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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원자력 대외정책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국제적으로 원자력 이용개발이 활성화가 촉진되면서 핵비확산체제의 강화와 국

제협력의 경쟁 등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술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협력의 전개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핵비확산체제의 동향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분석, 국제원

자력기구(IAEA) 및 OECD/NEA의 동향 분석 그리고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원자

력 기술협력을 분석하여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 

분석을 통하여 원자력 이용개발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제협력 추진 기반을 강화하

는 데 있다.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원자력이용개발과 관련하여 국제환경 변화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대

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첫째, 강화되고 있는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동향과 관련하여, 원자력 수출통제체

제 동향, IAEA 안전조치 강화 동향, 무기용 핵물질 생산금지 조약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 으며,

둘째, 원자력 기술협력 및 원자력 외교의 중심이 되고 있는 IAEA와  

OECD/NEA의 동향 그리고 다자간 핵연료 공급보장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와의 

협력방향을 분석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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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미국의 원자력 정책 동향과 인도와의 원자력 협력, 한미 FTA 협상 주요 

이슈를 분석하 으며,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이란과 북한 핵문제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 다.

IV. 주요 연구 결과 및 건의사항

21세기 고유가 지속 전망과 에너지자원의 고갈 우려, 에너지안보 정책의 강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방출 규제 등으로 국제적으로 원자력르네상스

시대의 도래가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원자력산업계간 통합 및 경쟁과 우

라늄자원 확보 및 노형간 경쟁 심화가 전망되며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강화도 지속되고 있으며 원자력 협력조건의 강화와  민감

기술의 이전 제한 등 수출통제지침의 강화 및 IAEA의 안전조치 강화 논의에서 

원자력 이용개발과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정치․외교적인 대응

이 중요하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 공급보장 조건 및 공급의 이행 방안 등 

앞으로 IAEA를 중심으로 다자간 핵연료공급보장 논의에서 국가이익의 보호와 국

내 산업의 발전차원에서 다양한 기술적 측면의 검토와 외교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안 채택과 제재 등이 취해지고 있는 북한과 이란 핵문제

의 경우 장기간 다루어져 오고 있으며 수출통제체제 등과 연계하여 적절한 대응

이 필요하다. 

IAEA 원자력발전 결의안의 경우 중소형로에 대한 조건을 다루고 있으므로 해

외시장 수출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 SMART 를 통하여 적절한 대응이 요구

된다. IAEA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과거 수혜국에서 향후 주도국으로서 입장 강화

와 활동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 확대와 관련 외교활동 강화, 전문가 진

출 확대 등이 요구되며 국가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여금의 확대도 필요

하다.

GIF 사무국의 역할과 다자간 원전설계인증 프로그램의 사무국역할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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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NEA의 역할은 더욱 확대․강화되고 있어 OECD/NEA와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설 기술위원회에서의 국제공동프로젝트의 주도

적 참여를 위한 투자 확대와 전문가 활동 강화 등이 요구된다.  

미국은 핵비확산정책의 강화와 함께 새로운 국제원자력 패러다임 구축을 추구

하고 있다. 미국의 GNEP와 기타 핵연료공급보장 개념 제안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개발과 산업의 해외진출을 저해하거나 많은 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미국과의 협력 강화와 이에 대한 기술적 외교적 대응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재처리와 농축 시설의 비보유 선언과 우라늄 농축서비스의 해외 의

존으로 공급보장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원자력이용은 국가 에너지수급에서 필수

적이며 이를 위한 산업육성과 해외 진출, 그리고 원자력기술 경쟁력 확보 또한 대

단히 중요하다. 국가 원자력활동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

적 노력과 함께 국제협력 강화와 원자력외교의 활동 강화는 급변하는 국제원자력

사회에서 국가 향력 확대는 물론 국가 이익 극대화와 국가 위상 제고 측면에서 

또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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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Nuclear Foreign Polic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s an advanced nuclear country,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establish 

positive and active measures to be prepared for the rapid changes in 

international nuclear environments such as strengthening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s and worldwide competition in nuclear industries. Also 

it has become necessary to expand the various national cooperation strategies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nuclear 

environments related to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s and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activities and to suggest the policy directions and measures 

to be taken, in order to strengthen the national foundation in Korea for the 

utilization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and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as well as our diplomatic capability.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Major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for strengthening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s and suggested directions to be incorporated in the 

national policy of Korea such as international nuclear export control regimes, 

IAEA safeguards policies, and the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FM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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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ajor issues and relevant directions of 

the IAEA and OECD/NEA which are playing the important role in nuclear 

technical cooperation and diplomatic activities as well as multi-lateral fuel 

supply assurances for the prevention of sensitive nuclear technology. 

Third, this study also reviewed the trends of the USA nuclear energy policy 

and nuclear cooperation between USA and India as well as major issues 

regarding nuclear energy during the negotiations for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he USA.

Finally, this study analyzed the major issues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community such as Iran and North Korea.

IV. Major Research Results and Recommendations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is expected to be continuously 

strengthened during the 21st century through international efforts for 

preventing a proliferation of WMD with regard to terrorists and non-state 

actors. It is necessary to respond actively and systematically,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s available in a nation via the ongoing international 

discussions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conditions and a limitation of the 

transfer of sensitive technologies as well as strengthening the IAEA safeguards 

policy.

Thu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depth technical aspects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terests and to make various diplomatic efforts for a multi-national 

fuel supply assurance focusing on the rights of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conditions of a supply assurance and implementation of their methods.

It is also necessary to respond properly to the 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s and sanctions of the UN Security Committee caused by Iran and 

North Korea in long-term 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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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position of the IAEA and OECD/NEA should be continuously 

enhanced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networks such 

as GIF, ITER, GNEP, MDEP, and INPRO.

The recent USA nuclear energy policy shows the pursuit of a new direction 

in the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by suggesting GNEP and 

cooperation between India and USA which may bring serious effects to 

national nuclear policy and industry of Korea in the future. It is therefore 

recommended to strengthen nuclear cooperation with USA and other alliances 

in the relevant matters. 

