원하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확대․강화할 것과 PSI에 대한 전세계적인

지지 활동을 환 한다고 밝혔다. 

이 구상에서 G-8 정상들은 확산 네트워크를 타도하고, 국내범 및 국제법에 

따라 불법 자금의 흐름을 방지하고, 불법 공장, 실험실 및 중개상을 봉쇄하는 

12) G-8 정상들은 차기 회의에서 이런 조치들을 수립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등의 집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 다.13) 또, G-8 정상들은 모든 

국가들에게 비  구매 활동들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조치들을 확대․강화

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각국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 대량살상무기 및 물질 대응 Global Partnership

G-8 정상들은 Global Partnership이 2002년 캐나다 카나나스키(Kananaskis) 

G-8 연차회의에서 발족된 이후, 국제 안전과 보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힘이 

되어 왔다고 인식하고 있다. Global Partnership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신규 협

력 사업들을 착수해 왔으며, 기존 진행 중인 사업들을 가속화해 왔다. G-8 정상

들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카나나스키

의 성명, 원칙, 지침을 근간으로 다음의 내용을 재차 약속하 다:

• Global Partnership을 위해 2012년까지 200억 달러의 기금 기부

• 파트너쉽의 확대는 진정한 국제사회의 동참과 필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한국14), 호주, 벨기에, 체코, 덴마크, 

아일랜드, 뉴질랜드의 가입 결정을 환 함.

• 구소련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파트너쉽 국가들의 재원 조달을 통한 

사업의 참여를 재확인함.

• 세계 확산 문제를 다룰 것을 재확인함. 과거 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라크, 리비아 과학자의 재훈련을 실시하고, 연구로의 HEU 제거, 사용 

전․후 핵연료의 제거, 방사선원의 관리, 수출통제 및 포괄적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지지하며, 동 파트너쉽을 이들 노력에 활용할 

것임.

13) G-8 중 일부 국가들은 이미 항구 및 공항의 접근을 거부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있음.

14) 외교통상부는 2004년 6월 9일 Global Partnership에 참여한다고 발표함. 우리나라는 1998년 

5월 이후 Global Partnership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모스크바 소재 국제과학기술센타(ISTC: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에 대한 재정 기여를 하여 왔으며, 동 기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4) 비확산에의 도전 (Nonproliferation Challenges)

G-8 정상들은 비확산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1) NPT 탈퇴 발표, 2) 플루토

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이용한 지속적인 핵무기의 추구, 3) 미사일 

확산 사실이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6자회담의 지지 표

명과 함께, 북한에게 포괄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는 기초적인 단계로

서 모든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G-8 정상들은 이란의 선진 원자력 프로그램이 핵확산과 연관되어 있다

고 인식하고, 이란에게 NPT 의무와 안전조치 협정을 완벽하게 따를 것을 촉구

하 다. 그런 이유로 G-8 정상들은 이란에 대한 IAEA 이사회 3개의 결의안15)

을 지지하고, 이란의 농축 관련 활동이 포괄적으로 중지되지 않았음에 깊은 우

려를 표명하 다. 또, G-8 정상들은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16)에 기술된 것처

럼 이란의 IAEA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의 부족, 부적절한 발각 사실들 등에 개

탄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G-8 정상들은 이란에게 추가의정서의 비준 및 완전한 

이행 등 IAEA 이사회의 요구조건들을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따를 것을 촉구하

다.

(5) 방사선원에 관한 에비앙 구상의 이행

G-8 정상들은 2003년 에비앙에서 테러분자들에 의한 방사선원의 악의적 이

용 방지를 위한 통제 체제를 향상시키기로 합의하 으며, 이 목적을 위해 상당

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G-8 정상들은 IAEA가 2003년 9월 방사선원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행위준칙 개정(A Revised Code of Conduct)을 승인한 것

을 환 하 으며, 모든 국가들에게 이를 국제 표준으로서 인식하고 이행할 것

을 촉구하 다.

또한, G-8 정상들은 고위험의 방사선원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 내의 

15) 2004년말 현재 이란에 대한 IAEA 이사회의 결의안은 총 6개임.

16) 제3장 1절 참조



인가된 최종 사용자들에게만 공급되어야 한다는 등의 수출입 통제 지침을 따르

기로 합의하 으며, 모든 국가들이 방사선원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

는다는 것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 G-8 정상들은 2005년 말까지 효과

적인 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IAEA가 즉각적으로 이 지침을 승인해야 하

며, 모든 국가들이 이 신규 기준을 따를 것을 촉구하 다.

다. 평가 및 전망

핵비확산과 관련하여, G-8 정상들은 기존 핵비확산 체제의 허점(loophole)을 

극복하기 위해 핵확산 우려국 또는 테러분자에게 민감 품목 및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실제적인 추가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G-8 국가들은 NPT, IAEA, 원자력 수출통제체제 등에서 공급조건(추가

의정서의 체결 및 비준)의 강화, 핵확산 우려국과의 협력 제한, 민감 기술 및 

품목의 이전 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핵 투명성 증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

서, 이러한 조치들이 우리의 평화적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세계위협감소구상17)

가. 추진 배경 및 주요 프로그램

부시 대통령은 2004년 2월 11일 국방대학 연설18)에서 미국과 전세계가 직면

한 가장 큰 위험은 핵 또는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테러분자의 공격이라고 밝혔

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고자 미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는 구

소련의 핵무기급 고농축우라늄(HEU)의 제거, 러시아 및 미국 원천의 사용전 

HEU 연료의 제거 등 여러 가지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DOE 아브라함 장관

은 2004년 5월 26일 IAEA에서 개최된 IAEA 고위직과의 회담에서 원자력 보안

17) 세계위협감소구상(GTRI)은 공식용어는 아님.

18) 제4장 제1절을 참조



과 핵 또는 방사능테러 위협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자 기존 노력들을 통합․

정리한 새로운 세계위협감소구상(GTRI: Global Threat Reduction Initiative)을 

발표하 다.

이 구상의 목표는 주로 연구용 원자로와 관련하여 핵무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농축 또는 고순도 핵물질의 양을 가능한 빨리 최소화시키거나 저농축 

또는 저순도 핵물질로 변환하며, 전세계에 분포된 핵 및 방사성물질과 관련 장

비가 테러분자 등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메커

니즘을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GTRI의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Russian Research Reactor Fuel Return(RRRFR) 프로그램

– 러시아 원천의 HEU를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하여 저농축우라늄(LEU) 연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HEU의 비축량을 제거함.

• Reduced Enrichment for Research and Test Reactor(RERTR) 프로그램

– 전세계 연구로 및 의학용 동위원소의 생산에 HEU 대신 적절한 LEU의 연료

로 변환하여 사용토록 함.

• Foreign Research Reactor Spent Fuel(FRRSNF) 인수 프로그램

– 외국의 연구로로부터 미국 원천의 사용후핵연료를 미 본국으로 송환하여 사

용후핵연료의 비축량을 제거함.

• Radiological Threat Reduction(RTR) 프로그램

– 미국 및/또는 세계에 보안 위험을 주는 봉 방사선원 및 기타 방사성물질을 

규명하고, 회수하여 저장함.

– 방사능확산장치(RDD: Radiological Dispersal Device) 또는 방사능폭탄(dirty 

bomb)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고방사능 물질이 처한 위협을 감소시킴.

• Global Research Reactor Security 연구

– 전세계 연구로 및 관련 시설의 보안 평가를 수행하고, 사보타지, 절도 또는 

테러공격에 취약한 물질 및 부지의 예비 위험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함.

DOE 아브라함 장관은 이 연설에서 이 구상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4

억5천만 불을 제공할 계획이나, 이 구상의 완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이 필

요한 만큼 국제사회의 협력(지원)을 강조하 다. 또한, 미국은 이 구상의 이행



을 위해 DOE 산하 NNSA(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에 핵물

질 제거 노력을 강화․가속화할 것과, 연구로 및 전세계의 보안이 미흡한 핵물

질의 재고량을 완벽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해왔다.

나. GTRI 국제 협력국 회의 개최

(1) 회의 개요

IAEA는 DOE 아브라함 장관의 IAEA 연설 이후, GTRI를 국제적으로 다루고

자 “GTRI 국제 협력국 회의(International Partners' Conference)”를 2004년 9월 

18~19일 IAEA 총회에 앞서 미국 및 러시아 정부의 후원으로 개최하 다. 

IAEA의 100개 회원국에서 590여 명과 10개의 비정부기구(NGO) 및 국제기구들

이 참가하 다.

이 회의의 목적은 국제 사회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고위험의 핵물질 및 방

사선원을 규명하고, 안전하게 확보하여, 회수 및/또는 처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각국의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방안)을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노력들은 모든 관련 국제 의무와 각국의 법 및 규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회의 기조연설에서 DOE 아브라함 장관은 GTRI의 목

적 달성을 위해 IAEA 기술협력 사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 으며,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자금, 기술 또는 현물 지원을 요청하 다. 

(2) 주요 결과

이 회의에서는 GTRI 활동과 관련된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결과들을 도출해 냈다. 우선 이 회의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의 결의 제1540호에 대한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 다. 또, 회

원국들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보안이 미흡한 

고위험의 핵 및 방사성물질의 절도, 전용 또는 테러 목적의 사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물질들을 규명, 보안, 회수 및/또는 처분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책임을 인식하 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기존의 위협 감소 프로그램(Threat 



Reduction Program)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국제 사회에 잠재적 위협을 주는 

물질들에 대해 기존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신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의 지원을 표명하 다. 이것은 기존의 IAEA 예산 배정에 향을 미

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 다.

한편, 이 회의에서는 사용 전․후 HEU의 보안 및 처분하기 위해 각국 당국

자를 지원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지지하 으며, 민간 연구로에서 HEU 대신 

LEU을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국에게 적절한 재정적․기술적인 지원 노력을 지

지하고 있다. 또, 민간 연구로의 사용 전․후 HEU 핵연료의 본국 송환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 다. 이 회의에서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핵물

질방호협약(CPPNM: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을 따르고 강화할 것과,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IAEA 권고사항

(INFCIRC/225/Rev.4)을 따를 것을 권장하 다. 또, 모든 회원국들에게 방사선

원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IAEA Code of Conduct에 포함된 지침 및 방사선원

의 수출입을 위한 IAEA 지침을 따를 것을 권장하 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자발적인 원칙 또는 각국의 재원이 허락하는 하에서 핵

물질의 반환, 회수, 보안 또는 처분에 대한 협정(agreement)과 재정적․기술적 

기여 또는 현물 지원을 통하여, 모든 회원국들에게 GTRI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하 다. 또, GTRI에 대한 기여는 G-8 Global Partnership19)의 기여로

도 포함될 수 있으며, GTRI는 G-8 Global Partnership과 같은 맥락이라고 표현

하고 있다. GTRI 국제 협력국 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GTRI 관련 활동의 

지원을 위한 추가의 기회들이 있으며, 다음의 향후 회의들이 강조되었다:

• 연구로 및 시험로용 농축 감소에 관한 국제회의(RERTR)

–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2004년 11월 7-12일

• 원자력 안전조치 및 보안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회의

– 호주, 2004년 11월 8-9일

• 원자력 보안: 향후 국제 방향

– 국 런던, IAEA 회의, 2005년 3월

19) 기존 G8 Partnership의 확대



• 연구로용 핵연료 관리(RRFM: Research Reactor Fuel Management) 회의

– 헝가리 부다페스트, IAEA 협력 하에 유럽원자력학회(ENS) 주관, 2005년 4월 

10-13일

• 방사선원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2005 IAEA 국제회의

– 프랑스 보르도, 방사선원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2003 국제회의의 후속, 2005

년 6월 27일 - 7월 1일

또한, 이 회의에서는 GTRI 관련 활동과 일치하는 IAEA 프로젝트 및 프로그

램들을 GTRI 이행을 위한 기회로 삼고자 IAEA 회원국들과 함께 메커니즘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 평가 및 전망

미국은 G-8 Global Partnership과 발맞추어 미국 주도의 기존 보안이 미흡한 

핵 및 방사성물질, HEU 및 사용후핵연료의 효과적 제거 또는 농축도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세계화의 일환으로 IAEA에서 본 구상을 소개한 것으로 평가

된다. 또, 방사성물질의 보안 및 회수와 핵물질의 보안 및 제거에 대한 노력을 

통합하여 안전과 보안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20) 또, 이 구상은 기존 위협감소 노력에 해당되지 않았던 확산 우려가 있는 

핵물질 및 장비를 규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포괄적인 국제 데이터베이스

(DB)를 확립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구상은 미국 DOE, DOS와 같이 다른 미국 정부 기관들과, IAEA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접한 협력을 통하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향후 연

구로용 HEU 연료의 공급 및 이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반환과 관련한 추가 

협력 또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원천의 HEU 핵연료, 사용후

핵연료의 반환 요구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미국은 IAEA에게 협

조 요청은 물론 전세계 국가에 이 구상에의 동참, 협력, 자금 지원 등을 지속적

으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21)

20) 전세계의 보안이 미흡한 고위험의 핵물질 및 방사선원들이 민간 연구용 원자로에 있다.



3.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다자간 원자력 접근 방안

가. 추진 배경

원자력기술의 지속적인 확산과 함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핵물질, 

장비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각

국의 통제된 핵연료주기 시설에서의 군사적 오용을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국제 안전조치 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와 의문이 과거 수십 년 동안 제기돼 

왔다. 또, 이라크, 북한, 이란 등 최근의 사건들은 국제 핵비확산 및 군축 체제

가 더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또, 오늘날 전면안전

조치협정을 체결중인 NPT 당사국 중 5개 핵비보유국22)(NNWS)은 평화적 목적

의 원자력 개발과 관련하여 농축 또는 재처리 공장을 운 하고 있다. 또, 에너

지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 수요는 원자력 운 국가들에게 관련 민감 기

술들을 소유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NPT 약속의 파기 가능성은 

핵비보유국에 원자력 기술의 이전에 관한 부정적인 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것에 의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런 맥락에서, IAEA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핵무기가 확산되지 않는 방법 

하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언

급해왔으며, 현재의 핵비확산체제 하에서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분리,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 등 핵연료주기의 민감 부품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 통제 체제의 

강화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해왔다. 따라서 IAEA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2003

년 9월 IAEA 총회 연설에서 처음으로 핵연료주기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를 발

표하 으며, 이를 정리 및 추가하여 2003년 10월 18일자 이코노미스트지에 다

자간 원자력 접근방안(Multilateral Nuclear Approaches)에 대한 개념을 

“Towards a Safer World"라는 제목으로 기고하 다.

나. 주요 내용

21) DOE는 2004년 8월 10일 GTRI의 FRRSNF 인수 프로그램 일환으로 독일의 3기 연구로에서 

미국 원천의 사용후핵연료 126 다발을 반환받았다고 발표하 음.

22) 이들은 일본, 아르헨티나, 브라질, 독일, 네덜란드이다.



IAEA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코노미스트지의 기고에서 다자간 원자력 접

근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 3가지를 제안하 다.

첫째,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에서 핵무기급 핵물질(분리된 Pu 및 고농축 U)

의 처리를 제한하고 재처리 및 농축을 통한 신규 핵물질의 생산을 제한할 시기

로서, 이 시설들의 운 은 합의에 의해 다국적 관리 하에서만 취급하여야 한다

고 제안하 다. 또, 이런 제한들은 투명성에 대한 적절한 규칙을 필요로 하며, 

무엇보다도 IAEA의 안전조치 하에서 평화적 목적의 핵연료의 공급이 보장되어

야 한다고 제안하 다.

둘째, 핵무기 제조에 직결될 수 있는 물질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한 새로운 원자력시스템을 보급하여야 한다고 제안하 다. 또, 이런 시스템

들은 모든 국가들이 핵물질을 핵무기 생산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물

질의 비  제조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오용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평화적 이

용을 보장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져야만 한다고 제

안하 다.

셋째,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한 다국적 관리 방

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IAEA 사무총장은 50개국 이상이 임시 저장

소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재처리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

하 다. 또, 모든 국가들이 방사성폐기물의 적절한 처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연구 목적 등의 소규모 원자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국가

의 경우 그런 처분 시설의 건설 및 운 에 필요한 재정적․인적 재원 확보는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 다.

다. 추진 현황

상기 취지에 입각하여, IAEA 사무총장은 2004년 IAEA 6월 이사회에서 선행 

및 후행 핵연료주기의 가능한 다자간 접근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국제 전문가 

그룹23)을 지명했다고 발표하 다. 이 그룹의 임무는 다자간 원자력 접근방안과 

23) 이 그룹은 각국에서 선발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IAEA 전 안전조치부 사무차장인 

Bruno Pellaud가 의장으로 지명되었음.



관련한 이슈들 및 가능한 모든 옵션들을 규명하고, 최종 결과를 2005년 3월까

지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로 제출하는 것이다. 이 전문가 그룹은 2004년 8월에 1

차 회의와 2004년 10월에 2차 회의를 가졌으며, 다루고 있는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핵연료주기 관련 다자간 협력 약정에 대한 정책, 법률, 보안, 경제, 기술 

측면의 장단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 향후 다자간 접근법을 위한 관련 경험의 평가 및 분석과 최근/장래의 

진전 상황 평가

• 최선의 제도적․기술적 해결 방안의 도출

• 다자간 핵연료주기의 운 을 지속하기 위한 장․단기 필요 재원(공적, 

사적 또는 공정/사적 파트너쉽)의 확보 방안 및 메커니즘 도출

이 전문가 그룹은 2005년 1-2월 사이에 두 차례의 추가 회의를 가질 예정이

며, 이 그룹의 주요 결과들은 사무총장에 의해 2005년 5월 제7차 NPT 평가회

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 평가 및 전망

다자간 핵주기 접근 방안은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축, 재처리 등의 민

감 핵주기 시설을 국제 합의에 의해 다국적 관리 하에서 취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안은 강화되는 핵비확산체제에서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원자력

의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과거 1970~80년대 이와 유사한 검토 

작업이 장기적으로 경제성 있는 핵연료 공급 보장의 불확실성, 시설의 소유권 

및 관리 문제 등의 이유로 성공하지 못한바 향후 추진에 난황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원전 이용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핵연료의 

안정적인 공급확보 차원에서 향후 MNA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한 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 3 장  다자간 체제 동향

제 1 절  국제원자력기구 (IAEA)

1. 개 황 

가. 회원국 

IAEA 회원국은 2004년 10월말 현재 137개국이다.24) IAEA 회원국 현황은 표 

3-1과 같다.

표 3-1  IAEA 회원국 현황 
지 역 국가수 회원국

극 동 6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몽고

동남아 및 
태평양

8
호주, 뉴질랜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마샬군도

중동 및 
남아시아

19
인도, 파키스탄, 방 라데시, 스리랑카, 이란, 이라크,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몰타, 이스라엘

아프리카 34

남아공화국, 이집트,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나미비아, 니제르, 
리베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말리, 모로코, 세네갈, 
수단, 시에라리온, 알제리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코트디브와르, 탄자니아, 
튜니지아, 부르키나파소, 베넹, 앙골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공화국, 세이쉘, 에리트리아

동유럽 24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헝가리,  그루지아, 라트비아, 몰도바,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젠, 키르키즈스탄

서유럽 23

프랑스, 독일, 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터키, 포르투갈, 교황청

중남미 21

브라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이티, 
온두라스

북미 2 미국, 캐나다

합계 137

24) 전년도와 동일함. 



나. 이사국 

2004년 6월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국과 제48차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국은 

표 3-2와 같다. 