Assurance of a fuel supply is a critical issue in the national nuclear power 

industry of Korea due to a complete dependency of its uranium enrichment 

services on foreign countries. Nuclear energy is indispensable for a national 

energy security. Thus securing a competitive power of nuclear technologies, 

and the development and export of nuclear industry products are very 

important. It is recommende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iplomatic efforts of Korea for protecting the national interests and enhancing 

for a national power supply as well as securing of confidence and 

transparency of the national nuclear policy and relevan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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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세기에 들어 고유가 지속 전망,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의 고갈 우려와 에너

지 자원 확보 경쟁, 온실가스방출 감축 의무 이행 등 에너지정책에서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르네상스가 전망되고 있

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 세계 열강들은 자원외교 및 에너지안보 정책을 강화

하고 있으며, 자국산 에너지의 비중 제고와 이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을 강화하

고 있다. 원자력 국제환경은 산업기술 경쟁과 시장 확보 경쟁, 국가간 협력 경

쟁 등 원자력 협력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와 핵비확산체제의 지속적 강화 

등 많은 변화가 또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빈약하여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

고 있어 에너지안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이용은 국

가 에너지수급에서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산업육성과 해외 진출, 그리고 원자

력기술 경쟁력 확보 또한 필수적이다.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국익 극대

화를 위한 국제협력과 원자력외교의 전략적인 추진도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2001년 9.11 테러와 2002년 파키스탄 A.Q. Khan 박사의 국제 핵 거래 조직

의 발각 이후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강화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핵테러 위협 대응과 핵 거래 방지 등을 위하여 IAEA의 안전조치 

강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와 국제규범의 준수와의 양립성, 민감기술 이

전 제한과 원자력 수출통제에서의 NPT 비당사국인 인도의 예외 조항 논의 등

은 우리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다자간 핵연료공급보장 논의에서는 IAEA 사무총장의 다자간 핵주기 협력, 

우라늄 농축기술 보유 6개국의 제안, 미국의 GNEP, 러시아의 국제핵주기센터 

등 다양한 개념이 제안되어 논의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핵비확산정책

의 강화와 함께 국제비확산체제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세대 원전 개발과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건설 착수 및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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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자력기술 개발 경쟁도 주요 이슈로 되고 있다. IAEA의 원자력발전 관련 

조직과 활동 강화를 위하여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원자력 선진국간 협력에서 

OECD/NEA의 역할은 더욱 확대․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원자력사회에서의 국가 원자력활동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처리와 농축 시

설의 비보유 선언과 우라늄 농축서비스의 해외 의존으로 공급보장 문제가 상존

하고 있다. 핵비확산과 관련 주요 이슈의 국제적 논의에서 국가 이익의 보호와 

국내 산업의 발전차원에서 다양한 기술적 측면의 검토와 외교적인 노력이 요구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한미간 원자력협력 강화 등 국제협력과 원자력외교의 

활동 강화도 또한 요구되고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표 및 구성

본 연구는 원자력이용개발과 관련하여 국제환경 변화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첫째, 강화되고 있는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동향과 

관련하여 원자력 수출통제체제 동향, IAEA 안전조치 강화 동향, 무기용 핵물질 

생산금지 조약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 으며, 둘째, 원자력 기술협력 및 원자력 

외교의 중심이 되고 있는 IAEA와 OECD/NEA의 동향 그리고 다자간 핵연료

공급보장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와의 협력방향을 분석하 으며, 셋째, 미국의 원

자력정책 동향과 미국-인도와의 원자력협력,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원자력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 으며,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북한 및 이란 핵문제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 다. 

제 3 절  기대효과

미국의 원자력이용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의 

대규모 원전도입 계획 발표, 브라질, 동구권,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개도국들의 신규 원전 도입이 추진되는 등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르네상스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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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되고 있다. 반면 원자력 국제환경은 산업기술 경쟁과 시장 확보 경쟁, 국가간 

협력 경쟁 등 원자력 협력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와 핵비확산체제의 지속

적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기술과 산업의 안정

적인 발전도모와 국제협력의 전략적인 추진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결과는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동향을 적시에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

시함으로써 국제적인 핵비확산체의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 으며, 원자력 

이용개발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및 정책 자료로 활

용이 기대된다.

원자력 국제협력 및 외교 무대인 IAEA, OECD/NEA와 미국의 원자력정책 

동향 분석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원자력협력 방향과 전략 수립에 반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6자회담과 이란핵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방안이 특히 다자간 협상체제

를 통하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입장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대

응이 중요하다. 미국과 인도간의 원자력협력 추진은 우리나라와 인도간의 협력

에서 새로운 변화로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및 새로운 핵비확산 국제질서 변화의 대응에서 적절

한 반 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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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제 핵비확산 동향 및 대응방향

제 1 절  국제 원자력수출통제 체제

1. 회원국

2005년 6월 개최된 NSG 총회에서 크로아티아의 회원국 가입이 결정됨에 따

라 2006년 8월 현재 NSG 회원국은 45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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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아티아

기  타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화국

2. 총회 개최

NSG는 2006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브라질의 브라질리아에서 총회를 

개최하 다. 이번 총회 의장으로는 Jose Artur Denot Madeiros 브라질 외무성 

군축/비확산 대표가 선출되었다.

노르웨이 Naess 전임 의장은 NSG가 이란의 핵개발 문제, NSG와 인도와의 

관계, 수출통제 지침의 강화, 비 NSG 국가들에게 NSG의 역할 및 임무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대외활동(outreach activities)에 초점을 둬 왔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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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1) 특히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멕시코는 국내에 수출통제법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NSG 가입기준에 미달하고, 말레이시아는 향후 NSG와의 관계 강화

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 다고 언급하 다. 

총회는 자문그룹(CG) 및 정보교환회의(IEM)의 의장이 보고한 보고서를 원안

대로 채택하 고, 차기 CG 의장으로 미국 에너지부 소속의 R. Goorevich을 

2007년 CG 의장으로 재임명하 다. 2007년도 NSG 총회 개최장소는 결정하지 

못하 다.

3. 주요 현안

2006년 NSG 총회에 앞서 개최된 수출허가 및 집행전문가 회의(LEEM: 

Licensing and Enforcement Experts Meeting), 정보교환회의(IEM: Information 

Exchange Meeting) 및 자문그룹(CG : Consultative Group) 회의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허가 및 집행전문가 회의(LEEM)

수출허가 및 집행전문가 회의가 브라질 Mr. Pavel Klucky 의장 주재로 개최

되었다. 국은 대 이란의 수출통제와 관련, blacklist에 등재된 회사를 소개하

면서 이러한 리스트의 작성 및 유지도 중요하지만 수출 신청에 대해서 사례별

로 검토하고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 다. 또한 아랍에미레이트의 경

우 환적 품목의 5%만이 검사되며, 상당수의 경우 이란이 최종 목적지라고 설명

하 다. 

나. 정보교환회의(IEM)

정보교환회의에서는 주로 이란, 북한 및 파키스탄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 

1) Statement by Ambassador Roald Naess Chairman of the NSG 2005-2006, June 2006.