표 3-2  IAEA 이사국 현황

지  역
지명 이사국

(‘04∼’05)

제47차 총회 선출

(‘03∼’05)

제48차 총회 선출

(‘04∼’06)

북  미 미국, 캐나다

중남미 브라질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에쿠아도르, 

베네주엘라

서유럽
프랑스, 독일, 

국, 네덜란드
벨기에, 이태리 포르투갈, 스웨덴

동유럽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중동 및 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윤번), 예멘

아프리카 남아공화국 나이지리아, 튀니지 알제리아, 가나

동남아 및 태평양 호주 싱가포르

극동 중국, 일본 한국(윤번),베트남

다. 사무국

(1) 조 직

2003년 12월말 현재 IAEA 사무국 조직은 그림 3-1과 같이 사무총장 산하에 

6명의 사무차장이 관장하는 기술협력부, 원자력에너지부, 원자력안전․방호부, 

행정부, 원자력과학‧응용부 및 안전조치부로 이루어져 있다.25) 

(2) 인 원

사무국 인력은 2003년말 현재 전문인력과 지원인력을 포함하여 모두 2,247명

이다. 2004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는 코스트프리 전문가 5명을 포함하여 31명

이 근무하고 있다.

25) IAEA, The Annual Report 2003, GC(48)/2, 2004. 9



그림 3-1  IAEA 사무국 조직도

사 무 총 장 

정책결정기
구 보좌관

외사 및 
정책조정실

내부 

감사실
법사실

기술협력부
원자력

에너지부

원자력 안전 

및 방호부
행 정 부

원자력과학‧ 

응용부 
안전조치부

ICTP*

아프리카, 
동아시아 및 
태평양

핵연료주기 
및 폐기물 

기술국   

원자력시설
안전국 예산회계국 기구 연구소들

개념 및 
계획국

유럽, 중남미 
및 서아시아

원자력
발전국

방사선 및 
폐기물 
안전국

회의 및 

문서지원국
보 건 국 운  A국

계획 및 
협력국

일반지원국
IAEA 해양환경 

연구소**
운  B국

정보기술국

FAO/IAEA 공동 
식품 및 
농업에서의 
원자력기술국

운  C국

인 사 국 물리화학국
안전조치정

보기술국

홍보국 기술지원국

※ 국제이론물리센터(ICTP)는 UNESCO와 공동운 함

※※ 해양환경연구소는 UNEP와 IOC도 참여함. 

(3) 예산 및 기타 기여

그동안 IAEA는 인플레이션 상승만을 고려한 Zero Real Growth로 정규예산

을 편성하여 왔다. 지난 2003년 7월에 개최된 특별이사회는 2004년 예산은 

6.1%, 2005년 예산은 7.9% 인상하는 안에 합의하 다. 

IAEA 2004년도 총예산은 약 3억 4천만불 규모로 총예산은 회원국 강제분담

금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되는 정규예산이 2억 6천 8백만불이고 회원국들의 자

발적 서약액으로 형성되는 기술협력예산 목표액이 7천 4백만불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IAEA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재정분담은 정규예산 분담금이 약3

백 5십 7만불로 총 분담액중 약 1.358%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분담

율 기준은 표 3-3과 같다.



표 3-3  주요 국가들의 IAEA 분담액 (실질 분담율 기준)

국  가 실질분담율(%) 국가 실질분담율(%)

미  국 25.925 캐나다 2.523

일  본 19.248 스페인 2.485

독  일 9.635 브라질 1.754

프랑스 6.378 네덜란드 1.714

  국 5.460 호  주 1.604

이태리 4.995 한  국 1.358

기술협력자금(TCF: Technical Cooperation Fund)은 IAEA 사무국이 목표액

을 배정하고 이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자발적 서약을 통해 조성된다. 우리나라

는 배정 목표액 1백 3십만불의 76% 수준인 1백만불을 납부하고 있다.26) 우리나

라의 연도별 TCF 분담금 납입 현황은 표 3-4와 같다.

표 3-4  연도별 기술협력자금 분담금 납입현황

(단위:천불)

연 도

구 분
‘99 ‘00 ‘01 ‘02 ‘03 ‘04

분 담 금 287 414 400 720 850 1,000

총 TCF중 

분담비율(%)
0.5 0.8 0.7 1.2 1.3 1.35

IAEA는 IAEA와 수혜 회원국간의 기술협력사업이 수혜 회원국에게 필요하

고 중요한 사업이라는 회원국의 의지를 반 하기 위하여 기술협력 수원액의 

8%를 회원국이 부담하는 APCs(Assessed Programme Costs) 제도를 수행하여 

왔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의 APC 납부액은 약 2만 8천불이다. 2004년에는 개

도국들이 동 금액의 부담을 제기하여 잠정 중단하 다. 2004년 6월이사회는 

APC를 2005년부터 NPC(National Participation Cost)로 개정하고 APC의 부담

26) 2003년은 TCF 배정액의 약 64.2%를 기여하 다. 



률을 8%에서 5%로 줄이는 대신에 사업 착수전에 부담액의 절반을 선납하고 

나중에 절반을 제출하는 형태로 변경하는데 합의하 다. 

Footnote_a 기여는 개도국에서 신청한 교육생 훈련 및 전문가 파견 등 지원

을 위한 재정지원국(Donor Country)의 자발적 기여금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이후 연평균 5만불 규모를 납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Footnote_a 기여 현황은 표 3-5와 같다.

표 3-5 연도별 Footnote_a 기여 현황
(단위: 천불)

년도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합계

금액 70 30 50 50 68 41.9 67.5 40 51.2 91 - 58.5 58.5 52.1 39.2 50 50 867.9

2. 이사회 및 총회 주요 주제별 논의 동향

2004년 IAEA 이사회 및 총회에서 논의된 의제 가운데 중요한 주제는 다음

과 같다. 

• 우리나라 안전조치 문제

• 북한 핵문제

• 기술협력사업의 주요 현안

가. 우리나라 안전조치 문제

(1) 주요경과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19일 IAEA와 안전조치 추가의정서를 발효하 다. 우

리나라 정부는 8월 23일 최초 신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IAEA 사무국에 2000년 

레이저동위원소분리(AVLIS: Atomic Vapour Laser Isotope Separation) 실험사

실을 통보하 다. 이에 IAEA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찰

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하 다. 



2004년 9월 13일 IAEA 9월 이사회에서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우라늄 변환, 농축, Pu 분리 미신고가 "심각한 우려사안(a matter of serious 

concern)"이라고 지적하 다. 또한 한국의 적극적 협력하에 기록조사, 계측, 사

진 촬 , 샘플 채취, 과학자 인터뷰, 폐기 장비를 조사중임을 언급하 다. 

2004년 11월 이사회에서 사무총장은 9월이사회와 마찬가지로 미신고가 심각

한 우려 사안이라고 재강조하고 기제출된 관련보고서(GOV/2004/84)의 내용과 

현재까지 선언되지 않은 실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할 수 없음을 언

급하 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으로 향후 적정한 형태로 이사회에 계속 보고할 

것을 언급하 다. 또한 과거 미신고 활동에 대한 완전하지 못한 보고 사례는 

통상적으로 안전조치이행보고서(SIR)에서 다루어질 것이고 특별히 확산 우려가 

있거나 은닉 우려가 있다는 평가시에는 이사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하 다. 

11월 25일 오후 속개된 이사회에서 주요 이사국들은 한국의 핵물질 실험과 

관련하여 실험 사실 자체는 심각한 우려 사항이나, 한국이 IAEA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추후 실험이 계속됐다는 징후가 없다는 점 등으로 유엔 안보리로 회

부 또는 보고한다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국은 사무총장이 언급한 심각한 

우려사항이 유엔총회와 유엔안보리 회부를 규정한 IAEA 헌장 12조에 언급된 

“non-compliance"에 이를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언급하고 주의

깊은(delicate) 판단이 필요함을 언급하 다. 

(2) 11월이사회 의장 결론

IAEA 11월이사회는 11월 26일 우리나라의 핵물질 실험에 대해 ‘심각한 우

려’를 표명하면서도 우리의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협력을 환 한다는 다음과 같

은 ‘의장 성명’을 채택하 다. 

•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안전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내용에 주목한다. 

• 한국의 과거 미신고 핵활동의 성격이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는 사무총장 

보고서의 견해에 동의한다. 



• 관련 핵물질의 양이 의미 있는 양이 아니며 미신고 핵물질 실험이 

계속돼 왔다는 징후가 없음을 주목한다. 

• 한국 정부의 시정조치와 적극적인 협력을 환 한다. 

• 한국이 안전조치협정과 추가의정서에 따라 계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 한국이 추가의정서를 발효중이며 한국에서의 상황이 추가의정서의 

유용성을 보여주고 있음에 주목한다. 

• 사무총장은 적절한 방식으로 추후 이사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사무총장 보고서(GOV/2004/84)와 의장 결론을 기구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하는 것을 합의한다. 

나. 북한 핵문제27)

(1) 배경 및 개요

이 의제는 1993년 2월 북한의 특별사찰 거부 이후 매년 이사회 및 총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이다. 그 동안 총회는 북한이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IAEA와 완전히 협력할 것과 북한이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IAEA가 안전조치 관련 핵물질의 재고량에 관한 북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된 완전한 정보를 유지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

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왔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28) 

(2) 주요 경과

(가) 3월이사회

사무총장은 기조성명에서 지난 2002년 12월말에 북한측의 요청으로 검증활

27) 북한 핵문제는 IAEA 보다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주로 논의되고 진전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 1절에 기술되어 있다.

28) GC(37)/RES/624, GC(38)/RES/16, GC(39)/RES/3, GC(40)/RES/4, GC(41)/RES/22, GC(42)/RES/2, 

GC(43)/RES/3, GC(44)/RES/26, GC(45)/RES/16, GC(46)/RES/14, GC(47)/RES/12.



동이 중단된 후 IAEA는 북한 핵활동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으로 새

로운 진전사항이 없음을 보고하 다. 

미국 대표는 최근 6자회담과 관련하여 북한측에 핵문제의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ing) 해결을 촉구하고 리비아의 경우와 같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CVID 방식으로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

구하 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CVID'를 이행하는데 IAEA가 중심적 역할을 수

행해야 한다고 역설하 다. 중국 대표는 6자회담이 유용하고 긍정적인 회담이

었다고 평가하고 IAEA의 검증체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 다. 호주, 캐나

다, 뉴질랜드 등은 북한측에 핵비확산체제에 조속히 복귀할 것과 핵 프로그램

에 대한 CVID 수용을 촉구하 다. 우리나라 대표의 주요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 사무총장이 북한의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함에 

치하함. 

• 2002년 말 IAEA 사찰관을 추방한 이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함. 그동안 이사회가 많은 결의안을 채택하 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진전이 없음. 기구가 북한의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기구의 책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우려함. 

•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핵무기 확산을 묵인하지 않을 것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음.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근본적이고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임. 북한은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CVID 해야 함. 

• 제2차 6자회담의 결과는 긍정적(quite positive)으로 평가되고 당사국들은 

최초로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의 형태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 음. 또한 3차 6자회담을 

2/4분기중에 개최하고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등 협상과정을 지속하고 

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 음.

• 중국측의 역할에 사의를 표명함.



• 북한 핵문제 해결에 6자회담의 역할을 확인하고 당사국들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음. 기구의 기타 회원국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IAEA가 검증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 유의함. 

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의장결론(chairman's conclusion)을 채택하 다. 

• 북한이 IAEA와 협력하지 않고 2003년 1월 이사회에서 요구한 

조치(GOV/2003/3)를 취하고 있지 않음에 유감을 표명함. 또한 IAEA가 

북한의 핵물질과 핵활동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줄 수 없는 상황임을 

우려함.

• 2004년 2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회담을 환 함. 

•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함. 이러한 해결을 통해 북한이 핵비확산체제에 복귀하고, IAEA에게 

북한핵문제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기를 희망함. 

(나) 6월 이사회

사무총장은 기조성명에서 지난 2002년 12월말에 북한측의 요청으로 검증활

동이 중단된 후 IAEA는 북한 핵활동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고 따

라서 새로운 진전사항이 없음을 보고하 다. 우리나라 대표는 다음과 같은 요

지로 발언하 다. 

• 북한 핵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고 사무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도 도출하지 못하여 유감임. 

• 북한의 조속한 협조를 촉구하고 사무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망

또한, 의장은 다음과 같이 회원국들의 입장을 정리하 다.

• 이사회는 북한이 IAEA에 협조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명함.

• 이사회는 6자회담의 지속적 노력을 주목하고 6자회담이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함.



• 이사회는 사무총장에게 이 의제에 관한 사항을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

(다) 제48차 정기총회

회원국들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철폐, NPT 복

귀 및 IAEA와 안전조치 협정 준수를 촉구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의 조속한 개최를 기대한바, 6자회담에서 주목할만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회담

마저 개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평화적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표명하 다. 

결의안 초안에는 52개국(전년도 50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 다. 의

장은 다음 결의안(GC(48)/RES/15)을 채택하 다.

• 이사회의 대북 조치를 강력히 지지하고, IAEA‧북한간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사무총장과 사무국이 기울인 공정한 노력을 치하함.

• 북한의 일련의 조치들과 IAEA가 제시한 대화와 관련 계속적인 거부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함. 

• 북한측에 어떠한 핵무기 계획이라도 즉각적이고, 투명하고,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 방법으로 해체할 것을 요구함. 

•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치하하고 2003년 8월이후 개최된  

6자회담들을 환 함. 

• 본 의제를 제49차 정기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재론키로 결정함.

다. 기술협력사업의 주요 현안 

(1) 2005-2006년 기술협력사업

2005-2006년 기술협력사업의 분야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체 사업

중 인류 보건 분야(사업 F)에 대한 최우선적 강조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기술협력의 중점 분야인 식품 및 농업분야 대신에 1990년대 후

반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둘째로, 원자력 안전 분야는 시설물 안전(사업 J), 방

사선 및 수송안전(사업 K), 방사성폐기물 관리(L) 등의 개별 사업으로 나누어져 



수행하고 있고 약 24.5%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로, 기술협력관리 분야(사업 T)

는 인력개발, 주제별계획 및 CPF(Country Programme Framework) 지원과 회

원국 또는 지역간 사업 평가 등에 사용되고 약 12.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2는 2005-2006년 기술협력사업의 분야별 비중을 나타낸다.

그림 3-2  IAEA 2005-2006 기술협력사업의 분야별 분포

2004년 11월 기술협력이사회(TACC: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Committee)는 동 사안에 대한 논의를 하 다. 우리나라 대표는 다음과 같은 요

지로 발언하 다.

• 기술협력사업의 기획을 위해 현재 93개국에서 적용중인 CPF는 회원국의 

실질적 수요 반 에 중요한 기준이므로 사무국은 기술협력사업 기획 

과정에 CPF의 내용이 적극 반 되도록 노력해야 함. 

• 사무차장이 배경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구의 기술협력사업은 



핵확산 우려가 없음을 주목함. 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우리의 핵물질 실험문제와 관련하여 

기술협력부와 안전조치부가 협력하여 교육훈련 등 공동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함. 

• Due Account 원칙은 기술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을 증대할 수 있게 

하고, 가용한 자원을 증가하고, 뚜렷한 전략과 확실한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할당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시스템적인 

감독과 과제 이행 평가를 가능하게 함.29) 이들 원칙이 장비 구매와 

전문가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에 동의함. 

• 향후 기술협력자금 납입 우수국가에 부여할 예정인 선호(preference) 개념 

개발을 위한 회의 개최를 환 하고 이들 개념의 정량적 개발을 기대함.30) 

• 기구의 주요한 핵심 사업이지만 재원의 가용성여부에 따라 분류되는 

핵심사업(core program)과 footnote-a 사업들의 우선순위가 상이한바 

이에 대한 사무국의 추가 설명을 요청함.

미국은 기술협력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CPF를 2007년 사업부터 

적용함을 환 하고 이를 통하여 회원국의 우선순위 개발에 기여할 것임을 지적

하 다. 또한 Footnote_a 사업의 증가 추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기구의 사업계

획을 핵심사업과 일부 footnote_a 사업에 주력할 것을 희망하 다. 또한 원자력 

보안을 강조하고 기구의 원자력 보안 지원의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기술

협력부서와 원자력안전 및 보안 부서간 협력을 촉구하 다. 

호주는 자국의 TCF 기여가 배당액의 129%에 이르는 기술협력 지원활동을 

소개하고 방사성물질의 안전 및 보안 분야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Model Project

에 과제의 퇴출 기준을 작성하여 최적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 다.  

11월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 다. 

• 2007-2008년 사업에는 모든 회원국들이 CPF를 제출하여 기술협력사업에 

모든 회원국 의견을 반 하기를 기대함.

29) Due Account는 회원국의 IAEA 분담액 납부 실적과 IAEA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다.

30) 기술협력자금 납부 우수국가는 TCF 배정액 대비 기여액이 90% 이상인 국가를 말한다. 



• 기술협력사업이 기구의 주요 임무중의 하나임을 인식함. 일부 회원국들은 

기구의 주요 임무들간에 균형을 유지할 것을 강조함. 

• 기구가 회원국의 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파트너쉽 개념의 

확대 이행을 촉구함. 

• TCF의 적시 및 완납을 재강조함.

• NPC(National Participation Cos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부 회원국들은 

모든 수혜국에게 특별한 재정 절차를 고려할 것을 요청함. 

• 일부 회원국들은 Due Account의 적용 확대를 환 하 고 재정적 분야 

뿐만아니라 타 분야에도 확대 적용을 언급함. 반면에 다른 회원국들은 

적용 이전에 관련국들간 협의가 필요하고 적용 방법들의 투명성을 

강조함. 

(2) 기술협력자금 

6월이사회는 2005-2006년 원자력기술협력자금 목표액과 ROA(Rate of 

Attainment) 체제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멕시코대사와 필리핀대사를 공동의장

으로 하는 작업단을 구성하도록 결정하고 논의결과를 2004년 9월이사회에 논의

하기로 합의하 다.31) 9월이사회는 작업단을 대표하여 필리핀 대사는 다음과 

같은 합의 내용을 보고하 다.

• 2005-2006 기술협력자금 목표액은 7천7백5십만불로 결정

• 2007-2008년 선행계획지표는 7천8백5십만불보다 커지나 실제 목표액은 

2006년에 결정함.

• 총회에 2005년 기술협력자금 목표액을 7천 7백 5십만불로 권고함.

9월이사회에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작업단의 합의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

하나 합의정신에 의하여 이를 수락한다고 발언하 다. 

31) ROA는 TCF 배정액과 실제 회원국 서약액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3) 정규사업과 기술협력사업간 주기 일치화 

정규사업과 기술협력사업간 작성 주기를 일치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었다. 77그룹과 중국은 논의를 위한 시간을 갖자고 주장하 고  

일본도 두 사업간 예산 수립 등 차이를 고려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하면서 좀더 신중한 고려를 촉구하 고 반면에 캐나다와 우리나라는 기구의 외

부감사 권고안에 따라서 작성주기를 일치하자고 주장하 다.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 다. 

• 우리나라는 IAEA의 3대 주요 기능중 하나인 TC 사업에 큰 중요성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TC 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우리나라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승인받은 달성율(ROA 9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작년보다 18% 증가된 2004년 TCF 자금을 이미 납부하 으며 

향후 TCF 할당액의 완납을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임.

• 새로 채택된 NPC는 지원된 사업에 대한 수혜국의 관심과 의지를 

나타내는 제도이며, 이전의 제도인 APC의 미납금은 빠른 시일내 

완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사무국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

• TC사업과 정규 사업의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장단점이 있으나, 예산 

주기 일치가 가져올 장점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노력을 지지

의장은 TCF와 ROA 작업단에 사의를 표의하고 다음과 같은 작업단의 합의

내용을 승인하 다.