2) Draft Report of the Information Exchange Meeting to the 2006 Nuclear Supplier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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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은 북한에 관해 다음의 정보를 제공함.3)

– 북한은 2005년 4월 변 원자로에서 8000개의 핵연료봉을 인출하고 신연료를 

장전하 으며, 동년 10월 인출한 전량을 재처리했다고 발표함.

– 북한의 발표대로 평가하면 10 - 14kg의 Pu를 추출했을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2005년 북한이 연료제조시설의 보수가 행해지고 있음을 시사한 점을 

고려하면 2005년 4월 대부분의 핵연료를 인출하지 않고, 재처리를 행하지 않

은 것으로 평가되어 보유 Pu량이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05년 북한은 1994년 건설이 중단된 변의 50MWe 원자로 건설을 재개할 

것이라고 주장함. 동 원자로가 가동되면 연간 약 50-55kg의 Pu를 생산할 수 

있으나 북한의 경제력으로 보아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는지는 불

명확함.

• 국과 프랑스가 이란에 관해 다음의 정보를 제공함.4)

– 이란이 100톤의 UF6를 보유하고 있고, Esfahan에서 UF6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저농축 우라늄(3.4 또는 4.8%)을 생산한 것으로 평가되나 많은 양의 농

축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님.

– 이란은 향후 수 주 내에 164개의 원심분리 캐스케이드를 가동시켜 캐스케이

드 내의 UF6 흐름관리, 압력조절 등에 대한 기술을 습득할 것으로 보이며, 

300개의 P1 원심분리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바, 금년 말

까지 상당량의 농축장비를 완비할 것으로 전망됨.

– 이란이 최근 들어 진공기술, UF6 내성장비, 중수관련 장비 등을 입수하고자 

노력중에 있으므로 통제품목뿐만 아니라 비통제 품목의 대이란 수출에도 각

별한 주의가 필요함.

• 미국이 이란에 관해 다음의 정보를 제공함.5)

– 이란이 Natanz 농축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사를 진행중에 있음.

– Esfahan의 파일럿 핵연료 성형가공 공장의 가동이 임박하 고, Arak의 중수

생산 공장은 완공 단계에 있으며, 중수로 건설은 지속적으로 진행중임.

– Ardakan 우라늄정광 생산시설의 건설이 진행중에 있고, Esfahan의 우라늄 변

환시설이 가동을 시작하 으며, 동 지역의 새로운 핵연료제조공장의 진척이 

Plenary, May, 2006.

3) North Korea: Nuclear Programme Update, IEM-BSB/North Korea/UK, June 2006 

4) Iran's Nuclear Program -UK paper for nuclear suppliers group information exchange, 

IEM-BSB/Iran's Nuclear program/UK, June 2006

5) Iran:Updated Nuclear Sites and Comments on the Watch Lists, NSG-BSB/IEM/Ira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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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롭게 진행중임.

• 국이 A.Q. Khan 확산 네트워크 및 국제동향에 대해서 발표함.

– A.Q.Khan 네트워크는 국가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여러 유통 경로를 이용했

다는 점이 특징임.

– 전문 연구기관들의 인력교류, 원자력 전문가의 증가,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수출통제를 거의 실시하지 않는 국가들의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지능

적인 확산을 저지하기가 어려우므로 Catch-all 제도의 통제 강화가 필요함.

다. 자문그룹(CG)회의6)

(1) 민감기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 개정

민감기술 이전기준을 정하기 위한 지침개정 논의에서 한 국가 이상으로부터 

수출 거부통보 대상으로 등록된 국가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기준을 지침 6항의 

서두에 명시하는 러시아 및 프랑스의 제안에 대해 논의하 다. 

미국은 민감기술의 이전금지를 요구하는 기본입장을 견지한 반면, 러시아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본 의제의 토의를 종결하고 현행 6항의 유지를 요구하

여 합의도달에 실패하 다.

(2) 추가의정서(AP) 가입을 통제품목의 공급조건화 추진

CG 의장은 AP의 가입을 Part(I) 품목의 공급조건화로 도입하는 문제와 관

련, NSG 회원국들의 AP 가입 상황을 보아가면서 NSG 회원국들이 모두 발효

시킬 경우 지침 6항을 개정한다는 국/오스트리아 제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제

안하 다. 이에 대해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의장 제안에 찬성하 으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공은 NPT에서 AP의 공급조건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상기 국/오스트리아 제안의 합의 미도출, NSG 전회원국의 AP 미가입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합의 도달에 실패하 다.

6) Report of the 10th, 11th and 12th Consultative Group Meetings to the 2006 Nuclear 

Suppliers Group Plenary, NSG-BAR/CG Chair Report/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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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정동위원소분리(SIS) 장비의 통제 

남아공화국은 비공식 Working group 회의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CG 의장

에게 보고하 으며, CG 의장은 이를 총회에 보고하 다.

• 미국이 제출하고 체코, 프랑스 등이 공동 지지한 지침 개정 초안은 

안정동위원소 분리기술이 사안별로 평가되어야 하며, Part I에 

안정동위원소 분리를 통제하기 위한 지침개정을 지지함. 

• 안정동위원소의 정의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새로운 

Working group 구성을 권고함.

(4) 미국-인도의 원자력 협력문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인도가 핵비확산공약 이행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 언급하고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 체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다. 반면, 미국, 국, 프랑스 등 인도와의 원자력협력을 추진하려는 국

가들은 인도가 핵비확산공약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미국은 의회의 

법안통과가 금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다음을 설명하 다.

• 미국은 인도를 NPT 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NSG를 

개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NSG에서의 예외를 제안하는 것임.

• 미국-인도 원자력협력은 인도 원자력시설의 민간 및 군사시설로의 분리, 

민간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 NSG 지침 준수 등을 통해 NSG 

목표를 진전시킬 것임.

• 미국이 인도와 체결할 원자력협정 초안을 4월에 인도에 송부함.

중국은 인도와의 협력이 이란 및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인도의 확고한 핵비확산 공약을 요구하 으며, 캐나다는 

안전조치 협정의 범위, 성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 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브라질 등은 인도의 핵비확산 공약 이행에 진전이 없다고 언

급하고, 인도와의 협력에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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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부통보 정보의 활용

독일과 캐나다가 제시한 거부통보 정보의 활용을 위한 Best Practice Guide

에 대해 논의하 다.

CG는 동 문서의 성격과 관련, Procedural Arrangements의 부속서로 채택할 

것인지 또는 Part II의 MOU로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 는바, 러시아는 

동 문서가 NSG 회원국의 수출허가가 다른 회원국의 수출통제 결정에서 향

을 받게 되므로 NSG의 기본 성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 으며, 독

일과 캐나다는 향후 Part II MOU 개정시에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여 합의되지 

못하 다. 

4. 평가 및 전망

국제 핵비확산 체제가 약소국들의 민감기술 확보기회는 제한하고 강대국들

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바, 다음의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

고 있다.

• 북한, 이란의 핵개발 이유를 들어 NSG 차원에서 민감기술 및 시설의 

이전 조건을 강화시키고, 시설 비보유국들의 진입 장벽을 구축

• NPT, NSG 지침 등을 초월하여 강대국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예외적 

적용의 추진으로 차별적인 핵비확산체제의 의무 적용에 따른 상대적인 

소외감

또한 미국-인도 원자력협력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NPT에서 또는 국제 핵비

확산체제에서 인도의 지위(de facto nuclear weapons state)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핵비확산체제 및 국

제 수출통제체제에 부정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NSG 등 핵비확산체제 강화가 우리나라의 선진기술 개발에 최소

한의 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향후 인도의 시장

이 열릴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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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가를 받아야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분석․평가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수출통제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대북한 및 이란으로의 

수출시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

안정동위원소분리 의제와 관련,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기본입장과 동일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안정동위원소의 정의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새로 구성되는 Working group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가 활동이 필요하다.

제 2 절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검증위원회

1. 배경 및 개요

2004년 2월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를 위해 IAEA내 특별

위원회 설치를 제안하 다. 이에 따라 2005년 3월 이사회에서 관련 위원회설치

가 결정되었으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 및 활동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하

다.

• 위원회는 이사회 산하의 특별위원회로서 운 하며, 기존의 SAGSI와 

mandate가 중복되지 않도록 함.

• IAEA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는 국가에게 참여의 문호를 개방하되, 

핵확산 위반으로 조사 대상인 국가는 제외함.

• 주요 수행 업무로서 안전조치 이행보고서(SIR) 검토, 비국가 행위자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 마련, 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 확대를 위한 

연구, 심각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 검토, 

IAEA 안전조치 강화에 대한 평가 및 IAEA의 법적 권한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임.

2005년 6월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일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참가조건을 완화하기로 하 으며, 2005년 11월 이후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IAEA 사무국은 2006년 4월 “안전조치체제의 유효성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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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들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이사국들에게 회람하 다. 동 보고서는 기존의 

전면안전조치협정을 활용하여 안전조치 이행을 강화할 목적으로 11개의 분야별 

권고사항을 담고 있으며, 현행 법적 의무에 기반을 둔 권고, 자발적 조치에 관

한 권고 그리고 IAEA의 기술적 능력 확대에 관한 권고를 담고 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IAEA 사무국 보고서의 주요 내용

가. 현행 법적 의무에 기반을 둔 권고

NPT 당사국들이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며, 추가의정서를 

조속히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안전조치가 면제된 핵물질의 재이용

시 안전조치의 재적용에 대해 이사회가 승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국가들에게 과거 회원국들의 핵활동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나. 자발적 조치에 관한 권고 

회원국들이 분리된 Np, Am에 관한 정보의 자발적 보고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각 국가들에게 해체시설로부터 나온 민감장비 및 부품의 처분과 관

련된 정보제공 및 사찰관의 접근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IAEA의 탐지

능력 제고를 위해 장비 및 비핵물질의 수출 또는 수출거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도 요청하고 있다.

다. IAEA의 기술적 능력 확대 권고

환경시료 분석을 통한 안전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IAEA 국가분석연구소(Network of Analytical Laboratories : NWAL)의 유지 및 

확충을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IAEA 안전조치분석연구소(Safeguards Analytical 

Laboratory : SAL) 분석능력 제고를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위성사진 분석 능

력에 관한 특별훈련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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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AEA 사무국 보고서 평가

사무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미 NPT, NSG 및 IAEA 등

의 결의안으로 통과되거나 회원국들이 합의한 사항으로 평가되며, 단지 그 이

행 속도가 느리게 진행 중인 것이 문제로 평가된다. 특히 추가의정서(AP)를 발

효시킨 나라들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으나, AP를 발효시키지 않고 중요한 원

자력 활동을 이행중인 국가들에게는 사무국 보고서의 권고 내용이 중요한 의미

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미 합의된 결정사항이나 결의안 등의 형

태로 통과된 사항은 회원국들의 이행을 촉구하고, 외교적인 과정을 통하여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무국 권고 사항중 회원국들이 사무국의 탐지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원자력

수출 및 수출거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용한 수단이라고 평가되나 

회원국 일부의 국가만이 정보를 제공하면 오히려 사무국의 탐지 능력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제공은 모든 회원국들이 제공해야 의미가 있

는바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제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회원

국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정보의 상업적 비 보호 문제도 논의되어

야 하며, 기존 수출통제체제인 NSG, ZC와 IAEA간의 협력관계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제 3 절  무기용 핵물질생산금지조약

1. FMCT 개관

가. 추진 배경

핵무기용 핵분열성물질 생산 금지는 1956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

해 미‧소 군비 통제장치의 하나로 처음 제안되었으나 소련은 이를 자국의 군사

력 규모를 축소시키자는 전략으로 보고 거부하 다.7) 이후 핵무기용 핵물질생

산금지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못하다가 1992년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선 후 다

7) The FMCT Handbook : A Guide to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Oxford Research 

Group,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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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논의가 시작되었다. 미국은 1993년 유엔에서 핵무기용 플루토늄 및 고농축 

우라늄의 생산금지나 안전조치 밖에서의 추가 생산 금지, 분리된 형태로의 플

루토늄 과잉 축적을 억제할 것을 선언하고 유엔총회에서 핵무기용 핵물질생산

금지조약의 체결을 제의하 다. 이에 따라 1993년 12월 48차 유엔총회에서 관

련 결의안(UNGA/RES/48/75)이 채택되었다.8) 그 후 1995년 4월 개최된 NPT 

평가/연장 회의시 채택된 결의안에서도 CTBT와 함께 FMCT의 조기 체결을 촉

구하고 있다.