• 이사회는 ROA가 90%에 도달할 때까지 동 수준을 유지하고 동 체제를 

2007년에 재검토함.

• 정규사업과 기술협력사업간 작성 주기를 일치화하는 문제는 사무국이 

11월 TACC에서 동 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원국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

지난 11월 TACC에서는 동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고 추후 사무국에서 자료를 

작성하는 대로 논의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사무총장 상설자문그룹 동향

2004년말 현재 IAEA 사무총장 상설자문그룹으로는 표 3-6과 같이 모두 5개 

그룹이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원자력에너지자문위원회(SAGNE), 안전조

치자문위원회(SAGSI), 원자력안전자문위원회(INSAG)에서 자문위원들이 활동하

고 있다.

표 3-6  IAEA 사무총장 상설자문그룹 현황(2004년 12월 현재)

자 문 위 원 회 명칭 자문위원 소 속 기 관 주요 임무

원자력에너지자문위원회
(SAGNE : Standing 
Advisory Group on 
Nuclear Energy)

장 인 순 한국원자력연구소장
IAEA 원자력에너지부 소관 
주요 사업 및 운 에 관한 
자문 및 장래 발전방향 제시

안전조치자문위원회
(SAGSI : Standing Adv. 
Group on Safeguards 
Implementation)

최  명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통제기술센터장

국제안전조치강화방안 수행 
및 IAEA의 안전조치부 
운 방향에 관한 자문

국제원자력안전자문위원회
(INSAG* : Int'l Nuclear 
Safety Advisory Group)

강 창 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원자력안전 전반에 대한 
자문

기술협력자문위원회
(SAGTAC : Standing 
Advisory Group on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

기술협력(TC)부 소관 주요 
프로그램 및 운 에 관한 
전반적 자문 및 장래 
발전방향 제시

원자력응용자문위원회
(SAGNA : Standing 
Advisory Group on 
Nuclear Application)

-

Nuclear Science and 
Application Dept. 소관 주요 
프로그램 및 운 방향에 관한 
자문

SAGNE는 2004년 3월 Robert Crimello(아르헨티나 원자력위원회 Senior 

Advisor)가 의장을 맡아서 우리나라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을 포함한 

SAGNE 위원 17명 및 옵저버 4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주요 논의 의제로는 

지난 SAGNE 회의 결과 및 SAGNE 권한(Terms of reference), 주요사업(MP), 

계획의 중기전략 및 프로그램의 목적과 우선순위, WATEC(Internationa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mmittee) 및 Technical Working Group의 

권고사항, INPRO/GIF, 지속가능 개발 및 원자력 과학기술 지식 보전 등이었

다. 회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중기전략에서 진행중인 변화와 예상되는 새로운 도전 및 회원국의 주요 

정책 결정의 향 등이 제시되었고, 수소에너지개발에서 IAEA의 주도 

필요성과 지역폐기물처분센터의 장기적인 고려 등이 논의됨. 

• 이와 함께 원자력 인력과 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대응과 MP의 주요 

활동에서 원자력이용에서 핵비확산과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되어 심도있게 

논의됨.

• INPRO의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GIF와의 적절한 관계정립과 협력이 

중요함도 논의됨. 기술작업단의 활동은 운 계획 전반을 다루어야 하며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적용, 지식보전, 공통문제 등을 다루어 줄 것을 

권고함. 

• WATEC 발표에서 폐기물처분에서 안전에 대한 지나친 규제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고 기술과 안전의 균형을 강조함.

• 지속가능개발과 관련하여 IPCC, UNFCCC, CSD, WSSD 등 국제적인 

지속 가능개발 활동에 IAEA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 하고 국제기구로서 

원자력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 원자력 지식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향후 지식관리 방법 정립, 문서발간, 

지식관리체계(framework) 정립 및 수행지원, 문화 진흥 등을 권고함.

• WNU 출범을 환 하고 훈련과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 으며, 연구소가 주도하는 아시아지역 교육네트워크(ANENT)의 

출범을 환 하고 다자간 및 지역간 교육활동기구의 지원을 강조함.

2004년 10월 20일 개최된 SAGNE 회의는 기구의 7가지 주요 사업 중 MP1

(원자력발전, 핵연료주기 및 원자력 과학)에서 Program A(원자력 발전)와 

Program B(핵연료주기 및 물질 기술) 그리고 핵연료주기 관련 국제전문가그룹

(International Expert Group) 활동 등을 논의하 다. 다음 SAGNE 회의는 2005

년 6월 22일 개최될 예정이다. 

기구의 원자력발전분야에서 주요 특징은 ① 품질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integrated management system)의 도입, ② ADS(Accelerator Driven System)

에 대한 관심 집중, ③ 수소생산과 같은 원자력의 비발전 응용에 대한 노력 등



이다. 핵연료주기 및 물질 기술 분야에서 SAGNE 위원들은 closed 및 open 핵

연료주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 고 이에 대해 사무국은 산하 기술위원회인 

TWGNFCO(Technical Working Group on Fuel Cycle Options)과 INPRO 활동

내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답변하 다. 또한 사무국은 물질(material)의 범위가 핵

연료, 핵연료집합체 관련 물질이고 향후 개스냉각로(GCR) 연료에서 흑연이 고

려될 경우 흑연도 포함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한 펠로드(Pellaud)가 이

끄는 핵연료주기 관련 국제전문가그룹은 2005년 3월경에 사무총장에게 보고서

를 제출할 예정이고 보고서의 추후 활용은 사무총장이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SAGNE는 향후에도 동 그룹의 활동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 다.

제 2 절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구 (OECD/NEA)

1. 개 황

가. 회원국

2004년 말 현재 OECD/NEA 회원국은 전년도와 동일한 28개국이다. 이를 

지역별로 정리하면 표 3-7과 같다. 

표 3-7  OECD/NEA 회원국 현황

지 역 원전 운 국 원전 비운 국

서유럽
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덴마크, 룩셈부르크, 

터키, 그리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북유럽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동유럽 체크, 헝가리, 슬로바키아

미  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

아시아 일본, 한국 호주

계 17 11

주) OECD 30개 회원국 중 NEA 회원국이 아닌 나라는 뉴질랜드와 폴란드 2개국임.



나. 우리나라의 NEA 회의 참여 실적

우리나라는 1993년 NEA 가입 이후 위원회 회의 및 산하 작업단회의/전문가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확대해 왔다.32) 2004년 우리나라는 표 3-8과 같이 총 

166개 회의중 72개 회의에 참석하여 43.4%의 참석률을 보 다.33) 이는 2003년

의 30.7%에 비해서는 향상되었고 이는 2002년의 43.7% 수준에 이른다.

표 3-8  2004년도 NEA 회의 참석율

위원회 작업단 전문가
국제공동

프로젝트
기타 계

개최 참석 개최 참석 개최 참석 개최 참석개최참석 개최 참석 참석율

운 위 2 2 2 2 100.0%

NDC 2 2 1 0 9 9 12 11 91.7%

CSNI 2 2 7 2 31 11 19 9 9 3 68 27 39.7%

CNRA 2 2 1 3 1 6 3 50.0%

NSC 1 1 6 3 25 10 1 0 9 3 42 17 40.5%

RWMC 1 1 4 3 7 0 4 2 16 6 37.5%

CRPPH 1 1 3 1 8 2 2 1 14 5 35.7%

NLC 1 0 5 1 6 1 16.7%

계 12 11 22 9 83 33 20 9 29 10 166 72 43.4%

2. NEA 위원회 

가. 운 위원회

운 위원회는 NEA 회원국의 원자력 정책 또는 국제협력 관련 고위 책임자

32) NEA에서는 1년에 190여 차례의 회의가 개최되는데, 크게 운 위원회 및 상설기술위원회 

회의, 기술위원회 산하 작업단(working party) 회의, 작업반 산하 전문가그룹 (expert 

group) 회의, 국제공동연구 관련 회의, 국제학술회의 및 워크숍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33) 2004년 NEA 주관으로 개최된 회의 가운데 정보 부족으로 본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본 통계치는 NEA CFE 단독 회의 참가를 포함하 고 이를 제외한 순수 국내 

전문가 참여는 34.7%이다. 



로 구성되며, NEA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OECD 이사회의 승인 하에 연

간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된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는 OECD/NEA의 최고의

사결정기구로 매년 두 차례(4월과 10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운 위원회는 

산하 상설기술위원회에서 수행하는 활동 프로그램들을 기구의 목적에 맞게 조

율하고, 활동 프로그램의 수행결과를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4년 4월에 개최된 108차 운 위원회에서는 2005∼2006의 사업계획 승인

과 2005∼2009 OECD/NEA의 전략계획에 대한 채택을 주로 논의하 다.34) 

2005∼2006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zero-growth base 예산편성

을 환 하고, OECD/NEA의 사업에서 산업체나 기타 시민사회 조직들의 참여

는 NEA의 목표와 예산범위 내에서 제한적이고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하

고35), IAEA와 협력이 중요하나 중복을 피해야 하며, 예산의 투명성 등을 요구

하 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국은 대표단들의 요구를 반 하도록 노력할 것을 

언급하 다. 

2005∼2009년 OECD/NEA 전략계획의 토의에서 각국 대표단 발언에 앞서 

Dujardin 과학과 개발 국장은 전략계획 2차 초안에 대한 작성경위와 회원국들 

로부터 접수된 의견 현황과 주요내용을 소개하 다. 제안된 의견들 중 지난해 

10월 개회된 정책토론 결과와 부합되며 반  가능한 것은 대부분 반 되었음을 

보고하 다. 우리나라 대표는 사무국의 전략계획 준비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다음과 같이 발언하 다. 

• OECD/NEA의 Mission Statement에서 회원국에 대한 지원에 과학, 기술, 

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 전략계획에서 OECD/NEA가 "non-promotional organization"으로 정의 

되는 표현은 OECD/NEA가 국제원자력 사회에서 원자력이용을 

진흥(promotion)하는 데 있어 leadership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OECD/NEA 전략계획에서 "non-promotional organization" 용어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함.

34) 우리나라는 OECD 대표부 이일수 과학관과 원자력연구소 양맹호 박사가 참가하 다. 

35) 미국과 프랑스 대표는 산업체와 시민단체들의 참여로 NEA의 목표와 예산에 부정적 향

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 또한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서 분리와 소멸처리 분야에서 가속기활동도 

추가되어야 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도 에너지 분야에 추가를 요구함.

• NEA의 국제협력 분야에서 GIF의 (Technical Secretariat) 사무국으로서 

NEA의 역할을 환 하고 전략계획에 반 을 권고함.

이외에 각국 대표단들은 IAEA와 중복 최소화, 전략계획 목표의 구체적인 명

시화, 원자력이용의 다양한 응용과 새로운 과학기술과의 연계, 시장개방과 경

쟁, 방사성폐기물관리와 제염 해체, NEA활동의 평가지표 및 cross-cutting 이슈

의 해결방안, NEA회원국의 가입조건 기준 명확화 등을 요구하 다. 이와 같이 

회원국들이 다양한 의견 개진에 대하여 의장은 사무국의 향후 조치 방안에 대

한 의견을 청취하고, 2차 초안에 대한 회원국의 추가의견을 반 하여 전략계획

을 다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 다. 그 결과 향후 4-5주 동안 사무국은 전략계

획의 재작성과 회원국에게 의견 반  여부를 확인하고 채택을 문서로 요구하기

로 하 다.36)37) 

10월에 개최된 109차 운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OECD 대표부 이일수 과학

관과 원자력연구소 오근배 박사가 참가하 다. 이 회의에서는 2005-2006 사업 

및 예산을 2005년과 2006년도에 모두 12,460,200유로로 승인하 다.

기술위원회의 활동보고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위원회(RWMC)는 기술, 규

제, 정책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의 요소까지 활동내용에 포함하고 있

으며, 스위스의 방사성폐기물정책에 대한 전문가검토(Peer Reviews) 수행한 경

험에 대하여 언급하 다. 원자력과 수소생산에 관한 토론에서 수소에너지는 청

정에너지원으로서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 프로그램을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원자력 선진국에서 정부주도로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언급되었다. 

36) 그 결과 전략계획은 당초 예정보다 늦은 2004년 7월말에 공식 발간되었다. 

37) OECD/NEA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의견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나. 상설기술위원회

2004년 1월 제49차 NDC 회의가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다.38) 이번 회의

는 2001-2002년간 사업진행 결과를 보고하고, 2003-2004년 사업을 중간 점검하

다. 또한 2005-2006년에 추진될 22개 신규사업 제안을 토의하고, 향후 회원국 

정부의 의견을 2004년 2월 20일까지 수렴하여 최종 선정키로 결정하 다. 제안

된 신규 사업중 “원자력 분야의 기술혁신” 과제는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한국원

자력연구소의 이광석 박사가 2004년에 조기 착수하기로 결정되었다.39) 

2004년 10월 개최된 제50차 NDC 회의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2005-2006년도 사업계획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는데 중점이 두어

졌다.40) 일부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지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

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5-2006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대의견 

없이 사무국이 제시한 방향으로 추진키로 하 다. “원자력 규제가 원자력 경쟁

력에 미치는 향” 연구는 한국을 Case Study 대상국의 하나로 잠정 결정하

는바,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에는 제35차 및 제36차 CSNI 회의가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다.41) 

6월 21일 개최된 제35차 CSNI회의는 6월 14-15일 열린 CNRA와 CSNI의 공동 

포럼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상기 포럼은 “원자력안전과 규제에서 다자

간 협력 40주년”이란 주제로 WGOE(Working Group on Operating 

Experience)의 임무와 목표를 재검토해보고 그 결과를 12월 개최예정인 제36차 

CSNI에 보고하기로 하 다. 12월에 개최될 예정인 고연소도 핵연료에 대한 워

크숍에 CNRA 위원들의 참여를 격려하 다. CSNI와 CNRA의 공동 전략계획은 

7월말까지 CSNI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0월 10일까지 최종 안을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CSNI의 운 계획(Operating Plan)은 9월15일까지 

의견 수렴후 일부 위원들로 구성된 그룹에서 평가해서 11월 15일까지 수정안을 

38)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의 박종균 박사와 오근배 박사가 참석하 다.

39) 향후 NDC 회의는 2년에 3번으로 9개월, 9개월, 6개월 간격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 다. 

40) 우리나라에서는 KAERI의 김학노 박사가 참석하 다.

41) 제35차 회의에는 KAERI의 하재주 박사가 참석하 으며, 12월 개최된 제36차 회의에는 

KAERI의 김희동 박사와 KINS의 박윤원 박사가 참석하 다. 



CSNI 위원들에게 송부후 2005년 6월까지 확정하기로 합의하 다. 

제36차 CSNI 회의는 산하 작업단과 특별 임무 그룹(Special Task Group)의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승인하 다. SEGFM(The 

Special Expert Group on Fuel Safety Margins)은 2004년 5월 미국에서 개최된 

LOCA 핵연료 안전 쟁점에 대한 토의 결과를 보고하 다. WGAMA(Working 

Group on Analysis and Management of Accidents)는 2004년 9월 독일에서 개

최된 7차 GAMA 회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최적 안전성 평가 방법론을 위한 프

로그램을 포함하여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전산코드의 원전 적

용 지침서, 손상 노심의 노내 거동, 격납건물 거동관련 연구 등 전반적인 

GAMA 활동을 보고하 다. 다음 GAMA 회의는 2005년 9월 캐나다에서 개최

할 예정이다. 

2004년 6월에 제15차 NSC 회의가 개최되었다.42) 금번 위원회 회의는 산하 

여러 작업단과 전문가 그룹에서 제4세대 원전개발 계획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었다.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수행하고 있는 ‘Preservation of 

Reactor Physics Experiments (IRPhE)’에 대한 현황 보고가 있었다.43) 방사선차

폐 task force 활동계획을 '03년 6월부터 3년간 연장하여 수행하고 있다.44) 

RWMC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3월) 개최되고 있다.45) 제37차 회의에서는  

RWMC 내 Technical working group 들의 공동연구 진행현황 및 향후 연구 진

행 방향 보고가 진행되었다. 

42) 우리나라에서는 KAERI의 김 진 박사가 참석하 다. 

43) 동 회의 참가자는 IRPhE(노물리실험 자료), IFPE(핵연료거동실험 자료), SINBAD(차폐실험 

자료), TBD(열화학 자료) 등의 실험데이터자료 구축 프로젝트는 한국의 원자력연구개발에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2004년부터 시작된 수소생산용 가스냉각로 개발 사

업은 국내에 가스냉각로 관련 R&D 실적이 전무함으로, 위의 DB 관련 프로젝트(예: IRPhE

의 가스냉각로 노물리 실험자료인 DRAGON 실험자료 평가 및 DB화)를 한국이 주도함으로

써 필요한 실험자료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4) 현재 국내의 병원에 설치 운 되는 사이클로트론과 치료용 양성자가속기의 수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음에 비추어 차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회의 참가자는 SATIF(Shielding 

of Accelerators, Tagets and Irradiation Facilities) 8차회의가 포항가속기연구소 주관으로 

2005년 5월에 한국에서 개최될 계획으로 국내에 설치 및 가동되는 가속기의 숫자가 많아짐

으로 SATIF 8차 회의를 통하여 가속기 차폐에 대한 국내 전문가 그룹 확대 및 기술 수준 

고도화가 이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5) 제37차 회의에는 KAERI의 한필수 박사가 참석하 다. 



CNRA 회의는 매년 2회(6월, 12월) 개최되고 있다. 6월에 개최되는 회의는 

여름회의(Summer Meeting)로 불리고 있으며, 12월 회의가 정규회의이다.46)47) 

여름회의는 지난 2003년 12월 이후의 주요활동에 관한 경과보고, 산하 실무그

룹(Working Group) 및 작업그룹(Task Group) 활동상황 검토 및 활동계획 승

인, 안전규제 관련 현안에 대한 토론, 각국 규제사례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주

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제16차 CNRA 회의에서 사무국은 OECD의 정책결정사

항으로 향후 모든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 으며, 특별히 공개

에 민감한 사항은 각 회원국에서 요청해줄 것을 고지하 다. 타위원회의 현황

과 최근 성과보고와 관련하여 CSNI가 주관한 “비발전 원자로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워크숍” 결과 소개시에 우리나라 대표는 비발전 원자로 시설인 연

구용 원자로 등이 대부분 정부가 소유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보유한 발전용 원

자로의 규제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언급하

다. NDC가 제안한 “원자력 경쟁력에 규제가 미치는 향”에 대한 신규 과제에 

대하여 대부분의 CNRA 위원들이 규제의 효과와 경제적 비용을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하 다. 우리나라 대표

는 원자력의 사양화가 규제비용 보다는 외부적 요인(환경 및 반핵단체에 대응

비용)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 다. 

CRPPH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3월) 개최되며,48) NLC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11월) 개최되고 있다.49)

3. 국제공동 프로젝트

NEA가 후원하는 국제공동 프로젝트는 NEA 사무국 혹은 회원국이 제안할 

수 있다. 국제공동 프로젝트는 주로 사무국의 예산 지원없이 참여 희망국간에 

46) 2004년 여름회의에는 KINS의 박윤원 박사가 참석하 다.

47) 12월에 개최된 제16차 회의에는 KAERI의 김희동 박사와 KINS의 박윤원 박사가 참석하 다. 

48) 3월에 개최된 제62차 회의에는 현지 OECD 대표부 이일수 과학관과 KINS의 최호신 박사

가 참석하 다. 