1993년 UN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1994년 7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

된 군축회의 제3차 회기에서 조약의 협상 장소를 군축회의로 할 것과 특별위원

회를 설립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9) 이후 1998년 5월 실시된 인도, 파키스탄

의 핵실험을 계기로 동년 8월 11일 특별위원회를 설립하 으나 일부 국가들이 

FMCT를 다른 군축 문제와 연계하여 다룰 것을 주장하고, 검증 범위 및 체제 

등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게 제안됨에 따라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FMCT 협상에서 예상되는 2가지 주요 사안은 규제범위와 검증방법에 대한 

것이다. 규제범위란 어떤 물질, 시설 및 국가를 다루어야하는가의 문제이며, 검

증방법은 누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규제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10)

• 핵무기용 핵물질 이외에 핵무기급 Pu과 우라늄의 포함 여부

• 핵무기용 핵물질의 기존 재고 포함 여부

• Np, Am과 같은 기타 핵분열성 물질과 삼중수소의 포함 여부

일부 국가들은 향후 민간 원자력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는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물질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기도 하며, 20% 이상 농축 우라늄은 모

8) 유엔 결의안 48/75에서는 조약을 “Non-Discriminatory, Multilateral and Internationally and 

Effectively Verifiable Treaty Banning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for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약칭으로 FMCT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로 부르고 있다.

9)  CD1299, Report of Ambassador Gerald E. Shannon of Canada, 1995

10) Frank von Hippel, Background on global fissile material stocks and IPFM / IPFM Panel 

on Potential elements of a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May 16, 2006



- 14 -

두 규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FMCT 당사국은 금지일자(cut-off date) 

이후에는 검증을 받지 않는 모든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할 

것이나, 보다 엄격한 입장에서 재처리 공정의 원료물질로 필요한 사용후핵연료

도 검증하자는 의견도 있다. 규제 대상국가로는 안전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핵

무기급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국, 인도, 파키스

탄 및 이스라엘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금지된 핵물질이 핵무기 제조를 위해 생산되거나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FMCT의 검증 목표는 IAEA의 안전조치 목표와 유사하다. 따라

서 IAEA가 FMCT를 검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IAEA의 안전

조치 협정은 FMCT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

이 예상된다.

2. 2006년도 주요 논의

제네바에 있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에서는 과거 핵비확산

조약(NP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화학무기금지조약(CWC) 등을 채택한 

바 있다. 1993년 UN 총회에서 핵무기용 핵물질생산금지조약(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군축회의에서 동 의제를 다루

게 되었으나, 각국의 이해가 상반됨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

다.

2006년 5월 16-19일 사이에 개최된 군축회의에서는 조약의 대상이 되는 군사

용 핵물질의 정의 및 범위, 기 생산된 군사용 핵물질 재고의 포함여부, 검증방

안 등에 대하여 각국의 기술전문가가 동참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핵무기용 

핵물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으로 대상 물질

을 한정하는 시각과 그 이외의 물질로까지 확장하자는 시각으로 대별할 수 있

다. 우라늄과 플루토늄만을 대상으로 보는 입장 중에서는 IAEA의 기존 개념을 

인용하여 특수핵분열성물질(special fissionable material)이나 direct use material

을 준거로 사용하자는 입장과 U-235의 농축도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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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들이 있다.11) FMCT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핵무기용 핵물질의 생산 금

지뿐 아니라 생산 활동 지원금지, 생산된 핵물질의 이전금지 등이 제안되었

다.12) 과거에 생산된 핵무기용 핵물질을 FMCT의 통제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이 상이하나, 핵무기 비보유국들은 대체로 과거 재고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13)

핵무기용 핵물질의 생산이 중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체제의 수립

에 대하여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은 모든 군사용 핵시설에 대한 접근이 허용될 수 없는 현실을 반 하지 못하

고, 검증체제의 모습만을 갖추는 것은 검증체제가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조약 발효전에 모든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핵분열물질 생산금

지 moratorium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핵시설 접근을 허용함에 

따라 핵확산과 관련된 민감 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있으며, IAEA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개 정보원에 의한 정보 수집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3. 미국의 FMCT 발효 노력

2006년 5월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진행된 FMCT 논의에서 미국은 성명발표를 

통하여 FMCT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자국이 준비한 FMCT 초안과 이에 대한 

백서를 소개하 다.14)15)16) 제네바 군축회의는 그동안 NPT, 생물무기협약, 화학

11) 미국과 일본은 special fissionable material에 준거를 둘 것을, 스위스는 농축도 40% 이상의 

우라늄과 같은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할 것을, 호주와 독일은 unirradiated direct use 

material을 근거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direct use material을 준거로 사

용하고, 최소한 U-233, HEU, 분리된 Pu 및 Np을 규제 대상 핵물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

하 다.

12) 일본은 민수용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 고, 미국은 선박추진용 핵연료 생

산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 다.

13) 미국, 중국, 인도 등은 과거 재고를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14) Treaty on the Cessation of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for Use in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2006.

15) United States of America, White Paper on a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2006.

16) 미국측 제안에 대하여 서방그룹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환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중

국, 러시아, 파키스탄 및 비동맹국가들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간접적인 반대의사를 표

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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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협약과 같은 다자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다루어왔으나 최근에는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대응이 고착되어 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왔다. 미국은 고착의 원

인이 일부 의제에 대한 미합의를 구실로 논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인질주의

(hostage taking)에 대한 무감각과 냉전시대의 의제에 아직도 집착하는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하여 미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의 핵심 요소를 수록한 조약 초안을 준비하게 되었다(표 

2-2 참조). 초안의 핵심은 조약 발효 이후, 핵무기나 폭발장치에 사용할 수 있

는 fissile material의 생산을 금지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미국의 초안은 

검증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의무 위반을 검증하지 말자는 것이 아

니라 검증의 1차적 책임이 각국 스스로에게 있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표 2-2  미국의 FMCT 조약 초안 주요내용

분야 내용

Fissile Material의

정의

- Pu238의 조성비가 80% 이상인 Pu을 제외한 Pu

- U233또는 U235의 조성비가 20% 이상인 U

- 상기 물질들을 포함하는 물질

핵물질 생산의

정의

- 조사된 핵물질에 있는 핵분열 생성물에서 fissile 

material을 분리하는 행위

- Pu중의 Pu239 조성비를 높이는 행위

- U233이나 U235의 조성비를 20% 이상으로 높이는 행위

- 단 조약의 발효 이전에 생산된 fissile material을 수반하

는 행위는 핵물질생산에 포함하지 않음(즉 이런 행위는 

Pu, U-233 또는 U-235의 총량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해석)

조약의 발효요건
- 5개 핵보유국(중국, 프랑스, 러시아, 국, 미국)의 비준

서가 모두 기탁되는 날짜에 발효

FMCT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조약의 기본 의무는 핵무기와 핵폭발장치에 사

용하기 위한 핵물질의 생산을 금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초안은 향후 생산을 금지하여야 할 군사용 핵물질은 고농축우라늄 및 Pu-238 

비율 80% 이하인 Pu으로 정의하고, 이미 생산된 군사용 재고 물질은 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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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 발효 이전에 생성

된 재고는 조약의 향을 받지 않으며, 비폭발 핵물질의 생산, 예로 선박 추진

용 연료 생산은 조약의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미국은 FMCT

의 효과적인 검증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증에 관한 사항은 다루

지 않고 있다. 이는 주요 서명국의 주요 국가 안보 이해에 상충되고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많은 국가들이 이의 이행을 주저하는 수준까지 검증체제나 규

정을 강화하더라도, 조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확보하기는 어려

울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하고 있다 17).