49) 11월에 개최된 회의에 현지 OECD 대표부 이일수 과학관이 참석하 다.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참여국가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Management 

Board)가 프로젝트를 조정‧운 하는 것이 관례이다. 통상적으로 과제 제안국이 

주관국이 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며, 주관 국가가 시설 및 예산의 많은 

부분을 제공하게 된다. 연구진행 내용은 관련분야 실무그룹 및 상설기술위원회

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NEA 국제공동 프로젝트는 그 성격상 크게 공동연구(Joint Undertaking) 프

로젝트와 정보교환 프로그램(Information Exchange Programmes)의 2가지로 분

류할 수 있다.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참여 회원국들이 소요 비용을 분담하는 형

식을 취하고, 그 결과를 참여 회원국끼리 공유하게 되며, 정보 교환 프로그램의 

경우는 각 회원국들이 각자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 공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참여회원국들의 별도 비용 부담이 없거나 매우 미

미한 경우가 많다. 2004년 3월 현재 OECD/NEA는 표 3-9와 같이 14개 국제공

동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10개 프로젝트에 참여

하고 있다.50)

50) OECD/NEA, "Status report on current NEA joint projects", NEA/NE(2004)1/Add3, 2004.



표 3-9  OECD/NEA 국제공동 프로젝트 현황

위원회 프로젝트명 기간
우리나라 
참여기관
(대표)

CSNI

Halden Reactor 프로젝트 ‘58∼ KAERI

ICDE(International Common Cause 
Failure Data Exchange) 프로젝트

‘94∼’05 KAERI

SETH(SESSAR Thermal-Hydraulics) 
프로젝트

‘01∼’05 KAERI

CABRI Water Loop 프로젝트 ‘99∼’08 KINS

MCCI(Melt Coolability and Concrete 
Interaction) 프로젝트

‘02∼’05 KAERI

OPDE(OECD Piping Failure Data  
Exchange) 프로젝트

‘02∼’05 KAERI

OECD-Fire 프로젝트 ‘02∼’05

PSB-VVER '03∼'06

MASCA-2 Project '03∼'06 KAERI

NDC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for the 
Jules-Horowitz Reactor Project

‘03∼'04 KAERI

RWMC

CPD(Co-operative Programme of 
Decommissioning)

‘85∼ KAERI

TDB(Thermochemical Data Base) 프로젝트 ‘84∼

Sorption Project Phase II '00∼

CRPPH
ISOE(Information System on Occupational 
Exposure) 프로젝트

‘92∼ KINS

4. NEA 전략계획

가. 배경 및 추진사항

1999년 5월 OECD/NEA 운 위원회는 “OECD/NEA 전략계획(1999-2004)“을 

승인하 다. 사무국은 이를 근거로 사업계획(POW: Programme of Work)을 작

성하여 운 하여 왔다. 2003년 4월에 개최된 운 위원회는 차기 5년간 적용할 

“OECD/NEA 전략계획(2005-2009)” 작성 일정에 합의하 다. 전략계획 작성 일

정에 따라서 NEA는 2003년 5월 회원국에 설문지를 송부하 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략계획에 대한 평가와 차기 전략계획에 대한 의견을 6월 초까지 취합하

다.51) 



2003년 7월초 NEA는 고위전문가그룹을 개최하여 취합된 회원국 의견을 검토

하 다. 2003년 10월에 개최된 107차 운 위원회는 고위전문가그룹의 검토안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통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 고 그 결과 2003년 12월

까지 전략계획(안)을 작성하 다.52) NEA는 2004년 2월까지 전략계획(안)에 대한 

회원국 의견을 취합하여 전략계획 제2차 안을 작성하여 회원국 의견을 요청하

다. 2004년 5월에 개최되는 108차 운 위원회는 전략계획 제2차안을 검토하

고 이에 대한 회원국 의견을 반 하여 재작성된 전략계획 최종안을 회원국에 

배포후 서면 동의를 통하여 2004년 7월 2005-2009년 전략계획을 확정하 다. 

나.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

(1) NEA 일반 사항

(가) NEA의 임무

• (NEA는) 원자력을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기술적, 법적 기반을 국제협력을 통해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회원국을 지원함.

• (NEA는) 회원국의 원자력 정책 수립 및 OECD의 정책 분석(에너지,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 등)에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한 권위있는 평가를 

제공하고 공통적인 이해를 구축함. 

(나) NEA의 일반 목표

• 회원국간 정보 및 경험 공유의 장 제공

• 원자력 분야의 국제협력 증진 

• 회원국의 기술적 전문성 및 인력기반 유지 지원

• 회원국에 대한 원자력 정책 분석 제공

•

51) 우리나라는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NEA에 송부하 다. 

52) 우리나라는 이일수 과학관과 KAERI 정기정 박사가 참가하여 아국 의견을 개진하 다.



(다) NEA의 활동 분야

• 6개 분야, Data Bank, 정보 및 의사소통

• 공통분야(Cross-sectional area): 해체, 과학 및 기술 인프라, 전력시장 

자유화, 차세대원자로

(2) 전략적 활동 분야

(가) 원자력 안전 및 규제 분야

[ 목표 ]

• (NEA는) 회원국이 원자력 이용에 있어 안전을 확보하고 원자력 시설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규제와 검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회원국을 지원 

[ 달성방법 ]

• (NEA는) 정보의 효과적 교환 및 안전 현안에 대한 공동 입장(common 

position)을 개발

• (NEA는) 원자력 시설 안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 및 추이를 

파악하고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대비

• (NEA는) 안전 현안에 대한 각종 해답(resolution)에 대한 회원국 지원 및 

해결책의 이행에 신뢰감을 강화 

• (NEA는) 현존 원자력 연구시설의 능력과 우위를 미래에도 보장하기 

위해 지원

• (NEA는) 신기술과 원자로 설계에 관련된 안전 현안 검토

• (NEA는) 국가 규정 요건에 대한 이해 증진과 규정의 효율 및 효과성 

증진에 기여

(나) 방사성 폐기물 관리

[ 목표 ]



• (NEA는)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분야 특히, 사용후핵연료, 

장수명폐기물, 원자력 시설해체 폐기물 등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고, 대부분이 수용할 수 있는 관리전략 개발 분야에서 

회원국을 지원 

[ 달성 방법 ]

•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 특히, 장수명폐기물 분야에서 폭넓고 공감이  

가는 합의를 도출 

•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략 검토 지원 

•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의 공통 규제 방식 검토 지원 

•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 관리에 과학 및 기술 지식의 개발 성과를 

이용하게 함.

(다) 방사선 방호 및 공중보건

[ 목표 ]

• (NEA는) 방사선 방호체제의 규정 및 시행에 있어서 개념적, 과학적, 

정책적, 규제, 운  및 사회 현안을 파악, 분석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검토함으로써 회원국을 지원

[ 달성방법 ]

• 방사선방호현안 파악 및 과학 기술의 이용 개선 

• 위험관리의 최적 기법과 최적의 과학 지식을 반 한 정책을 개발 및 

개선함으로써 정책결정자를 지원 

• 방사선방호 규제 현안에 대한 일반 합의 도출에 기여 

• 회원국 방사선 방호 운  능력 개선을 제공 

(라) 원자력 과학



[ 목표 ]

• (NEA는) 현존 원자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신뢰성있고 경제적인 운  및 

차세대 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기본 과학기술 지식을 파악, 수집, 개발, 

배포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을 지원

[ 달성방법 ]

• 현존 원자력 시스템의 성과도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 

지식을 제공 

•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과학 기술 기반을 구축함에 기여 

• 원자력 과학 분야 지식 보전 지원 

(마) 경제성, 자원 및 기술

[ 목표 ]

• 회원국의 정책분석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음 분야에 대한 권위있고, 

신뢰성있는 정보를 회원국에게 제공 

– 원자력 기술, 경제성, 전략 및 자원 

– 회원국 및 국제적 에너지정책 측면과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원자력의 미

래 역할 

[ 달성방법 ]

• 전력시장 개방 향 분석 및 회원국 의사결정 과정에 지원 

• 혁신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을 검토 

• 원전 연료의 가용성과 원자력 발전의 추가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평가하고 발생가능한 차이를 규명함.

• 원자력 현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OECD 내외 기관들과 의사소통  

네트워크 구축 



(바) 법률

[ 목표 ]

• (NEA는) 다음에 필요한 회원국 및 국제적 법적체제 구축을 지원

– 원자력 물질 및 장비의 국제거래 활성화를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 원자력 손해배상 관련 현안 파악 및 분석하고 

– 원자력법 정보 및 교육 센터 역할을 지원 

[ 달성방법 ]

• 원자력의 안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위해 허용할 수 있는 국제적 원칙에 

근거하여 원자력 법체제를 개발하고, 강화하고, 조화하기 위해 회원국을 

지원 

• 국제 원자력 배상체제의 현대화(modernization)에 기여하고 원자력 

손해배상에 관심국가간 조약 강화에 기여 

• 원자력법과 원자력 법 현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배포 

(사) Data Bank

[ 목표 ]

• (NEA는) 전산코드, 핵자료 등 기본적인 원자력 툴(tool)과 관련한 

회원국을 위한 국제참조센터 역할을 수행 

• 이러한 툴들을 개발하고, 개선하고, 검증하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

[ 달성방법 ]

• Data Bank 서비스 개선 및 개발 

• 전산코드, 핵자료의 노하우 유지를 위한 회원국 지원

• NEA의 기타 업무 지원 

– Database 관련 업무 



– 열화학자료 평가 지원 

– 홈페이지 기술 지원 

(아) 정보 및 의사소통

[ 목표 ]

• (NEA는) 회원국 정부 및 관련 당사자에게 NEA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제공 

• (NEA는) 원자력 옵션의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 및 NEA 자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 

[ 달성방법 ]

• 주요 이해당사자에게 정보 및 분석 제공 

• 다양한 청중의 정보 욕구를 충족 및 가시성(visibility) 증대 

• 협력 규정(corporate identity) 강화 

• NEA는 공정하고 원자력을 증진하지 않는(non-promotional) 국제기구임 

• NEA는 과학 및 기술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한 참조 센터 

• NEA는 원자력에 대한 정성적 정보, 분석 및 정책 조언을 제공  

(3) NEA 사무국 

(가) 활동의 우선순위

[ 목표 ]

• 다음을 고려한 전략분야에서 명시된 기구의 임무와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 할당 

– OECD(타기관과) 수평적 활동에 참여 확대 

– 에너지 관련 정책 현안에 적극적 참여 



[ 달성방법 ]

• 적절한 활동 선정 방식 

• 활동계획서 투명성을 보증 

• (운 위원회는) 상설기술위원회 운  효율을 극대화 

– 상설기술위 자체의 우선순위를 평가 

– 격년마다 전략계획 이행을 점검 

– 필요시 자원을 재할당

(나) NEA 사무국 운

[ 목표 ]

• NEA의 제한된 예산 하에 효율성 개선 

[ 달성방법 ]

• 행정 절차 효율화 

– 선진 기술(OA, 인터넷) 이용 

– 신 전략계획에서 제기된 요건과 NEA 내부 수평적 의사소통의 확대 필요에 

따른 행정 체제 개편 

(다) NEA 사무국 자원

[ 목표 ]

• NEA 자원 이용의 극대화

• 사업계획서(Programme of Work) 이행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보증

• NEA는 사업계획서 이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을 가진 유능한 직원을 보유

[ 달성방법 ]



• 안정적인 재원 확보

– 회원국에 비용 효율성을 제시

– 의미있고 잘 정의되고 최우선 순위의 활동에 주력

• 추가 재원 확보

• 유능한 직원 확보

– 승진을 기대할 수 있도록 NEA 가시성(visibility) 개선

– 체계적인 결원 보충

– 훈련 기회를 제공

• 운  자원 효율화 유지

다. 우리나라 의견

108차 운 위원회에서 전략계획에 대해 개진한 우리나라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NEA 소개

•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자력의 이용에 대한 

활동 강화를 촉구함.

(2)  NEA 활동 분야  

(원자력 과학)

• OECD/NEA는 미래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기술적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야한다고 판단함. 우리나라는 방사성물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리 및 변환(P&T) 활동을 중요하다고 인식함. 또한 P&T를 위한 

HPPA 활동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 

(경제성, 자원 및 기술)

• NEA가 GIF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기로 계획되어있는바 이 내용을 

전략계획에 추가하는 것을 권고함.



제 4 장  양자간 체제 및 협력 동향

제 1 절  미국의 원자력정책

부시대통령이 재선됨에 따라 미국 원자력정책의 근본적인 기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행정부에서 중요하게 추진하는 원자력정책은 원자력 이

용개발 진흥정책과 핵비확산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자력 이용개발 진흥 정책

원자력 이용개발을 진흥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Nuclear Power 2010, 

Generation IV, Nuclear Hydrogen Initiative, AFCI(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등이 있다. 이러한 시책들은 2001년 5월 17일 부시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에너지정책 보고서의 원자력 관련 부분 내용들을 구체화한 것이다.53) 동 

보고서는 원자력의 이용이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불가결한 것으로 평가하고, 

미국 국내의 원자력이용 확대 지원, 신형핵연료주기 및 차세대 원자력기술의 

개발, 신형 재처리 및 핵연료 처분기술개발을 권고하고 있다. 주요 시책별 이슈

를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Nuclear Power 2010은 산업체가 다음 10년간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 에너지부는 2곳의 상업용 부

지와 3곳의 연방부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 으며, NRC의 새로운 설계인허가 

절차를 Generation III+ 기술에 적용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 일리노이, 미시시피 3곳에서 조기 부지 승인(ESP : Early Site 

Permit)을 신청하 으며, 2006년 중반까지는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단계로는 건설 및 운 의 동시 인허가(one-step licensing) 절차를 시범 적

용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53) National Energy Policy, May 2001, National Energy Policy Development Group



표 4-1  미국의 주요 원자력진흥 정책

분야 주요 이슈

Nuclear Power 

2010

∙새로운 부지 탐색

∙Generation III+ 기술 개발

∙NRC의 새로운 인허가 절차 적용

Generation IV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을 위한 개선

∙안전성 및 신뢰성 개선

∙핵확산 저항성 및 물리적 방호 개선

∙경제성 측면의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 측면의 개선

Nuclear Hydrogen 

Initiative
∙상업 규모의 수소제조를 위한 경제성 있는 기술 개발

AFCI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에너지 가치 회수

∙민수부분의 Pu 재고 감축

∙폐기물의 독성 및 발열량 저감

∙처분장의 보다 효과적인 사용

Generation IV에 대한 DOE의 구상은 이미 2000년에 착수되었으며, 제4세대 

원자로계통 개발을 선도하고 이러한 원자로가 2010년 이후에, 늦어도 2030년 

이전에는 상업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미

국은 2001년에 제4세대 원자로 개발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과 GIF(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을 결성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54) 미국은 

제4세대 원자로 기술 중에서 수소제조에 응용하기 위한 고온가스로(VHTR :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기술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차순위로 

GFR(Gas-cooled Fast Reactor), LFR(Lead-cooled Fast Reactor), SFR 

(Sodium-cooled Fast Reactor) 등의 고속로에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이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고온가스로는 수소 및 전력생산을 위한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로 간주되어 NGNP(Next Generation Nuclear Plant)로 지칭되고 있으며, DOE

는 demo plant를 2017년까지 아이다호에 건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55)

54) 2004년 현재 GIF 참여국은 미국, 국, 스위스, 한국, 남아공, 일본,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EU 이다.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제조는 물을 직접 분해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배출하

지 않고 또한 화석연료를 보존할 수 있는 수소제조 방법의 하나이다. 이를 위

해서는 900°C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며, DOE는 향후 5 MWt 급 열화학방법 및 

0.5 MWt급 고온전기분해법이 결합된 실증실험을 거쳐 이를 상업용 규모로 확

대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AFCI는 환경, 경제, 정책측면에서 수용 가능한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개량핵

주기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하여 구상되었다. 이를 위하여 기

존 원전 및 차세대원전에서 적용 가능한 핵확산 저항성이 있는 핵연료주기 기

술 개발과, 2007-2010년 사이의 제 2 처분장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의 장기 에너지 전략의 주요 시책들을 나타

내면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미국의 장기 원자력 에너지 전략

55) NGNP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DOE는 개량형 가스로(AGR : Advanced Gas Reactor)의 

핵연료개발 및 품질계획을 수립하고 헬륨 출구온도 1000°C 핵연료 중심점 온도 1250°C에 

이르는 핵연료의 성능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핵비확산 정책

가. 국방대학원 연설의 제안내용

미국 부시대통령은 2004년 2월 11일 미국 국방대학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대

량살상무기(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개발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가지의 제안을 밝혔다. 이러한 제안

을 통하여 부시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 새로이 대두되거나 변화하고 있는 WMD 확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핵비확산 법령을 개선하고 현대화하며

• 원자력 기술 및 장비의 판매나 이전을 제한하며

• 일부 국가들이 합법을 빙자하여 WMD를 추구하는 것과 같은 

핵비확산제도의 허점을 봉쇄하며

• 핵무기 및 핵물질을 보호하고 해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56)

표 4-2  부시대통령의 국방대학원 연설 주요 제안 내용

분야 주요 제안 내용

PSI PSI 참여국 확대와 국제공조 강화

WMD 확산방지 법령 각국의 WMD 확산방지 관련 법령 신설/강화

G-8 Global Partnership Global Partnership 참여국 확대 및 재정지원

농축 및 재처리
실물크기의 가동중인 농축 및 재처리시설을 보유하

지 못한 국가에게는 관련 품목 및 기술 수출 금지

추가의정서
2005년도 부터는 추가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에게만 

원자력 품목 수출

IAEA의 특별위원회
IAEA 이사회 산하에 신설하여 안전조치 및 검증 

관련 역할수행

IAEA 이사회 참여 자격 의무위반국은 이사회나 특별위원회의 참여를 배제

56) Strengthening International Efforts Against WMD Proliferation,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February 11, 2004



부시 대통령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량살상무

기확산방지구상(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s)을 위한 노력이 기존에 

행하여지고 있는 선적이나 수송의 차단 활동보다 더욱 강화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Interpol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WMD의 거래자들을 법정

에 세우고, 이들의 실험실을 폐쇄하며,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시

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57)

둘째, 전세계에 대하여 WMD의 확산에 관한 법률이나 대외적 관리를 강화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이미 2003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안건

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 안건에서 모든 국가들이 WMD의 확산을 범죄시하고, 

엄격한 수출통제를 시행하며, 자국 국경내의 모든 민감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이와 관련된 법령을 입안하고 시행하

는 것을 기꺼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셋째, 냉전시대의 부산물인 대량살상무기를 지키고, 위험한 물질들이 사악한

자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91년에 Nunn-Lugar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구소련의 핵무기 과학자들을 다른 생산적인 업무를 찾도록 도와주

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58) 2002년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Global Partnership을 구축하고 10년 동안 

20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하 으며, 이중 절반을 미국이 충당하기로 하고 

57) PSI는 2003년 부시대통령이 처음 언급하 으며, 현재의 활동은 대량살상무기와 이들의 운

반수단, 또한 관련 물질들이 선적을 해상, 공중 및 육상에서 차단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58) 구소련의 대량살상무기 해체 지원을 골자로 하는 Nunn-Lugar Program은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olicy라고도 불리며 크게 2개 역으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다. 첫째는 핵

무기를 중심으로 한 대량살상무기의 해체와 폐기 지원이다. 구소련의 대량살상무기를 인도

받은 4개의 신생 독립국들에게 대량살상무기, 발사장치, 관련 장비들의 폐기작업에 요구되

는 장비와 기술, 그리고 용역 일체를 제공함으로써 보유무기의 폐기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97년 4월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던 약 3400개의 핵

탄두를 모두 철거해 러시아로 이전하 으며,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에 의거, 러시아에 배

치된 핵미사일 중 1200여 개의 전략 핵탄두를 제거한 바 있다. 둘째는 러시아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안전한 저장과 관리능력 향상, 핵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원조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러시아의 핵무기 관리능력 개선을 위한 컴퓨터 및 컴퓨터 기술훈련의 제공, 핵

물질 저장고 건립에 필요한 설계 및 건축 지원업무를 담당할 용역업체 선정 지원, 핵물질 

저장소에 대한 지원사항을 감독할 파견팀 지원, 핵무기 운송차량에 대한 장갑장치 설치, 운

송열차에 대한 안전장비의 설치 등이 포함된다.



있다. 미국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전세계를 대상으로 더욱 확대하고자 하며, 예

로 이라크나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종사하던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지

원하고자 한다. 미국은 더 많은 나라들이 재정, 공여국, 수혜국의 관점으로 참

여함으로써 Global Partnership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넷째, 핵비확산조약(NPT)의 허점을 봉쇄할 수단을 제안하고 있다. NPT가 핵

무기 비보유국으로의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동된 지 30여년

이 지났으나, 북한이나 이란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는 것이다. 즉 핵비확산체제는 민수용 원자력프로그램이라는 미명하에 핵무기

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핵물질의 생산을 가능케 하 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하에 부시대통령은 농축 및 재처리를 포기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민수용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뢰성있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원자력수출국들이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부시대통령은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에게는 농축이나 재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시대통령은 이미 실물크기의 

가동중인 농축 또는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원자력공급

국그룹(NSG)이 농축이나 재처리 관련 장비나 기술의 판매를 거부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즉 부시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면 또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

용 핵물질 생산 수단을 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다섯째, 2005년도부터는 추가의정서에 서명한 국가에 대해서만 원자력 품목

의 수입을 허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제규범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들 규범이 시행되어야만 하며, IAEA는 전세계의 금지된 핵 활동을 찾아내고 

이러한 위반을 UN 안보리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IAEA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미국 및 전세계는 추가

의정서를 지지함으로써 회원국이 광범위한 원자력 활동과 시설을 신고하며, 

IAEA가 이러한 시설들을 사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핵확산 저

지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국가라면 추가의정서를 승인하고 이행하기를 촉구하

고 있다.

여섯째, IAEA 이사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전조치 및 검증 업



무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IAEA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로만 구성하며, 회원국들이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를 지키도록 

IAEA의 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 핵비확산 의무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국가는 IAEA의 이사회나 

앞에서 제안한 특별위원회에서 봉직할 수 없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아울

러 현재 이사국으로 선임된 국가라도 핵비확산 의무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이사국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켜야 할 것임을 부연하고 있다.59) 

나. 핵비확산 관련 주요 추진 현황

핵비확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추가의정서의 전 세계적 적용

을 도모하고 있는 미국은 행정부 내의 입장 조율을 거쳐 2002년 4월 30일 부시

대통령에게 추가의정서 비준을 상원에게 상정할 것을 권고하 으며,60) 부시대

통령은 2002년 5월 9일 미국의 추가의정서안을 상원에게 전달하고 조속한 비준

을 촉구한 바 있다. 미 상원이 2004년 3월 31일 만장일치로 추가의정서 비준에 

동의하게 됨에 따라, 미국은 핵비확산 정책의 주요한 시책의 하나로 추진해온 

추가의정서의 전세계적 보편적 적용(universalization)을 위한 주요한 진전을 이

루게 되었다.

미국이 IAEA와 체결한 추가의정서는 우리나라가 채택한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미국이 핵무기보유국으로서 받고 있는 자발적 안전조치와 관련이 

있다. 즉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촉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는 추가의정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한 사찰을 받는 경우에도 필요시에는 

접근을 제한(managed access)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접근제한 방식으로는 

사무실의 민감 정보를 수록한 문서를 치우거나, 민감한 내용을 보여주는 디스

플레이나 장비를 가리거나, 안전조치 장비 설치나 환경시료 채취를 제한하는 

59) 부시대통령은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배경으로 이란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즉 이란은 

최근에 IAEA 이사국으로서의 2년 임기를 마친바 있으며, 이러한 잠재적인 위반국들이 이사

국으로 선임되면 핵비확산을 위한 조치 실행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60) 미국 행정부는 추가의정서에 1998년 6월 12일 서명하 으나, 추가의정서를 발효시키기 위

해서는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IAEA가 체결한 추가의정서의 이행을 

위해서는 실시약정을 필요로 하며, 향후 미국은 자국의 관련 법령 정비 및 행

정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추가의정서를 발효시킬 예정으로 있다.

미국은 자국의 추가의정서 발효 노력 이외에, 핵비확산을 위한 전세계의 참

여와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4년 4월에는 UN 안보리 

결의안 1540 통과, 6월에는 G8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PSI 지지 성명 참여 유

도, 9월에는 GTRI(Global Threat Reduction Initiative) Conference의 러시아와

의 공동 주최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핵비확산보다는 더욱 

강한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을 견지하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정책은 스스

로 “Foward policy"라고 지칭되고 있다.61) 부시 행정부는 앞에서 살펴본 핵비

확산을 위한 조치에 추가하여, 경제적 제재조치를 핵비확산을 위한 주요 수단

의 하나로 행사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2002년 이후 매년 평균 32회의 제재조

치를 단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전임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3배에 이르

고 있는 것으로 비교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수치적인 증가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인 핵비확산 위반사례를 발굴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외국의 기업들이 핵확산을 조장하는 자들과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하던지, 

또는 미국과 정상적인 무역을 하던지 양자택일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하도록 간과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62) 즉 부시행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

산에 대처하는 입장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 즉 외교 수단, 경제조치, 

법집행은 물론 필요시에는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매우 확고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1) 볼턴 차관은 미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2004년 10월 19일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에서 행한 연설에서 "foward policy"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nonproliferation"이 아

니라 ”counter-proliferation"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 다.

62) 2004년 11월 미국을 방문한 국회방문단의 보고에 의하면, 2기 부시 행정부는 대테러 및 대

량살상무기 비확산 문제에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제1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 2 절  북한 핵문제

1. 제1차 6자회담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대두됨에 따라 북한 핵문제

를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어 왔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제안함에 따라 2003년 4월 23-25일간 중국 북경에서 제1차 6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동 회담 기간 동안 기조연설 등을 통하여 각국이 밝힌 입

장은 표 4-3과 같다.

표 4-3  제1차 6자회담에서의 참가국 입장

참가국 북핵해법 핵폐기후 대북지원 기타 관심사항

미국

∙북핵 ‘되돌릴 수 없고 

검증 가능한’ 폐기

∙북핵 폐기후 안전보장 

논의가능

∙과감한 지원 가능 

(대가는 불가)

∙북한 대량살상무기, 

인권문제도 해결

북한

∙미․북 불가침조약, 

외교관계 등 대북 

적대정책 전환 

∙미국 정책 전환하면 

핵폐기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한국

∙북핵 불용과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

∙남북경협 확대 

∙중유 공급 재개 

∙국제금융지원협력

∙남북 교류협력 지속

일본

∙북핵 불용 및 폐기 

∙북한의 안보 우려 논의 

가능

∙중유공급 재개 등 

단계별 

에너지․경제 지원

∙납치문제와 북한의 

대일 안보위협 해소 

중국
∙한반도 비핵화지지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협력 가능

∙대북 제재 및 전쟁 

반대

∙평등한 협상 

러시아
∙한반도 비핵화 지지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
∙협력 가능

특히,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1단계로 북한이 검증 가능한 핵 폐기 의사를 밝히고 

핵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면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을 확대하며, 2단계에선 



북한이 핵폐기를 시작하면 미국은 북한의 에너지 수요를 조사하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조건에서 북한과 대화할 준비를 갖출 것이며, 3단계

로 북한 핵이 완전 제거되면 에너지 제공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

이다. 제1차 회담은 참가국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주최국인 중국이 아래와 

같은 6개항의 회의 결과 요약을 발표하는 수준에서 매듭을 짓게 되었다.

• 대화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한반도 비핵화 유지 및 북한의 안보관심사 해결,

• 단계적, 동시 또는 병행실시 방식 추진,

• 회담 진행중 사태 악화․고조 행동 자제,

• 대화유지, 신뢰증진, 이견축소, 공동인식 확대,

• 6자회담 과정 지속, 외교채널을 통해 차기회담의 시간 및 장소 조속 확정

제1차 6자회담의 성과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어 각국 입장

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평화적 해결, 한반도 비핵화, 북한 안보우려 해

소, 포괄적․단계적 해결, 6자회담 지속 등 원칙에 대한 대체적 공감대가 형성

된 점을 주요 성과로 볼 수 있다.63)

2. 제2차 6자회담

2차 6자회담은 2004년 2월 25-28일 사이에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으며, 전

체회의 외에 수석대표 회의, 차석대표 회의, 남․북, 미․북 등 양자협의 및 

한․미․일 3자 협의가 개최되었다. 회담기간 중 우리나라, 북한 및 미국이 밝

힌 북핵 해결 방안 및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회담 중,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해법, 핵동결의 3가지 원

칙, 3단계 대북안전보장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3단계 해법

은 1단계로 북한의 핵폐기 선언과 미국의 대북안전보장 용의 표명 교환, 2단계

63)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대외정책연구, pp112-116, KAERI/RR-2404/2003.



로 핵폐기와 검증, 그리고 그에 대한 조율된 조치, 마지막 3단계로 핵폐기 완료

후의 미․북 국교정상화 등 그 밖의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핵동결의 

3가지 조건은 ① 대상과 범위가 모든 핵시설과 핵물질을 포함 ② 핵사찰을 전

제 ③ 이행 기간은 최단기간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3단

계 대북안전보장 방안은 1단계로 핵폐기 의사표명과 다자간 안전보장 문서화 

용의 표명후 공동발표문 명기, 2단계로 공동선언을 통한 실효적 안전보장 잠정 

제공, 3단계로 핵폐기 마무리 단계에서의 항구적 안전보장이라는 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

북한의 입장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일괄타결안으로 ① 경수로 제공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 보상과 경수로 

완공 ②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과 핵시설 해체 ③ 미사일 수출중지 등을 포괄

적으로 해결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첫 단계 동시행동 조치 방안으

로 ① 플루토늄 핵시설 동결에 대하여 ② 테러지원국 해제와 정치․경제․군사

적 제재 및 봉쇄철회, 에너지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은 ①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CVID)으로 핵을 폐기

하며 ② 핵폐기에는 플루토늄 뿐 아니라 고농축우라늄(HEU) 계획도 포함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2차 회담에서 참가국들이 핵폐기 방식, 대북 안전보장, 고농축우라늄 프로그

램, 핵동결과 이에 대한 상응조치 등과 같은 주요한 사안에 대하여 밝힌 각자

의 입장은 표 4-4와 같다. 회담 후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 및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대한 참가국들의 의지 표명, 핵문제 해결 및 상호 관심사를 다

루는 데 있어 조율된 상호조치 이행과 같은 주요 합의사항을 표 4-5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64) 형식으로 발표하 다.65)

64) 의장성명은 공동발표문과 공동언론발표문과 같이 교섭에 참여한 대표단이 교섭내용을 외부

로 알리는 일종의 선언적인 문건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참가국의 합의가 결여된 문건

이라는 점에서 교섭 참가국이 합의사항에 대해 정치적인 구속력을 갖겠다는 의미를 내포하

고 있는 공동발표문이나 언론에 교섭내용을 설명하는 공동언론발표문보다는 격이 떨어진다.

65) 외교통상부, 제2차 6자회담결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보고자료), 2004. 3.



표 4-4  주요 사안별 각국 입장

사안 동조국가군 사안에 대한 국가별 입장

핵폐기

한, 미, 일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방식으로 

핵폐기를 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 표명

북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시 핵무기 계획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 표명

※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여부 판단 기준으로

∙북한에 대한 불가침 확약,

∙미․북 외교관계 수립,

∙북한과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불방해 제시

중, 러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CVID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

대북

안전보장

한국
잠정적 안전보장을 거쳐 단계적으로 강화된 서면 다자안전보장

을 제공하는 구상 제안

북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중의 하나

로 대북 불가침 확약을 제시하는 선에서 언급

미국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음

을 재확인

일, 중, 러
핵문제 해결과 함께 6자회담 틀 내에서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HEU

프로그램

한, 미, 일
북한이 HEU 프로그램 문제를 분명히 해명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함을 강조

북한 HEU 프로그램 존재 부인

중국

HEU 프로그램이 있다면 동결 및 폐기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는 입장 표명 (다만, 이 문제로 인해 회담이 파국에 이르도록 해

서는 안된다는 점 강조)

핵동결 

대

상응조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첫단계로서 핵동결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보상 요구

한국

북한의 핵동결 대 대응조치  제안에 대해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핵활동, 핵물질 및 관련시설을 

동결하고(동결의 범위),

∙이를 검증하며(동결의 검증),

∙핵폐기 안 마련을 위한 단기간의 동결(동결의 기간)을 제의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경우 동결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의하고, 이에 대해 참가국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에너지 지원에 동참할 용의 표명

중, 러
일정한 조건하에 핵동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6자회담 틀내에서의 

대북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중임을 표명

미, 일
CVID 실현을 위한 첫 단계 조치로서 핵동결 對 에너지 지원을 

추진하는 우리의 제안에 이해와 지지 표명



표 4-5  제2차 6자회담 의장성명 전문

1. 제 2차 6차 회담이 베이징에서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사이에 

2004년 2월 25부터 28일까지 개최됐다. 

2.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중국 왕이 외교부 부부장,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

상, 일본 야부나카 미토지 아시아․대양주 국장, 한국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러시아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 미국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참석했다. 

3. 6개국은 2차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문제에 관해 유익하고  긍정적인  협의

가 개시됐고 또 모든 참가국들의 협의태도가 진지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회담을 통해 아직 차이점은 남아 있으나 참가국들은 상호입장에 대

한 이해를 증진했다. 

4. 6개국은 한반도와 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 없

는 한반도에 대해 그리고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대화와 평등에 기초한 

협의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의지를 표명했다. 

5. 6개국은 평화적으로 공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6개국은  핵문제 및 

관련된 관심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6. 6개국은 대화 과정을 계속하기로 합의했고 2004년도 2분기내 베이징에서 

제3차 6자회담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전

체회의의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실무그룹의 임무 

등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7. 북한과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대표단은 중국측이 두 번에 걸친 6자회담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한데 대해 사의를 표명한다.

2차 회담을 통하여 2002년 10월 북한 핵문제 재 대두 이후 관련국간 최초의 

서면 합의가 도출된 것은 가시적인 성과라 할 것이다. 동 회담을 통하여 CVID 

문제, 핵동결 대 상응조치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

으며, 1차 회담에 비해 토의 양상이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북핵 문

제 해결 원칙과 향후 회담 진행의 방향성을 제시하 고, 6자회담 과정 진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차기회담 및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 대화과정

을 안정화하고 회담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

로는 핵폐기 및 동결의 범위, HEU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차이가 확인되었

으며, 이는 향후 회담 과정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3. 제3차 6자회담

제3차 6자회담은 2004년 6월 23∼26일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

번 회담에서 미국의 제안은 우리나라가 제안하 던 북핵 해결 3단계 해결방안

과 그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안의 골자는 북한이 3개월 동안 HEU 핵프로그램을 포함한 핵폐기 선

언을 하고, 핵프로그램 및 시설 제거를 위한 준비 등의 조치를 이행하면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상응조치에는 단계별로 한국․중국․일

본․러시아의 대북 중유제공 허용, 불가침 보장을 포함한 다자안보 보장, 원자

력이 아닌 다른 에너지 제공, 테러지원국 해제 논의, 비핵화 종료 후 국교정상

화 등 그간 북한이 요구해 왔던 조치들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다(표 4-6 참조).

표 4-6  미국의 북핵문제 해법 제시안

단계 북한의 조치 미국의 상응조치

초기

준비단계

(3개월)

∙모든 핵프로그램 폐기 

약속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핵시설과 물질운용 

중단 및 봉인

∙핵무기 및 부품의 

사용불능 조치

∙대북 중유 공급 (미국은 제외)

∙잠정적 다자안전보장 제공

∙북한 에너지 수요 및 비 원자력 

프로그램을 통한 수요충족 방안 연구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경제제재 

해제문제 협의

∙과학자, 기술자 재교육 및 핵폐기 

과정에서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 제시

핵폐기

단계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 완전 제거

∙항구적 안전보장 제공

∙관계정상화 및 경제협력 장애 해소 노력



북한의 제안도 구체화되어 있다. 즉 일정 조건을 전제로 핵무기 관련 모든 

시설물과 재처리 결과물을 포함한 핵동결에 들어갈 것이며, 여건이 되면 폐기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동결에는 핵무기를 추가로 더 만들지도 이전하

지도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 양측 모두 제안의 단계별로 상대방의 이행을 조건으로 걸고 있

다. 또 핵폐기 범위, HEU 문제, 검증방법 등 쟁점을 놓고 양측이 원칙 고수로 

일관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사안별로 각국이 밝힌 입장은 다음과 같다66). 첫째 핵폐기 원칙에 대하

여 우리나라는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국제적 검증 하에 투명하고 철저하게 

폐기할 것을 요구하 으며, 미국과 일본도 핵폐기에 대하여 CVID란 표현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CVID란 용어 대신 

포괄적 비핵화(comprehensive denuclearization)란 표현을 사용하 다. 그러나 

북핵 폐기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선 철저하고(thorough) 투명하고(transparent) 

구적인(permanent) 방식이어야 한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진 바, 이는 기존

의 CVID 원칙을 고수하면서 단어만 바꾼 것이라 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적

대시 정책 포기시,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포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

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핵폐기 원칙에 대한 설명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표현

은 사용하지 않았다.

둘째, 핵동결 및 폐기 방안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고 동결할 것을 제안하고, 국제적 감시하의 동결 및 단기

간내 핵폐기 과정으로 이행할 것을 제안하 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

과 재처리를 통해 나온 결과물을 동결하고, 동결기간 동안 핵무기의 제조, 이

전, 시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단기간의 준비단계를 포함

한 폐기과정을 상정하고,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약속하고, 또

한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모든 시설과 물질에 대한 운용 중단 및 

봉인, 핵무기 및 부품을 사용불능조치하고 이에 대한 감시를 허용할 것을 요구

66) 제3차회담결과, 2004. 6. 28, 외교통상부



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완

료할 것을 요구하 다.

셋째, 핵동결 및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동결 기간중 

① 중유지원 ② 북한의 에너지 수요 및 에너지 지원 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사

업 개시 ③ 잠정적 안전보장 제공 ④ 미·북간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제재완화

를 위한 대화 개시를 제안하고, 우리나라가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① 관계정상

화를 위한 장애 요소의 제거 노력 가속화 ②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 사

업의 획기적 증대 여건 조성 ③ 남북 경제협력 본격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가

능할 수 있음을 밝혔다. 북한은 동결에 대한 반대급부로 ① 200만KW 능력의 

에너지 지원, ②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③ 대북 경제제재·봉쇄 해제를 요구하

고 또한 미국이 대북 에너지 지원에 동참할 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제재해

제 문제에 대해 신축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 다. 미국은 단계적인 

상응조치 이행 방안을 제안하 는바, “초기 준비기간”중 ① 대북 중유공급 ② 

잠정적 다자안전보장 제공, ③ 북한 에너지 수요 및 비원자력 프로그램을 통한 

수요 충족 방안 연구, ④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경제제재 해제 문제 협의 

개시, ⑤ 과학자·기술자 재교육 및 핵폐기 과정에서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가

능함을 밝혔고, “초기 준비기간” 이후 폐기 관련 조치가 완료되면서 ① 항구적 

안전보장 제공 ②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협력 장애 관련 여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을 밝혔다.