라. 시사점

2006년 FMCT 논의에 대한 가장 큰 진전은 미국이 조약의 초안을 작성하여 

회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FMCT에 대한 논의가 10년 이상 진전을 이

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각국이 자신의 이해를 위하여 FMCT와 직접 관련이 없

는 사안을 논의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조약에 포함되어야 할 가

장 공통적인 요소들을 추려서 초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의 초안은 검증에 대한 방안을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과연 핵무기용 핵물

질이 생산 중지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라는 조약의 실효성에 대한 의

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불확실한 검증체제 보다는 각국이 스

스로 생산금지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

으나, 다른 나라들, 특히 핵무기 비보유국들이 이러한 입장에 동의할 지는 미지

수이다.

현재 핵무기 비보유 NPT 당사국은 원자력 품목을 핵무기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IAEA의 전면안전조치를 받고 있으므로, FMCT 체결에 

따른 추가적인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산금지 핵물질의 

17) 미국은 실체가 없이 효과적인 검증에 대한 외양을 제공하는 검증체제와 규정은 차라리 검

증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검증체제나 규정은 안보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즉 각국은 이러한 체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위반행위를 경계하고 주의하여야 할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없는 것으로 잘못 인식

할 수 있다고 변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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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해석 등과 같은 원인으로 추가적인 의무에 대한 가능성이 FMCT 논의 과

정에서 제기된다면, 이 문제는 기존 전면안전조치제도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5대 핵무기보유국과 

실제적인 핵무기보유국(de facto nuclear weapon states)인 인도, 파키스탄 및 

이스라엘, 또한 핵폭발 실험을 한 북한 등과 같은 국가들이 핵무기용 핵물질의 

생산을 중지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체제를 수립하는 것에 초점을 두

도록 하며, 가능한 이 문제가 다른 군축 문제와 연계되지 않고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입장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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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다자간 체제 동향

제 1 절  국제원자력기구 

1. 개 황 

가. 회원국 

IAEA 회원국은 2006년 12월말 현재 143개국이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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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호주, 뉴질랜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마샬군도, 팔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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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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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드, 말라위, 

모잠비크

동유럽 25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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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브라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이티, 온두라스, 벨리즈

북미 2 미국, 캐나다

합계 143

18) 2005년 11월 2일 차드가 공식 회원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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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사국 

2006년 6월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국과 제50차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국은 

표 3-2와 같다.

표 3-2 IAEA 이사국 현황

구분 수 국가명 지역구분

이사회 

지명 

이사국

(13개국)

세계

선진 

이사국

(‘06~’07)

2 미국, 캐나다 북미

1 호주 동남아 및 태평양

4 프랑스, 독일, 국, 스웨덴 서유럽

1 러시아 동유럽

2 중국, 일본 극동

지역

선진

이사국

(‘06~’07)

1 남아공화국 아프리카

1 인도 중동 및 남아시아

1 아르헨티나 중남미

총회 

선출 

이사국 

(22개국)

2005.9

선출

(‘05~’07)

11

한국(윤번) 극동

콜롬비아, 쿠바 중남미

그리스, 노르웨이 서유럽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동유럽

이집트 아프리카

리비아, 시리아 중동 및 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동남아 및 태평양

2006.9

선출

(‘06~’08)

11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중남미

오스트리아, 핀란드 서유럽

크로아티아 동유럽

이디오피아, 모로코,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파키스탄 중동 및 남아시아

태국 동남아 및 태평양

다. 사무국

(1) 조 직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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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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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IAEA 사무국 조직도

사 무 총 장 

정책결정기구 
보좌관

외사 및 
정책조정실

내부 감사실 법사실

기술협력부
원자력
에너지부

원자력 안전 
및 방호부

행 정 부
원자력 과학‧ 
응용부 

안전조치부

ICTP*

아프리카, 
동아시아 및 
태평양

핵연료주기 
및 폐기물 

기술국   

원자력시설
안전국 예산재정국 기구 연구소들 개념 및 계획국

유럽, 
중남미, 
서아시아

원자력
발전국

방사선, 
수송 및 
폐기물 
안전국

회의 및 

문서지원국
보 건 국 운  A국

기획 및 
조정

일반지원국
IAEA 해양환경 

연구소**
운  B국

정보기술국

FAO/IAEA 
공동 식품 및 
농업에서의 
원자력기술국

운  C국

인 사 국 물리화학국
안전조치정보 

기술국

홍 보 국 기술지원국

※ 국제이론물리센터(ICTP)는 UNESCO와 공동운 함

※※ 해양환경연구소는 UNEP와 IOC도 참여함. 

(2) 인 원

사무국 인력은 2005년 12월말 현재 전문인력과 지원인력을 포함하여 모두 

2,312명이다.19) 2006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는 코스트프리 전문가 6명, 컨설턴

트 1명을 포함하여 31명이 근무하고 있다.

19) IAEA, Annual Report 2005, GC(50)/4, 200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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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및 기타 기여

IAEA 2007년도 총예산은 약 3억 6천만유로 규모로 총예산은 회원국 강제분

담금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되는 정규예산이 약 2억 8천 1백만유로이고 회원국

들의 자발적 서약액으로 형성되는 기술협력예산 목표액은 8천만유로이다. 

우리나라는 IAEA 정규예산 분담금이 약4백 7만유로 총 분담액중 약 1.465%

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분담율 기준은 표 3-3과 같다.20)

표 3-3 주요국의 IAEA 분담액 (`07년도 실질 분담율 기준)

국  가 실질분담율(%) 국가 실질분담율(%)

미  국 25.947 캐나다 2.817

일  본 19.462 스페인 2.523

독  일 8.672 네덜란드 1.692

프랑스 6.037 호  주 1.594

  국 6.135 중  국 1.491

이태리 4.891 한  국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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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배정하고 이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자발적 서약을 통해 조성된다. 우리나라

는 2006년 TCF 중 우리나라 배정 목표액 1백 3십4만불의 76%수준인 1백만불

을 납부하 다. 