넷째, 농축 우라늄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일은 북한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을 시인하고 이를 동결·폐기할 것을 요구한 반면에, 북한은 농축우라늄 프로그

램 존재 자체를 전면 부인하 다.

제3차 6자회담 참가 6개국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제3차 실무그

룹회의를 열어 한반도비핵화의 첫 단계 조치로 핵동결의 범위․기간․검증방법

과 상응조치(보상)를 구체화하기로 하는 등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은 8개항의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을 채택하 다. 의장성명에 따르면 6개국은 이

번 회담에서 건설적이고 실용적이며 실질적인 토의를 갖고 한반도비핵화 목표

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능한 한 조속히 첫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한 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말 대 말'과 `행동 대 행동

'와 같은 단계적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67).

3차회담은 본격적 협상 단계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한국, 미국, 북한이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실질 논

의가 진행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들(first steps)을 가능

한 조속히 취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CVID와 같은 표현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차단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핵폐

기와 동결의 범위․검증․기간, 상응조치 등에 대한 참가국들의 이견이 확인되

었다. 특히 미국은 폐기 및 신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북한은 동결에 중점

을 두고 있다 할 것이다68).

67)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폐막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한

국․미국과 북한 간에는 핵동결의 범위․ 검증방법 및 주체, 상응조치 등에서 큰 차이를 보

다"며 "그러나 이번 회담은 남․북한과 미국이 구체적 제안을 해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토의가 본격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68) 국제위기감시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은 북핵관련 6자회담과 관련하여 2004년 11월 

Asia Report No.87, North Korea: Where Next For the Nuclear Talks, Seoul/Brussels, 

15 Nov. 2004“을 발표하 다. 동 보고서에는 북핵 해결을 위한 8단계 해법을 제시하고 있

다. 8단계는 ①북핵 동결후 안전보장각서 제공 ②북핵 프로그램 전모 공개 및 NPT 복귀 선

언 ③ NPT 복귀와 추가의정서 서명후 대북 에너지 공급 ④핵폐기 동의후 북한내 발전소 

시설 가동재개 준비, EU의 대북 구호지원 ⑤플루토늄 프로그램 폐기 돌입과 재처리 물질 

해외이송, 사찰 허용 ⑥IAEA 주도의 전문가팀과 HEU 프로그램에 대한 사찰 방법 등 논의, 

HEU 관련 시설 초보적 사찰 ⑦북․미 연락사무소 교환개설 준비 ⑧북․미 연락사무소 교

환개설,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삭제, 대북 경제제재 철회 준비 단계로 구성되어 있

다. ICG 보고서에는 또 8단계 해법과 함께 미국에 대해 북핵 동결의 대가인 경제지원과 안

전보장안을 제시하고 경수로 사업 중단 기간 연장을 권고하고, 6자회담 참가국 중 한국 등 

나머지 5개국에 대해서도 북한이 합리적인 타협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제재 돌

입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 4-7  제3차 6자회담 의장성명 전문

1. 제3차 6자회담이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미합중국 사이에 2004년 6월 23∼26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2.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왕 이 외교부 부부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김계관 외무성 부상, 일본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아주국장, 대한민국 이수

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러시아연방 알렉산더 알렉세예프 외교부 특사, 미합중국 제

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이었다.

3. 제3차 6자회담을 준비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실무그룹회의가 5월 12∼15일과 6월 

21∼22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참가국들은 실무그룹회의 운 에 관한 `개념문건

'(concept paper)을 승인하 다.

4. 제3차 회담 중에 참가국들은 건설적․실용적․실질적인 토의를 가졌다. 제2차 회담 

의장성명에 반 되어 있는 컨센서스에 기초하여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 으며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초기 조치들(first 

steps)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5. 참가국들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말 대 말'과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인 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 다.

6. 이러한 맥락에서 제안, 의견, 건의들이 모든 참가국들에 의해 제의되었다. 참가국들

은 이러한 제안, 의견, 건의들의 제출을 환 하고 향후 작업에 유용한 기초가 될 

공통의 요소들이 있다는데 주목하면서, 참가국들 사이에 이견이 남아 있다는 데에

도 유의하 다. 참가국들은 공통의 기반을 확대하고 기존 차이점을 줄여 나가기 

위해 추가 토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 다.

7. 참가국들은 제4차 6자 회담을 9월말 이전에 베이징에서 개최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일자는 실무그룹의 진행을 고려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결정하기로 하

다.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이 가능한 한 가장 빠른 날짜에 개최되어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들로서, 범위와 기간, 검증, 상응조치를 정의하며(define) 적절한 대로 제

4차 회담에 건의를 하기로 하 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 대표단들은 중국측

이 제3차 회담의 성공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에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 다.



4.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북한 핵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법적․기술적 문제

와 정치적 이유로 대북 경수로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집행이사국들은 

2003년 12월 1일부터 1년간 사업을 일시 중단(suspension)하기로 합의한 바 있

다69). 그러나 2004년에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2004년 11월 26

일 KEDO 집행이사회는 사업의 중단조치를 2004년 12월 1일부터 1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 다. KEDO 이사회는 중단기간 만료 전에 경수로 사업의 

장래를 검토할 예정이며, 건설현장 및 현장 밖에서의 사업의 보존 및 유지 활

동은 계속하게 된다.

제 3 절  원자력공동위원회

2004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21개국과 정부차원의 원자력협력협정 등을 체결

하여 양국간 원자력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표 4-8 참조). 이중 19개국과는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보충협정 및 협력각서를 각각 1개국과 체결하고 

있다. 협력협정 체결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벨기에, 프랑스, 독일, 국, 중국, 

아르헨티나, 베트남, 터키, 러시아, 브라질, 체크, 우크라이나, 이집트, 칠레, 루

마니아, 카자흐스탄이며, 스페인과는 보충협정을 일본과는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협력협정 체결 이외에, 한국 과학기술부와 태국 원자력청은 

2004년 3월 24일 원자력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 다.

69) 사업중단은 KEDO와 북한이 양자간에 체결된 각종 합의서 및 의정서의 관련 규정을 계속 

준수할 것임을 의미한다.



표 4-8  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현황(2004년 말 현재)

국 가 협정명
서명일

(서명장소)
발효일

미  국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72.11.24
개정:'74.5.15
(워싱턴)

'73.3. 19
개정:'74.6.16

캐나다
대한민국정부와 카나다정부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

'76. 1. 26
(서  울)

'76. 1. 16

스페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과 응용을 위한 대한민국 원자력위
원회와 스페인 원자력위원회간의 보충 협정

'75. 7. 14
(서  울)

'76. 12. 10

호  주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서 협력 및 핵물질의 이전에 관한 협정

'79. 5. 2
(캔버라)

'79. 5. 2

벨기에
대한민국정부와 벨지움왕국정부간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81. 3. 3
(브뤼셀)

'81. 3. 3

프랑스
대한민국정부와 불란서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
한 협력협정

'81. 4. 4
(서  울)

'81. 4. 4

독  일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86. 4. 11
( 본 )

'86. 4. 11

일  본
대한민국정부와 일본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각서

'90. 5. 25
(동  경)

'90. 5. 25

  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국정부간의 협정

'91. 11. 27
(서  울)

'91. 11. 27

중  국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94. 10. 31
(서  울)

'95. 2. 11

아르헨
티나

대한민국정부와 아르헨티나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96. 9. 9
(부에노스
아이레스)

'97. 9. 19

베트남
대한민국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협력을 위한 협정

'96. 11. 20
(하노이)

'97. 1. 6

터어키
대한민국정부와 터어키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협력을 위한 협정

'98. 10. 26
(앙카라)

'99. 6. 4

러시아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공화국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력을 위한 협정

'99. 5. 28
(모스크바)

'99. 10. 8

브라질
대한민국정부와 브라질정부와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
한 협력을 위한 협정

'01. 1. 18
(서울)

-

체크
대한민국정부와 체크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01. 3. 16
(서울)

'01.  6. 1

우크라
이나

대한민국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01. 7. 23
(키에프)

이집트
대한민국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01. 8.  4
(카이로)

'02. 6. 1

칠레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02.11.12
(서울)

루마
니아

대한민국정부와 루마니아정부간의 산업 및 연구․개발 분야
에서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04. 2. 3
(부카레스트)

'04. 9. 6

카자흐
스탄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
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04. 9. 20
(아스타나)



1. 한․미 원자력공동위원회

제25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는 2004년 7월 12-16일에 서울에서 개최되

었다. 본 회의는 예년과 같이 정책분야, 기술분야, 안전성분야 및 안전조치분야

의 4분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가. 정책의제

정책분야에서는 양국의 원자력정책, 양국간 협력, 핵비확산체제, 국제기구와

의 원자력협력, 기타 원자력관련 협약, 제3국과의 원자력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표 4-9 참조).

표 4-9  한미 공동상설위원회 정책의제

분야 주요 의제

양국의 원자력 

정책/프로그램 소개

양국간 협력

∙I-NERI, GEN-IV

∙INEEL과 KAERI 협력

∙ANL과 KAERI의 AFCI 분야 협력

핵비확산 체제

∙미 대통령의 구상, NPT 준비회의

∙CTBT, FMCT, 지역별 핵비확산 동향

∙NSG/수출통제, 핵물질물리적방호협약

∙GTRI, 방사선원 보안 및 행동준칙

국제기구와의 협력

∙IAEA 강화, 추가의정서 발효

∙IAEA 예산, 원자력보안 이슈

∙IAEA 이사국 확대방안, OECD/NEA

기타 협약

∙원자력안전협약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공동협약

∙원자력손해배상 보충협약

제3국과의 원자력협력

∙양국간 원자력협력현황

∙플루토늄 관리 및 처분협약

∙G-8 Global Partnership

∙제3국으로의 원자력수출을 위한 협력



(1) 양국간 협력

GEN-IV 계획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이 구현되는 시기를 2030년 이후로 예

상하고 있으나, 이 시기보다 더 일찍 구현될 수 있는 개량형 원자력시스템을 

Near Term Deployment(NTD)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측은 International NTD

의 후보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추진중인 일체형원자로인 SMART가 선정될 

수 있음을 제안하 다70).

INEEL과 KAERI의 약정체결은 첨단 원자력에너지 시스템, 핵연료, 원자력수

소 생산 분야의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측은 ANL West과 INL의 통합 

작업에 따라 미국측의 협정안 검토가 지연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조속한 체결

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혔다.

ANL과 KAERI의 협력약정 체결은 AFCI(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에 

대한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6월 미국에서 개최된 

ICAPP(International Congress on Advances in Nuclear Power Plants) 회의에 

참석한 한국측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우리나라는 동 협력약정을 제 47차 IAEA 

정기총회 기간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 및 한국 과기부 장관이 체결한 

MOST-DOE의 MOU의 부속약정 VI"의 후속조치로 구체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

으며, 양국 정부는 조속한 체결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 다.

(2) 핵비확산체제

미국측은 2004년 2월 부시대통령이 국방대학원에서 행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관한 연설 내용을 소개하 다. 미국측은 부시대통령이 제안한 대량살상

무기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한국도 동참하여 주기를 요청하 으며, 한

국도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 다.

70) KAERI와 Westinghouse는 SMART와 IRIS(International Reactor Innovative and Secure)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까지 독립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온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기 위

한 협력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Westinghouse는 일체형원자로 IRIS를 1999년부터 현재까지 

9개국(미국, 국,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일본, 크로아티아)이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중에 있다. KAERI는 일체형원자로 SMART개발을 1996년 11

월부터 시작하여 1999년 3월 개념설계를 완료하고 2002년 3월 원자로계통에 대한 기본설계

를 완료한 바 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NPT 의무위반 및 탈퇴선언 등에 따라 NPT 체제에의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한미 양국은 NP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 조

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2005년 NPT 평가회의에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 다.

지역적인 핵확산 우려와 관련하여 미국은 이란, 남아시아, 북한, 이락, 리비

아에서의 사례를 소개하 다. 이란과 관련하여서는 이란의 핵주기에 대한 

IAEA의 결의안이 이행되지 않음을 우려하면서, IAEA 이사회에서 한국의 지지

를 요청하 다. 남아시아의 핵무기 운반수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미국은 인

도 및 파키스탄의 핵실험금지와 제조 중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야 함을 언급

하고, A.Q. Khan 박사가 연루된 핵무기 비  네트워크 규명을 위하여 파키스

탄과 협력하고 있음을 언급하 다. 북한에 대하여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미사일 

확산을 중지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을 언급하 다. 리비아의 경우에는 대량살상무기 해체를 위한 조치가 진

행중이며, IAEA와도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소개하 다. 이라크

에 대하여는 이라크에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면 외교관계를 회복할 것이며, 대

량살상무기 진상 규명을 위하여 이라크와 협력하고 있음을 언급하 다.

NSG 지침 강화와 관련하여, 미국은 농축 및 재처리 관련 품목을 기존 상용 

규모 보유국 이외에는 이전을 금지하고자 하는 부시대통령의 국방대학 연설을 

소개하고 또한 2004년 G-8 정상회의에서 민감 원자력기술 이전을 제한하고 추

가의정서를 NSG의 수출조건으로 하기 위하여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합의 내

용에 대하여 소개하 다. 우리나라는 핵확산 우려국들이 우회적이고 비합법적

인 수법을 통하여 핵물질의 구매를 시도하고 있는 바, 이러한 도전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려국가의 핵활동에 대한 정보교환의 활성화, 수출거부 

통보 및 No-Undercut 제도의 강화, 그리고 개별국가 차원에서 최종사용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 다.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협약의 개정과 관련하여71) 미국은 오스트리아의 제안

71) 핵물질 물리적 방호협약에 대하여는 국제간 이동중인 핵물질 뿐 아니라 국내 소재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사보타지까지 협약 적용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군사활동에 대한 협약 적용배제, 환경조항 삽입여부 등 일부사안을 제외



을 지지하고 있음을 표명하 고, 우리나라도 오스트리아의 제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IAEA로 제출할 것을 약속하 다.

미국은 2004년 9월 GTRI를 구체화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히

고, 우리나라의 참여와 지지를 요청하 다. 우리나라는 방사성물질의 보안을 강

화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함을 표명하고, 한국도 동 회의에 참여할 예정

임을 미국측에 전하 다.

2004년 1월 IAEA는 방사선원의 보안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Code of 

Conduct를 공포하고 회원국들에게 동 지침의 이행을 위한 국가적 인프라를 구

축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Code of Conduct에 대한 이행 의사를 

IAEA에 전하 음을 설명하고, 동 지침의 이행을 위하여 미국과 정보 교류 등 

상호 협력할 것을 요청하 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무적선원을 방지하고 

선원관리 상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원의 전수명 단계를 추적 관리하

는 인터넷 기반의 국가 등록시스템(RASIS: Radiation Safety Information 

System)을 개발중에 있음을 설명하 다. 미국측은 Code of Conduct에 대한 한

국의 지지를 환 하면서 양국이 방사선원의 보안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에 

동의하 다.

우리나라는 포괄적 핵실험금지 금지조약(CTBT)에 1996년 서명하고 1999년 

비준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군축 및 핵무기 비확산을 위하여 동 조약의 조속

한 발효를 촉구하 고, 미국은 동 조약을 비준하지 않는다는 자국의 입장을 밝

혔다.

(3) 국제기구와의 협력

미국측은 부시대통령이 2004년 국방대학 연설에서 제안한 IAEA의 기능강화 

제안 내용을 설명하 다. 미국측은 특히 이사회 산하에 신설코자 하는 특별위

원회의 역할과 운 방안 등에 대한 미국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하고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오스트리아는 군사활동에 대한 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안

을 2004년 5월 IAEA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외교회의를 개최하여 동 제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이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 다. 양국은 핵비확산을 위한 추가의정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아직 추가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이 조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을 공감하 다.

IAEA 예산과 관련하여, 양국은 예산 증액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 다. 특

히 안전조치 분야의 예산 증액은 특별기여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감하 다. 또한 양국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기술협력

기금의 중요성에 주목하 다72).

미국측은 IAEA의 Nuclear Security Action Plan의 조속한 이행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회원국의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 다. 우리측은 

IAEA의 Nuclear Security Action Plan의 이행을 위한 Nuclear Security Fund로 

2003년 및 2004년에 각각 150,000 달러를 기탁하 음을 언급하고, 관련된 국내

조치로 2004년 2월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사능방호 및 방재대책법이 발효되었음

을 설명하 다.

IAEA 이사국 확대를 위한 헌장 6조 개정과 관련하여, 한국측은 IAEA에서 

결의안 채택 이후 4년이 경과하 음을 언급하고,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미국이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 다. 미국측은 이스라엘의 지역배정 문제가 해결되어

야 함을 지적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피력하 다.

OECD/NEA와 관련하여, 미국측은 NEA에서 작성중인 전략계획이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동 계획에서 열거한 모든 활동을 지원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

으며, 이에 따라 NEA가 의도한 기술적 과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 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NEA가 이러한 목표에서 이탈하

고 있는 경향에 대하여 우려하면서, NEA가 과학 및 기술을 다루는 다국적 기

구로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 다.

72) IAEA 예산 분담과 관련하여, 미국측은 세계 6위의 원전 이용국인 한국이 안전조치 분야에

서 예산 배분에 특혜를 받고 있는 shielded country로 분류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코멘트를 하 다.



(4) 기타 협약

원자력안전협약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은 2005년에 개최되는 검토회의에 적

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 다. 한미 양국은 동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가 

증가할수록 전세계의 원자력안전도 강화되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 고, 이러

한 맥락에서 미국측은 향후 원자력발전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국가

들을 대상으로 한국이 이들 국가의 원자력안전협약 가입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제안하 다.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과 관련하여, 우

리나라는 동 협약이 전세계의 방사성폐기물 안전성 확보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동 협약에 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면서 차기회

의에서 미국이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 다. 미국은 아프리카, 남미지역 

국가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들 지역에서 워크숍이나 회의를 개최할 예

정임을 설명하고, 아직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가입을 촉구하기 위

한 활동에 한국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 다.

손해배상 보충협약에 대한 논의는 한미 양국의 동 협약에의 가입이 대북경

수로사업의 추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거론되어 왔으며, 양국은 진전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 다.

(5) 제3국과의 원자력협력

미국측은 러시아의 핵무기용 잉여 플루토늄을 변환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및 재정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음을 설명하 다. 

G-8 Global Partnership과 관련하여, 미국은 동 파트너십에 한국이 참여한 

것을 환 하 고, 한국은 동 파트너십이 러시아 이외의 전세계로 확대되어야 

함을 언급하 다.

제3국과의 원자력협력과 관련하여 한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원자

력발전 계획을 소개하고, 한국 기술진이 미국 본토에 진출시 입국 비자를 취득

하는 것에 미국 정부가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 다. 미국측은 한국과 미국이 



중국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joint venture를 설립할 경우, 최근 확립된 대 중국 

원자력기술 수출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설명하 다.

나. 기술의제

기술 협력분야에서는 기 협의중이거나 새로이 제안된 36개의 의제가 다루어

졌으며, 주요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액체금속로 개발과 관련하여, 양국은 Gen-IV 및 I-NERI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함을 인지하고, 양국간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례별

로 적정 협력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 다.

연구로용 판상핵연료는 한국에서 개발한 원심분무 핵연료 분말 제조기술을 

핵비확산용 연구로 핵연료 제조에 이용하기 위하여 한미 양국간에 토의되어 왔

다. 원심분무 U-Mo 특허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측은 핵비확산의 평화적인 목

적을 위하여 지적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여할 것을 요구하여 왔으며, 우리나라

는 미국측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지적 소유권을 무

상 양여하기로 2003년 공동위에서 합의하 다.  그러나 기술이전 과정에서 발

생하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기술을 전수받는 측에서 비

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기술이전과 

관련된 법적 요건의 검토를 거친 후 기술이전을 추진하기로 하 다.