IAEA는 IAEA가 주관하는 기술협력사업이 수혜 회원국에게 필요하고 중요

한 사업이라는 회원국의 의지를 반 하기 위하여 기술협력 수원액의 5%를 사

업 착수 전에 부담액의 절반을 선납하고 나중에 절반을 제출하는 형태로 변경

하는 NPC(National Participation Cost)를 부담하기로 하 다. 우리나라 2006년 

기술협력사업 수원액은 54만불로 이중 5%인 NPC는 2만6천불이다. 

20) 전년에 비하여 중국이 1.12%에서 1.51%로, 멕시코가 0.79%에서 1.38%로 크게 상승한 반면 

브라질이 1.75%에서 1.12%로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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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note_a 기여는 개도국에서 신청한 교육생 훈련 및 전문가 파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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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이후 연평균 5만불 규모를 납부하고 있다. 

라. 사무총장 상설자문그룹 동향

2006년 말 현재 IAEA 사무총장 상설자문그룹으로는 표 3-4와 같이 모두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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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자문위원회(SAGSI), 원자력안전자문위원회(INSAG) 등에서 자문위원들로 활

동하고 있다.

표 3-4 IAEA 사무총장 상설자문그룹 현황

2006년 12월 현재

자 문 위 원 회 명칭 자문위원 소속기관 주요 임무

원자력에너지자문위원회

(SAGNE : Standing Advisory 

Group on Nuclear Energy)

박창규
한국원자력

연구소장

IAEA 원자력에너지부 소관 

주요 사업 및 운  자문 및 

장래 발전방향 제시

안전조치자문위원회

(SAGSI : Standing Adv. 

Group on Safeguards 

Implementation)

최 명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국제안전조치강화방안 수행 

및 IAEA안전조치부 운 방향 

자문

국제원자력안전자문위원회

(INSAG : Int'l Nuclear Safety 

Advisory Group)

강창순 서울대학교 원자력안전 전반에 대한 자문

기술협력자문위원회

(SAGTAC : Standing Advisory 

Group on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
기술협력(TC)부 소관 주요 

프로그램 및 운  자문 및 

장래 발전방향 제시

원자력응용자문위원회

(SAGNA : Standing Advisory 

Group on Nuclear 

Application)

-
Nuclear Science and 

Application Dept. 소관 주요 

프로그램 및 운 방향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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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및 총회 주요 논의 동향

2006년 IAEA 이사회 및 총회에서 논의된 의제 가운데 중요한 주제는 다음

과 같다. 

• 북한 핵문제

• 이란 핵문제21)

• 원자력 발전 촉진 결의안

• 우라늄 공급 보장에 대한 6개국 제안22)

가. 북한 핵문제23)

(1) 배경 및 개요

북한 핵문제는 1993년 2월 북한의 특별사찰 거부 이후 매년 이사회 및 총회

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이다. 그 동안 IAEA 총회는 북한이 안전조치협정 이

행을 위해 IAEA와 완전히 협력할 것과 북한이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IAEA가 안전조치 관련 핵물질의 재고에 관한 북한 최초보고서의 정확

성과 완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된 완전한 정보를 유지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왔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

고 있다.24) 

(2) 주요 경과

3월이사회와 6월이사회는 6자회담이 새로운 진전 사항이 없었던 이유로 특

이한 사항없이 기 합의내용 수준에서 합의되었다. 

21) 이란 핵문제는 별도로 후술한다. 

22) 우라늄 공급 보장에 대한 6개국 제안은 별도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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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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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48)/RES/15, GC(49)/RE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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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0차 정기총회 

정기총회 본회의는 투표없이 결의안 초안을 채택하 다(GC(50)/RES/15). 

• IAEA 이사회의 대북 조치를 강력히 지지하고, IAEA‧북한간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사무총장과 사무국이 기울인 공정한 노력을 

치하함.

• 북한측에 6자회담에 전제 조건없이 즉각 복귀하고 2005년 9월 공동성명 

이행 특히, 한반도의 핵무기 부재를 검증가능하기 위한 단계로서 모든 

핵무기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모든 의무 이행을 촉구

•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 평화 해결 노력을 지지

• 본 의제를 제51차 정기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재론키로 결정함.

나. 원자력 발전 촉진 결의안

(1) 논의 배경 및 주요 결과

2006년 6월 이사회시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원자력 발

전에 호의적인 러시아, 캐나다, 일본, 중국 등이 참석하여 원자력우호국(friends 

of nuclear energy) 회의를 비공식적으로 개최하 다. 원자력우호국그룹은 회원

국의 원자력발전 강화에 기여하고자 IAEA내 원자력 발전 활동을 증진하기 위

한 결의안 채택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우호국 회의는 현재 IAEA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자력 발전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증진 내

용을 작성하기로 하 다. 또한 원자력 반대국들도 합의할 수 있는 내용부터 우

선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2005년 3월 개최된 파리 장관급 회의 합의사

항을 기초로 작성하 다. 

제50차 정기총회 전체위원회에서 원자력 과학 기술 및 응용 의제 결의안

(GC(50)/RES/13)은 원자력 비발전 응용(Part A), 원자력 발전 응용(Part B) 그

리고 공통부분인 원자력지식(Part C)으로 구분하여 채택되었다. 즉, 원자력 비

발전 응용 분야는 총괄(Part A.1), IAEA 암치료사업인 PACT(Part A.2), SI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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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말라리아 전염 모기 퇴치사업(Part A.3). 아프리카 해충박멸사업(Part 

A.4)을 포함하고 원자력 발전 분야는 총괄(Part B.1), IAEA INPRO 사업(Part 

B.2), 원전 인프라개발을 지원하는 방안(Part B.3)을 포함하 다.25)

(2) 주요 논의 사항 

제50차 정기총회 전체위원회는 원자력 발전 결의안 합의를 위한 작업단을 

구성하 으며, 작업단 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 차이

원자력우호국들은 원자력 발전이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지속가능한 전략

으로 충족할 수 있고 대기오염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

는 입장인 반면에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덴마크 등 원자력 반대국들

은 회원국들이 원자력의 혜택과 위험에 대하여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는 문안

을 포함하고자 하 다. 