조사후 시험활동에 관한 공동결정의 이행에 대한 협의는 우리나라가 미국 

원산지 물질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조사후 핵물질의 원형 및 조성을 변경할 필

요가 있을 때 미국과 사전에 협의하여 공동결정(Joint Determination)하는 것으

로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제 8조 C항 및 제 10조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나라

는 협정 8조C항 이행을 위하여 사례별 방식이 아닌 generic consent 방식으로 

미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3차례의 공동결정을 체결한 바 있다. 3차 

공동결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 까지 유효하며, 조사후 시험

활동과 DUPIC 핵연료가공활동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동결정의 범위 내

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미국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시설에서의 

추진현황을 매년 상설위원회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AFCI의 핵심 기술은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감축을 위

한 Pyroprocessing 기술로 볼 수 있다. Pyroprocessing 기술은 기존의 습식 사

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에 비해 우수한 핵확산 저항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향후 

차세대 핵연료주기 기술로의 적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및 발열량 감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인 관리기

술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1997년부터 Pyroprocessing 기술을 이용

한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 공정을 개발하여 왔다. 2004년 공동상설위원회에

서는 핵확산저항성 및 핵물질 계량․관리 기술 개발을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

소와 미국 LANL, ANL 및 PNNL과 공동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

어졌다.

수소에너지는 미래의 청정에너지원으로 석유자원의 고갈 및 지구온난화에 

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GIF 노형으로 선정된 초고

온가스로는 원자력수소생산에 적합한 고온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초고온가스로의 설계개념 및 이를 이용한 수소생산에 공통의 관심사를 

표명하여 왔다. 미국은 수소생산실증을 위한 NGNP(Next Generation Nuclear 

Power) 및 NHI(Nuclear Hydrogen Initiative)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ANL, INEEL 및 한국원자력연구소가 I-NERI 과제로 제안한, “가스로의 열수력

/안전해석 체계 검증 및 실험 데이터베이스 선정”이 양국간에 선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부터 “원자력수소생산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시작하

으며, 이를 통하여 초고온가스로의 계통, 핵연료 및 노심 설계 및 안전성, 재료 

연구 및 열화학법을 이용한 수소생산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04년 원자력

공동위에서는 Gen-IV 원전을 이용한 원자력수소생산 분야에 관련 전문가 및 

기술정보를 교환하여 양국간의 기술교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공감대를 형

성하게 되었다.

다. 안전성 분야 의제

안전성 분야 의제에서는 원자로 노화현상 연구, 과기부/NRC간 원자력안전

성 관련 기술정보 교환약정, 원자력 안전성 관련 훈련 프로그램, 방사선 비상대



응 협력, 중대사고 공동연구, 원자로 건전성 평가, 원자력발전소의 물리적 방호 

등에 대한 협력방향이 논의되었다. 원자력발전소의 물리적 방호 의제는 9.11테

러 이후, 미측이 제안한 의제로서 원자력시설의 테러, 사보타주 등의 다양한 위

협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2003년 공동위에서 미국측은 원자

력발전소와 Ⅰ등급 핵주기 시설에 대한 DBT(Design Basis Threat)를 강화하

으며, 사업자의 시설 및 운반 방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임시 보완책

을 제시하 다. 또한 미국측은 강화된 물리적 방호 사안을 반 하여 물리적 방

호 법령인 10CFR Part73을 수정할 예정임을 설명하 다. 2004년 공동위에서 우

리측은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체제 강화와 방사능방재 대책의 재정립

을 위하여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을 마련하 으며 2004년 2

월 15일로 발효되었음을 소개하 다. 동 법은 IAEA 핵물질 방호협약 개정안의 

개정 주요 내용 및 국제지침(INCIRC/225/rev.4)을 비롯한 미국 10 CFR Part 

73의 방호철학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측은 동법의 발효에 따른 위협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정량적인 기술기준의 개발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향후 원자력시

설에서의 위협 대처방안에 대해 양측간에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 다.

라. 안전조치 분야 의제

안전조치 분야에서는 양국의 안전조치 이행 현황, 추가의정서 추진현황, 안

전조치 이관협정의 효력정지의정서 체결, 안전조치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안전조치 이관협정 효력 정지의정서 체결에 대한 논의 경

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1956년 2월 3일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 다. 동 협정 

제11조는 협정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이전된 품목과 이로부터 파생된 품

목에 대한 미국의 안전조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은 원자로와 기타 장비 

및 장치의 설계를 검토할 권리와, 핵물질, 원자로, 장비/장치의 가동기록 유지/

작성 및 관련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권리 및 한국 내 관련 장소 및 자료에 접

근할 권리 등을 보유하게 된다. 한․미 협정 제12조 B항에 따르면 미국의 안전

조치권은 IAEA 안전조치협정으로 충족된다고 미국 정부가 동의하는 범위 및 



기간까지 정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1968년 1월 5일에는 미국의 안전조치권을 IAEA로 이관하는 3자간 안전조치

이관협정(INFCIRC/111)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관협정 제2장 6절에서 미국은 

해당 품목이 IAEA 안전조치를 적용받는 한국측 목록표(Inventory)에 있는 동안 

미국의 안전조치권을 정지하는데 동의하 다. 이후 1975년 10월 31일에는 한국

과 IAEA가 전면안전조치협정(INFCIRC/236)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3자간 안전

조치이관협정에 따른 IAEA 안전조치는 정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삼자간 안전조치이관협정 하에서 IAEA 안전조치를 적용받는 한국측 목록표가 

유지되는 동안만 미국의 안전조치권이 정지되므로 이러한 목록표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 미국의 안전조치권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미국은 한․미 협정 제12조 B항의 동의를 각서 형태로 한

국 측에 전달하고 이와 함께 정지의정서의 체결을 요구하게 되었다. 동 의제는 

1991년 제12차 공동상설위원회에서 공식 의제로 제기되었으나 이후 진전을 이

루지 못하 다. 미국은 1998년 제19차 공동상설위원회에서 다시 의제로 상정하

으며, 안전조치이관협정의 정지의정서 및 외교각서 초안을 제시하 다.

2003년 개최된 공동위에서 우리측은 국내 관계기관간 협의된 진전 상황을 미

측에 전달하 다. 첫째, 한국이 금지되지 않은 군사적 이용을 의도할 시에는 정

지의정서의 조건을 따르도록 양자간 협의되고 있는 바, 정지의정서 3조의 내용

에서 만족시키는 대상을 미국으로만 국한하며, IAEA는 만족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측 의견을 제시하 다. 둘째, 미국의 안전조치권을 정지한다는 것

을 각서 형태로 미국이 한국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있는 바, 각서 내용이 한국이 

제안한 내용 이외에 미국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한미협정 11조에 따른 미국

의 안전조치권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 바, 이는 불필요하다는 입장

을 표명하 다. 셋째, 미국은 포르투갈, 베네수엘라, 터키와 체결한 정지의정서 

사본을 한국에 제공한 바 있으나, 원자력기술이 선진화된 나라와의 체결 사례를 

참조하기 위하여 일본과 체결한 정지의정서 사본을 미국에게 요청하 다.

2004년 개최된 제25차 한미공동위에서 미국측은 지난 공동위에서 우리측이 

문의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 다. 첫째, 정지의정서 3조에서 언급한 만족



의 대상으로 IAEA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IAEA도 이를 유지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둘째 정지의정서 3조에서 언급한 만족의 수단으로, 미국

은 양국간 원자력협정에서 규정된 안전조치권을 필요시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일본과의 정지의정서 체결에 대해서는, 일본이 미국과 신 원자력협력협정을 체

결함에 따라, 일본과는 정지의정서를 체결할 필요가 없어졌음을 공동위 개최 

이전에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정지의정서 체결을 위하여 2가

지 방안을 관련기관과 논의중임을 설명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미국측에 통보

하기로 하 다. 

1안)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여 정지의정서 체결시 현재의 내용대로 양자간 

외교각서를 교환

2안) 양자간 외교각서 교환을 배제하고, 미국이 원래 제안한 방식대로 

일방적 외교각서만 수령

안전조치권 행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한․미 

협정 12조에는 미국의 안전조치권은 IAEA의 안전조치가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

고 있다고 미국이 동의하는 기간 및 범위에서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 조항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해석이 상이할 수 있으나, 미국은 IAEA의 

안전조치가 미국이 규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한․미 협정

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국의 안전조치권을 필요시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

명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공동위에서 표명된 우리나라의 입장은 

정지의정서 체결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를 존중할 경우, 미국의 안

전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하고 있는 양자간 각서(bilateral diplomatic 

note)의 채택 여부만이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라 할 수 있다.

2. 한․베트남 원자력공동위원회

제2차 한․베 원자력협력위원회는 2004년 3월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

되었다. 그동안 양국은, 원자력협력협정체결('96.11), 기관간 원자력협력약정체결



('02.2), 고위급 대표단 방문, 제1차 원자력협력위원회('02.7) 개최 등을 통하여 

원자력분야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제2차 회의에서

는 베트남의 노후화된 연구로의 유지․보수 지원, 2013년 운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규 연구로 건설 사전타당성연구지원, 베트남의 원전건설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연구지원, 핵의학 분야 인력 연수 지원, 원자력안전규제 체계 수립 

지원 등 양국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 으며, 이를 계기로 대 베트남 원

자력 기술․인력․장비의 수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은 1990년대 들어서부터 년 평균 약 7.5%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산업 발전으로 전력 수요 역시 경제 성장률 보다 높은 

년 평균 약 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전력 수요 증가와 화

석 연료 고갈에 대비하여 베트남 정부는 90년대 초부터 원전 도입 기초 연구를 

시작하 고, 2002년에는 베트남 최초의 원전을 2017-2020 기간에 가동을 목표로 

한국과 일본 각각을 파트너로 별도의 예비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 다. 베트남 

원자력위원회(VAEC)는 발전 계획을 포함하여 원자력 기술 장기 계획을 베트남 

정부에 제출하고 2004년 말 예상되는 국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베트

남은 2004년 5월 하노이에서 우리나라, 일본, 프랑스 등이 참가하는 국제 원자

력 기술 전람회를 개최하 다. 이는 베트남 국민들과 장기 원자력 계획의 중요

한 결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은 유일한 연구용 원자로인 DNRR 연구로가 2015년이면 건설한지 55

년에 이르게 되므로 현재까지 구축된 원자력 인프라 및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새로운 연구로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베트남은 새 연구로를 2015년 

이전에 가동을 시작하여 원자력 기술과 인프라의 자연스런 연결 및 도약을 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계획과 전략 수립 등을 위하여 우리나라 연구용 원자

로인 하나로의 경험을 참고로 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은 2002년 9

월부터 수행한 연구로 건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연구 결과에 대해 내년 초까지 

내부 논의와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현재 베트남의 원자력 장기 계획은 정부 

부처에 제출된 상태이며, 총리가 국가의 전체 사업 계획의 중요성과 우선순위



를 감안하여 결정을 할 예정이다. 베트남의 연구용 원자로 건설에 대한 향후 

예상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04. 12 - 2005. 3 ; 예비 타당성 연구에 대한 내부 논의 

• 2005 - 2006 ; 타당성 연구

• 2006 - 2007 ; 사업 계획 및 개념 설계 (정부 승인 필요)

• 2008 ; 건설 허가

• 2009 ; 건설 착수 

• 2014 ; 시운전 및 운전 준비 완료 

3. 한․카자흐스탄 원자력공동위원회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간의 원자력협력협정은 2004년 9월 카자흐스탄에서 

체결되었다73). 합의된 원자력 협정의 주된 내용은 SMART, RI 이용 생산, 방사

선 의학 분야의 기술교류 등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INP(핵물리연구소)에서는 

2007년을 목표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의학원에 해당하는 병원 설립을 목표로 하

고 있어, 이 분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5위의 석유 생산국이며74), 원자력발전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의 매장량은 세계 2위이다. 대한광업진흥공사와 카자흐스탄측 국 우라

늄공사는 브데노브스크 우라늄 광산의 공동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대통령의 방문과 함께 활발하게 이루어진 투자 협력을 통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수요의 10%에 해당하는 우라늄 원광을 들여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안정적 원자재 공급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75). 카자

흐스탄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원자로를 건설하

73) 2004년 5월에 카자흐스탄의 대표단이 방한하여 "한/카자흐스탄 협력 협의회"를 매년 개최

하기로 합의를 보았는바, 이에 대한 한국측의 공식적인 방문 성과의 하나로 원자력협력협정

이 체결되었다.

74)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 연안에 잠재 매장량 2천600억 배럴에 확인된 매장량만 394억 배럴

에 이르는 세계 7위의 석유 강국이다.

75) 정부는 "이 사업이 성사되면 연간 4천톤의 우라늄을 쓰고 있지만 독자 개발하는 자주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자주원을 10% 이상 높이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 전력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첫째, 국내에서 생산된 U 광물 자원의 활

용, 둘째, 원자력 관련 연구자를 유지하여 관련 기술 보유, 셋째 종합 과학인 

원자력기술 개발로 신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 한․불 원자력공동위원회

프랑스와의 제16차 원자력공동위원회는 2004년 10월 20-22일에 서울에서 개

최되었다. 동 위원회에서는 미래형원자로, 원자력안전, 방사선방호 분야 기술협

력 강화, 핵융합 에너지 협력방안, 원자력전문가교류방안 등에 대한 협력방안이 

검토되었다. 기관간 기술협력 약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부와 프랑스 

DGSNR(French Safety Authority)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규제를 위한 협력을 

논의하 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와 IRSN(Institute for Radioprotection and 

Nuclear Safety)은 PHEBUS Fission Products Program, CABRI RIA Program 

등의 협력에 대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과 IRSN은 PSA(Probabilistic Safety 

Analysis), PSR(Periodic Safety Review) 등의 협력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 다.

PHEBUS Fission Products Program은 1988년에 개최된 제 4 차 한․불 원

자력 위원회에서 프랑스측이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청하여 비롯되었다. 이후 

1991년 CEA/IPSN과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참여비 7.2MFF 지급조건으로 협

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는 PHEBUS FP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와 실험 

결과들을 입수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PHEBUS FP 협약이 1998년 3월로 

기한이 도래하게 됨에 따라 양국은 협약을 당초 계획한 6개의 실험이 완료될 

때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 으며, 이에 따라 FPT-3 실험 수행이 예상되는 

2004년 이후 협약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ABRI RIA 프로그램에 대한 양국간 협력협정은 프랑스 IRSN과 한국의 콘

소시움간에 2003년 최종 체결되었다. 한국의 콘소시움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원

자력안전기술원, 원전연료주식회사 및 KEPRI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현금 부

담액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58,500 EURO이며, 원자력연구소가 80%,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20% 분담하기로 되어있다.



또한 동 위원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협력방안이 논의되었

다.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프랑스 COGEMA는 1999년 핵연료주기폐기물 환경친

화성 연구협력에 합의한 바 있으며, 2000년 11월 원자력연구소와 COGEMA는 

핵연료주기 환경친화성평가 세미나를 국 BNFL과 공동으로 한국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후 핵연료주기 환경친화성평가 과제 진도회의를 2001년 9월 프랑스, 

2002년 11월 BNFL에서 개최하고, 2003년 3월 핵연료주기 환경친화성평가 한

불 협력  최종보고서를 발간하 다. 우리나라는 핵연료주기 환경친화성 평

가 연구가 프랑스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KAERI/MOST와 AREVA/CEA 간의 협력이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공동연구로 확대 발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5.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제5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는 2004년 12월 4-6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되었

다.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는 원자력정책, 원자력발전, 원자력 연구개발, 

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 원자력안전, 방사선 및 RI 이용기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동 위원회를 통하여 특히, 중국 신규원전 건설, 원자

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공동연구, 가속기활용기술개발, 원자력인력교류, 원자력

사고․고장 정보 교환, 의료용 사이클로트론 기술개발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토의되었다. 우리나라는 양국간 원자력공동위를 통하여 중국이 추

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사업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강

점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소생산 분야에서는 2004년 4월 14일 중국 북경에서 원자력수소생산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한․중 원자력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 다. 중국 칭화대 

내에 설립된 한․중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에서는 중국이 건설․운 중인 소

형 고온가스로를 중심으로 수소생산실험이 이루어지며76), 이는 우리나라가 

2019년까지 연간 3만톤 규모의 원자력 수소생산 실증로 건설을 목표로 추진중

76) 중국 칭화대 산하 원자력연구소(INET)는 독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원자력 수소생산용 

고온가스실험로 HTR-10을 2000년 완공하여 운전중이다.



인 원자력 수소생산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의 주요기능은 HTR-10 실험분석 및 신규실험수행, 

발전용 프로토타입 HTR-10 공동설계, 우리나라 원자력수소용 실증로 공동설계, 

원자력 수소제조기술 공동개발 등이다. 동 센터는 운 위원회를 설립하여 센터

운  등에 대하여 협의하게 되며, 우리나라의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INET 인력 

및 칭화대 소속 대학원생 등과 공동으로 실험 및 연구개발을 수행할 계획이다.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는 광섬유 형태의 레이저이므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장소 혹은 장치의 절단, 용접에 매우 효과적이므로 원자력 산업에 유용하게 이

용될 수 있다. 중국 과학원(CAS: Chinese Academy of Science) 산하의 상해 광

정  기계연구소(SIOM: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는 

핵융합 및 X-선 광원용 고출력 레이저 개발에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중국에

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OPA(Optical Parametric 

Amplifier) 방식의 16 TW 펨토초 레이저는 이 방식에서 세계최고의 수준이며, 

OPA는 10,000 TW도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SIOM은 OPA 

시스템으로 펨토초 LIDAR 응용을 현재 계획하고 있다. SIOM은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고출력 엑사이머 레이저 등 첨단 레이저분야에서도 많은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100 kW의 출력이 가능하여 원자력 해체에 적용이 가능

한 광섬유 레이저 개발 분야에서는 중국 자체에서 개발된 광섬유와 레이저 다

이오드를 사용하여 단일 광섬유로부터 210W 급의 출력을 갖는 레이저를 개발

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제 5 장  결론 및 건의사항

국제 핵비확산체제는 9.11 테러이후 국제 안보문제와 관련되어 강화될 것으

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은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원자력 교역에서의 원자력 수출통제 강화가 전망되며 추가의정서의 발효국 확

대 등 IAEA 안전조치 강화와 국제적인 물리적 방호조치의 강화도 전망된다. 

파키스탄 A.Q.Khan 박사의 핵기술 및 장비의 국제적인 거래 조직의 발각 

이후 핵비확산조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개발도 제한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으며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등 민감 핵주기 시설에 대한 다자간 또는 지역적 체제의 가능성을 다시 거론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이용이 중요한 상황으로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2005년에 개최되는 제7차 NPT 평가회의는 조약 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핵보

유국들의 핵군축 이행,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강화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 권리 보장에서 회원국간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성공적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강화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

망된다.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추가의정서의 비준에 따라 최초 국가보고서를 동년 

8월에 IAEA에 제출하 다. 이와 관련 과거에 실시된 우라늄 농축 등의 핵물질 

실험에 대한 안전조치 보고 실패 문제가 이란 핵문제 및 북한 핵문제와 결부되

어 국제사회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유엔안보리로 회부 가능성이 제

기되기도 하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핵물질 실험 문제는 제48차 IAEA 정기총

회와 11월 이사회 등에서 국가차원의 다각적인 원자력외교를 통하여 성공적으

로 마무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IAEA에서의 외교활동은 앞으로 한 단계 

격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총회 전체 위원회에서 합의되는 결의안은 지

난 1년간 이사회의 주요 성과를 집약하는 최종 결과이고 결의안 초안 제출국의 

작성 의도가 함축적으로 포함하게 된다. 또한 전체위원회의 논의중 미해결사항



에 대하여는 별도로 작업단을 구성하여 논의 후 전체위원회에 재상정하고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참여 인력의 한정으로 인하여 일부 분야 작업단회

의만 참석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전체위원회의 follow-up 뿐만 아니라 

작업단 회의에서 국가이익을 반 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의 참여와 지원이 

요구된다. 

2004년 2월 미국은 부시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제안을 밝힘으로써, 기존 핵비확산 체제의 허점을 봉쇄하고 핵무

기 및 핵물질 보안을 강화하고 해체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민감 원자력기술 및 장비의 판매나 이전을 제한할 것을 다른 원자력 민감

기술 보유국에도 요청함으로써,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나라에게도 직․간접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자력 이용개발의 경우 미국은 투자의 지

속적인 확대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에너지전략에서도 원자력이용 활성

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국제 원자력계에서 주도적인 역

할을 하고 있으며 원자력 이용개발의 국제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

다.

미국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핵비확산과 관련하여, G8 정상회의에서 기

존 핵비확산 체제의 허점을 극복하기 위해 핵확산 우려국 또는 테러분자에게 

민감 품목 및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실제적인 추가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와 함께 GTRI를 제안하고 IAEA 정기총회 개최 이전에 국제회의

를 개최하 다. 이 구상은 핵무기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고농축 연구로 핵연료

의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로의 대체와 기존 위협감소 노력에 해당되지 않았던 

확산 우려가 있는 핵물질 및 장비를 규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포괄적인 국

제 데이터베이스(DB)를 확립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IAEA를 

포함하여 국제적인 협력 틀을 통하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이와 같은 외교적인 노력으로 향후 G-8 국가들은 물론 국제사회는 

NPT, IAEA, 원자력 수출통제체제 등에서 공급조건(추가의정서의 체결 및 비

준)의 강화, 핵확산 우려국과의 협력 제한, 민감 기술 및 품목의 이전 제한 등

의 조치들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국제 핵비확산체제에서 나타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IAEA 사무총

장은 다자간 핵주기 접근 방법을 제안하고 관련전문가 작업을 통하여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다자간 핵주기 접근 방안은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축, 재

처리 등의 민감 핵주기 시설을 국제 합의에 의해 다국적 관리 하에서 취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안은 강화되는 핵비확산체제에서 안정적이고 평

화적인 원자력의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과거 1970~80년대 이

와 유사한 검토 작업이 장기적으로 경제성 있는 핵연료 공급 보장의 불확실성, 

시설의 소유권 및 관리 문제 등의 이유로 성공하지 못한바 향후 추진에 난황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 방안은 원전 이용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장기적인 핵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확보 차원에서 향후 MNA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한 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는 21개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중 

11개국과는 원자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향후 원자력 선진국과는 공동

연구를 통한 원자력기술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과 베트남 등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의 신규원전 건설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

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SMART 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카자흐스탄, 칠레 등의 국가와는 사이클로

트론, 방사성 동위원소 분야의 개발 등 원자력 의학 분야의 진출도 구체화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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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핵비확산체제 가입 현황



※ 조약에 서명한 날짜임.

◇ 2004년 6월 현재 가입 승인 중에 있는 국가

COUNTRY UN NPT IAEA CD NSG ZC MTCR AG
Wasse 

-naar CTBT
※
PTBT PP Euratom

Afghanistan

Albania

Algeria

Andorra

Angol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rmeni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ahamas

Bahrain

Bangladesh

Barbados

Belarus

Belgium

Belize

Benin

Bhutan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Bulgaria

Burkina Faso

Burundi

Cambodia

Cameroon

Canada

Cape Verde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le

China

Colombia

Comoros

Congo

Cook islands

Costa Rica

Cote D'Ivoire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

Dem. Rep. of Congo

Denmark

Djibouti

Dominica

Dominican Republic

11/19/46

12/14/55

10/08/62

07/28/93

12/01/76

11/11/81

10/24/45

03/02/92

11/01/45

12/14/55

03/02/92

09/18/73

09/21/71

09/17/74

12/09/66

10/24/45

12/27/45

09/25/81

09/20/60

09/21/71

11/14/45

05/22/92

10/17/66

10/24/45

09/21/84

12/14/55

09/20/60

09/18/62

12/14/55

09/20/60

11/09/45

09/16/75

09/20/60

09/20/60

10/24/45

10/24/45

11/05/45

11/12/75

09/20/60

11/02/45

09/20/60

05/22/92

10/24/45

09/20/60

01/19/93

09/20/60

10/24/45

09/20/77

12/18/78

10/24/45

02/04/70

09/12/90

01/12/95

06/25/96

10/14/96

06/17/85

02/10/95

08/15/93

01/23/73

06/27/69

09/22/92

08/11/76

11/03/88

08/31/79

02/21/80

08/22/93

05/02/75

08/09/85

10/31/72

05/23/85

05/26/70

08/15/94

04/28/69

18/09/98

03/26/85

09/05/69

03/03/70

03/19/71

06/02/72

01/08/69

01/08/69

10/24/79

10/25/70

03/10/71

05/25/95

03/09/92

04/08/86

10/14/95

10/23/78

03/03/70

03/06/73

06/29/92

11/04/02

02/10/70

07/22/69

08/04/70

01/03/69

10/16/96

08/10/84

07/24/71

05/31/57

08/23/57

12/24/63

11/09/99

10/03/57

09/27/93

07/29/57

05/10/57

05/30/01

09/27/72

04/08/57

04/29/58

05/26/98

03/15/63

09/19/95

2002

07/29/57

08/17/57

09/14/98

07/13/64

07/29/57

01/05/01

09/19/60

01/01/84

09/30/60

03/25/65

11/19/63

02/12/93

10/01/57

06/07/65

09/27/93

10/10/61

07/16/57

07/11/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9/24/03

09/27/96

10/15/96

09/24/96

09/27/96

04/16/97

09/24/96

10/01/96

09/24/96

09/24/96

07/28/97

09/24/96

10/24/96

09/24/96

09/24/96

11/14/01

09/27/96

09/24/96

09/24/96

09/16/02

09/24/96

01/22/97

09/24/96

09/27/96

09/24/96

09/26/96

11/16/01

09/24/96

10/01/96

12/19/01

10/08/96

09/24/96

09/24/96

09/24/96

12/12/96

02/11/97

12/05/97

09/24/96

09/25/96

09/24/96

09/24/96

11/12/96

10/04/96

09/24/96

10/21/96

10/03/9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북한은 1974년에 가입하 으나 1994년 6월에 탈퇴하 음.

COUNTRY UN NPT IAEA CD NSG ZC MTCR AG
Wasse

-naar
CTBT PTBT PP Euratom

Ecuador

Egypt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Eritrea

Estonia

Ethiopia

Fiji

Finland

France

Gabon

Gambia

Georgia(Republic of)

Germany

Ghana

Greece

Grenada

Guatemala

Guinea

Guinea-Bissau

Guyana

Haiti

Holy See

Honduras

Hungary

Iceland

India

Indonesia

Iran(Islamic Republic of)

Iraq

Ireland

Israel

Italy

Jamaica

Japan

Jordan

Kazakhstan

Kenya

Kiribati

Korea (DPRK)

Korea(ROK)

Kuwait

Kyrgyzstan

Lao People's Dem. Republic

Latvia

Lebanon

Lesotho

Liberia

Liby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12/21/45

10/24/45

10/24/45

11/12/68

05/28/93

09/17/91

11/13/45

10/13/70

12/14/55

10/24/45

09/20/60

09/21/65

07/31/92

09/18/73

03/08/57

10/25/45

09/17/74

11/21/45

12/12/58

09/17/74

09/20/66

10/24/45

12/17/45

12/14/55

11/19/46

10/30/45

09/28/50

10/24/45

12/21/45

12/14/55

05/11/49

12/14/55

09/18/62

12/18/56

12/14/55

03/02/92

12/16/63

09/14/99

09/17/91

09/17/91

05/14/63

03/02/92

12/14/55

09/17/91

10/24/45

10/17/66

11/02/45

12/14/55

09/18/90

09/17/91

10/24/45

03/07/69

02/26/81

07/11/72

11/01/84

03/16/95

01/07/92

02/05/70

07/14/72

02/05/69

08/03/92

02/19/74

05/12/75

03/07/94

05/02/75

05/04/70

03/11/70

09/02/75

09/22/70

04/29/85

08/20/76

10/19/93

06/02/70

02/25/71

05/16/73

05/27/69

07/18/69

07/12/79

02/02/70

10/29/69

07/01/68

05/02/75

03/05/70

06/08/76

02/11/70

02/14/94

06/11/70

04/18/85

12/12/85

04/23/75

11/17/89

07/05/94

02/20/70

01/31/92

07/15/70

05/20/70

03/05/70

05/26/75

04/20/78

09/23/91

05/02/75

03/03/58

09/04/57

11/22/57

2002

01/31/92

09/30/57

01/07/58

07/29/57

01/21/64

02/23/96

10/01/57

09/28/60

09/30/57

03/29/57

10/07/57

08/20/57

2003

08/08/57

08/06/57

07/16/57

08/07/57

09/16/58

03/04/59

01/06/70

07/12/57

09/30/57

12/29/65

07/16/57

04/18/66

02/14/94

07/12/65

※

08/08/57

12/01/65

2002

04/10/97

06/29/61

10/05/62

09/09/63

12/13/68

11/18/93

01/29/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9/24/96

10/14/96

09/24/96

10/09/96

11/11/03

11/20/96

09/25/96

09/24/96

09/24/96

09/24/96

10/07/96

04/09/03

09/24/96

09/24/96

10/03/96

09/24/96

10/10/96

09/20/99

10/03/96

04/11/97

09/07/00

09/24/96

09/24/96

09/25/96

09/25/96

09/24/96

09/24/96

09/24/96

09/24/96

09/25/96

09/24/96

11/11/96

09/24/96

09/26/96

09/30/96

11/14/96

09/07/00

09/24/96

09/24/96

10/08/96

07/30/97

09/24/96

09/30/96

10/01/96

11/13/01

09/27/96

10/07/96

09/24/9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OUNTRY UN NPT IAEA CD NSG ZC MTCR AG
Wasse

-naar
CTBT PTBT PP Euratom

Macedonia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ldives

Mali

Malta

Marshall Islands

Mauritania

Mauritius

Mexico

Micronesia

Moldova(Republic of)

Monaco

Mongolia

Morocco

Mozambique

Myanmar

Namibia

Nauru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way

Oman

Pakistan

Palau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

Qatar

Romania

Russian Federation

Rwanda

04/08/93

12/20/60

12/01/64

09/17/57

09/21/65

09/28/60

12/01/64

09/17/91

10/27/91

04/24/68

11/07/45

09/17/91

03/02/92

05/28/93

10/27/61

11/12/56

09/16/75

04/19/48

04/23/90

09/14/99

12/14/55

12/10/45

10/24/45

10/24/45

09/20/60

10/07/60

11/27/45

10/07/71

09/30/47

12/15/94

11/13/45

10/10/75

10/24/45

10/31/45

10/24/45

10/24/45

12/14/55

09/21/71

12/14/55

10/24/55

09/18/62

04/12/95

10/08/70

02/18/86

03/05/70

04/07/70

02/10/70

02/06/70

01/30/95

10/26/93

04/08/69

01/21/69

04/14/95

10/11/94

03/13/95

05/14/69

11/27/70

09/12/90

12/02/92

10/07/92

06/07/82

01/05/70

05/02/75

09/10/69

03/06/73

09/04/92

09/27/68

02/05/69

01/23/97

04/14/95

01/13/77

01/13/82

02/04/70

03/03/70

10/05/72

06/12/69

12/15/77

04/03/89

02/04/70

03/05/70

05/20/75

02/25/94

03/22/65

01/15/69

08/10/61

09/29/97

01/26/94

12/31/74

04/07/58

09/24/97

09/19/57

09/20/73

09/17/57

10/18/57

02/17/83

07/30/57

09/13/57

09/17/77

03/27/69

03/25/64

06/10/57

05/02/57

03/02/66

09/30/57

09/30/57

09/02/58

07/31/57

07/12/57

02/27/76

04/12/57

04/08/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29/98

10/09/96

10/09/96

07/23/98

10/01/97

02/18/97

09/24/96

09/24/96

09/24/96

09/24/96

09/24/96

09/24/97

10/01/96

10/01/96

09/24/96

09/26/96

11/25/96

09/24/96

09/08/00

10/08/96

09/24/96

09/27/96

09/24/96

10/03/96

09/08/00

09/24/96

09/23/99

08/12/03

09/24/96

09/25/96

09/25/96

09/25/96

09/24/96

09/24/96

09/24/96

09/24/96

09/24/96

09/24/96

11/30/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OUNTRY UN NPT IAEA CD NSG ZC MTCR AG
Wasse

-naar
CTBT PTBT PP Euratom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moa

San Marino

Sao tome and Principe

Saudi Arabia

Senegal

Serbia and Montenegro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lomon Islands

Somal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uriname

Swaziland

Sweden

Switzerland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hailand

Timor-Leste

Togo

Tonga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Turkmenistan

Tuvalu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nited States of America

Uruguay

Uzbekistan

Vanuatu

Venezuela

Viet Nam

Yemen

Zambia

Zimbabwe

09/23/83

09/18/79

09/16/80

12/15/76

03/02/92

09/16/75

10/24/45

09/28/60

11/01/00

09/21/76

09/27/61

09/21/65

01/19/93

05/22/92

09/19/78

09/20/60

11/07/45

12/14/55

12/14/55

11/12/56

12/04/75

09/24/68

11/19/46

10/24/45

03/02/92

12/16/46

09/27/02

09/20/60

09/14/99

09/18/62

11/12/56

10/24/45

03/02/92

09/05/00

10/25/62

10/24/45

12/09/71

10/24/45

12/14/61

10/24/45

12/18/45

03/02/92

09/15/81

11/15/45

09/20/77

09/30/47

12/01/64

08/25/80

03/22/93

12/28/79

11/06/84

03/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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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40호



United Nations S/RES/1540 (2004)

Resolution 1540 (2004)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4956th meeting, on 28 April 2004

The Security Council,

Affirming that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s well 

as their means of delivery,*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Reaffirming, in this context, the Statement of its President adopted at the Council's 

meeting at the level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n 31 January 1992 (S/23500), 

including the need for all Member States to fulfil their obligations in relation to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nd to prevent proliferation in all its aspects of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Recalling also that the Statement underlined the need for all Member States to 

resolve peacefully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any problems in that context 

threatening or disrupting the maintenance of regional and global stability,

Affirming its resolve to take appropriate and effective actions against any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aused by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in conformity with its primary 

responsibilities, as provided for in the United Nations Charter,

Affirming its support for the multilateral treaties whose aim is to eliminate or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 importance 

for all States parties to these treaties to implement them fully in order to promote 

international stability,

*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resolution only:

Means of delivery: missiles, rockets and other unmanned systems capable of delivering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that are specially designed for such use. 

Non-State actor: individual or entity, not acting under the lawful authority of any State in 

conducting activities which come within the scope of this resolution.

Related materials: materials, equipment and technology covered by relevant multilateral 

treaties and arrangements, or included on national control lists, which could be used for 

the design, development, production or use of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Welcoming efforts in this context by multilateral arrangements which contribute to 

non-proliferation,

Affirming that prevention of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should not hampe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materials, equipment and 

technology for peaceful purposes while goals of peaceful utilization should not be used as 

a cover for proliferation,

Gravely concerned by the threat of terrorism and the risk that non-State actors* 

such as those identified in the United Nations list established and maintained by the 

Committee established under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267 and those to whom 

resolution 1373 applies, may acquire, develop, traffic in or use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Gravely concerned by the threat of illicit trafficking in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and related materials,* which adds a new 

dimension to the issue of proliferation of such weapons and also pos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Recognizing the need to enhance coordination of efforts on national, subreg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 order to strengthen a global response to this serious 

challenge and threat to international security, Recognizing that most States have 

undertaken binding legal obligations under treaties to which they are parties, or have 

made other commitments aimed at preventing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have taken effective measures to account for, secure and 

physically protect sensitive materials, such as those required by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s and those recommended by the IAEA Code of 

Conduct on the Safety and Security of Radioactive Sources,

Recognizing further the urgent need for all States to take additional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Encouraging all Member States to implement fully the disarmament treaties and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party, Reaffirming the need to combat by all mean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aused by terrorist acts,

Determined to facilitate henceforth an effective response to global threats in the 

area of non-proliferation,

Acting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 Decides that all States shall refrain from providing any form of support to 

non-State actors that attempt to develop, acquire, manufacture, possess, transport, transfer 

or use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2. Decides also that all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procedures, shall 

adopt and enforce appropriate effective laws which prohibit any non-State actor to 

manufacture, acquire, possess, develop, transport, transfer or use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in particular for terrorist purposes, as 

well as attempts to engage in any of the foregoing activities, participate in them as an 

accomplice, assist or finance them;

3. Decides also that all States shall take and enforce effective measures to establish 

domestic controls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including by establishing appropriate controls over related 

materials and to this end shall:

(a) Develop and maintain appropriate effective measures to account for and 

secure such items in production, use, storage or transport;

(b) Develop and maintain appropriate effective physical protection measures;

(c) Develop and maintain appropriate effective border controls and law 

enforcement efforts to detect, deter, prevent and combat, including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when necessary, the illicit trafficking and brokering in such item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eg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d) Establish, develop, review and maintain appropriate effective national export 

and trans-shipment controls over such items, including appropriate laws and regulations 

to control export, transit, trans-shipment and re-export and controls on providing funds 

and services related to such export and trans-shipment such as financing, and 

transporting that would contribute to proliferation, as well as establishing end-user 

controls; and establishing and enforcing appropriate criminal or civil penalties for 

violations of such export control laws and regulations;

4. Decides to establish, in accordance with rule 28 of its provisional rules of 

procedure, for a period of no longer than two years, a Committee of the Security Council, 

consisting of all members of the Council, which will, calling as appropriate on other 

expertise, report to the Security Council for its examin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solution, and to this end calls upon States to present a first report no later than six 

months from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to the Committee on steps they have taken or 



intend to take to implement this resolution;

5. Decides that none of the obligations set forth in this resolution shall be 

interpreted so as to conflict with or alt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 Parties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and the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or alte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or the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6. Recognizes the utility in implementing this resolution of effective national 

control lists and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when necessary, to pursue at the earliest 

opportunity the development of such lists;

7. Recognizes that some States may require assistance in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is resolution within their territories and invites States in a position to do so 

to offer assistance as appropriate in response to specific requests to the States lacking the 

legal and regulatory infrastructure, implementation experience and/or resources for 

fulfilling the above provisions;

8. Calls upon all States: 

(a) To promote the universal adoption and full implementation, and, where 

necessary, strengthening of multilateral treaties to which they are parties, whose aim is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biological or chemical weapons;

(b) To adopt national rules and regulations, where it has not yet been done,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ir commitments under the key multilateral nonproliferation 

treaties;

(c) To renew and fulfil their commitment to multilateral cooperation, in particular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the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as important means of pursuing and achieving their common objectives in the area of 

non-proliferation and of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ful purposes;

(d) To develop appropriate ways to work with and inform industry and the 

public regarding their obligations under such laws;

9. Calls upon all States to promote dialogue and cooperation on nonproliferation 

so as to address the threat posed by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10. Further to counter that threat, calls upon all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eg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to take 

cooperative action to prevent illicit trafficking in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their means of delivery, and related materials;

11. Expresses its intention to monitor closely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solution 

and, at the appropriate level, to take further decisions which may be required to this end;

12. Decides to remain seized of th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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