원자력우호국들은 상기 내용이 원자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결의안에 포함시키기를 반대하 다. 그러나 원자력 반대국들이 

상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의안 초안에 합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

고 일부 국가는 개별 문안에 대한 별도 투표 가능성까지도 언급하는 강력한 반

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원자력 우호국들과 원자력 반대국들은 양측의 의

견이 균형적으로 반 될 수 있는 문안으로 수정하여 극적으로 합의하 다. 

(나) 핵비확산의 문구 포함 여부 

25) 전체위원회는 3가지 분야로 구분 후 채택하자는 결의안 구성 체제와 대부분의 세부 결의안 

초안들을 논의 후 합의하 다. 이에 반하여 원자력발전 분야 총괄 결의안에 대하여 전체위

원회는 전체위원회에 상정 후 논의할 경우 회원국들간 이견 및 논란으로 다른 의제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호주 대표를 의장으로 전체위원회와 병행하여 논의할 작업단을 구

성한 후 논의하 다. 이와 같은 작업단 구성 후 논의라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어려웠

다. 그 결과 통상 전체위원회의 최종일인 목요일 저녁회의까지 강행하고 작업단의 합의를 

기대하 으나 실패하고 익일 총회 마지막 날인 금요일 아침 작업단회의를 재개 후 최종 합

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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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동안 IAEA 정기총회시마다 원자력 기술협력 결의안에 핵비확산

(non-proliferation)을 포함하고자 하 다. 이에 대하여 브라질은 핵비확산의 문

구 포함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정기총회 개최전에 개최된 원자력우호국 회의에서 미국은 금번 원자력 발전 

결의안에 핵비확산 문구를 포함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 으나 중국을 비롯

한 다른 국가들이 정기총회에서 원자력반대국과 결의안 초안에 대한 논란이 예

상되는 바, 또다른 논란거리를 추가함으로써 결의안 초안 자체가 무산될 가능

성을 제기하 다. 이에 미국은 핵비확산 문구 포함을 포기하 으나, 막상 전체

위원회가 개최되자 핵비확산 문구 포함을 주장하 다. 이에 브라질은 핵비확산 

대신에 안전조치(safeguards) 문안을 수정 제안하 으나 미국의 반대로 결국은 

핵비확산 문구의 포함에 합의하 다. 

(다) 핵융합은 원자력 비발전 응용

당초 원자력 발전 초안은 핵융합과 중국 및 스위스에서 개최될 IAEA 국제

핵융합 컨퍼런스에 대한 환  문구를 포함하 다. 그러나 핵융합은 원자력 비

발전 분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핵융합에 관한 내

용은 원자력 비발전 분야 결의안에 포함하 다. 

제 2 절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구

1. 개황

가.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구 현황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구(OECD/NEA) 회원국은 2006년 말 현재 전년

도와 동일한 28개국이다. 이를 지역별로 정리하면 표 3-5와 같다. 2006년 8월 

현재 OECD/NEA 운 위원회 의장국은 미국이 맡고 있으며, 나머지 7개 상설

기술위원회 의장국은 대부분 서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6 

참조). 또한 OECD/NEA 정규직원은 루이스 에차바리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전

체 72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1명의 정규직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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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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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국이

며, 러시아와 중국은 NEA 비회원국으로 운 위원회 승인하에 옵서버로 활동중

표 3-6  OECD/NEA 위원회별 고위직 현황

운
위원회

RWMC CRPPH CSNI CNRA NLC NDC NSC

미  국 ◎ △ △ △ △ △

스웨덴 △ △ ◎

핀란드 △ ◎ △

캐나다 △ ◎

프랑스 ◎ △ △ △

일  본 △ △ △ △ △ △ △

벨기에 △ ◎ △

스위스 △ △

독  일 △ ◎ △ ◎

스페인

  국 △

아일랜드 △

아이슬랜드 △

헝가리 △ △ △

주) ◎: 의장국, △: 공동 부의장국

OECD/NEA 정규예산은 NEA 예산과 데이터뱅크 예산으로 구분될 수 있는

데, 2006년 NEA 전체예산은 약 13백만 유로이었다. 우리나라의 전체예산 분담

금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매년 약 25-3.0% 수준으로 2005년도에는 2.6%인 약 

32만 유로를 분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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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의 NEA 참여 현황

우리나라는 1993년 OECD/NEA 가입 이후, OECD/NEA 운 위원회 및 상

설기술위원회 회의와 산하 작업단회의/전문가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확대해 

왔다.26) 우리나라는 7개 상설기술위원회별로 2인 이상의 국내 전문가를 위촉하

여 관련 회의에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산하 작업반에도 관련 전문가들이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정규직원 1인, 일반 코스트

프리(cost-free) 전문가 1인 및 Gen-IV 코스트프리 전문가 1인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NEA 위원회의 고위직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관

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분담금 규모 그리고 지리적인 부분 등도 향이 있겠

지만, 무엇보다도 NEA 위원회에 지속적인 참여를 통한 공로가 큰 전문가가 부

족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NEA 고위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문가 참여 

활동을 통한 NEA 내에서 입지를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동일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일본 등은 NEA 위원회 의장 배출, 자발적 기여 등

을 통하여 자국의 원자력정책 소개, 국제공동연구의 주도적 추진 등 NEA 내에

서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는 물론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2. OECD/NEA 위원회

가. 운 위원회

(1) 제112차 운 위원회 개최 결과 및 평가27)

(가) OECD/NEA 사무총장 업무 보고

제112차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구(OECD/NEA) 운 위원회는 2006년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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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OECD/NEA, Summary Of Decisions Taken At The 112Th Session Of The Steering Committee 

For Nuclear Energy, NEA/SUM/DEC(2006)1, 09-May-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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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26일 동안 프랑스 OECD/NEA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에차바리 NEA 사

무총장(Director General)은 2006년 3월 키리엔코 러시아 원자력청장과 현재 진

행중인 NEA와의 협력 방향 논의를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하 다.

또한, NEA 사무총장은 NEA의 GIF 기술사무국 역할과 연계하여 다국간 설

계평가프로그램(MDEP : Multinational Design Evaluation Program)의 2단계 

또는 3단계에서 NEA가 기술사무국 역할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밝혔다.28) 우리나라는 안전심사 기준의 국제 표준화 달성 등 다국간 원전 안전

성 확인 설계인증 작업의 초기 이행 단계인 MDEP의 2단계부터 참여할 예정이

다. MDEP의 3단계는 제4세대 원자로에 대한 설계인증 작업 등 MDEP의 완전 

이행 단계를 의미하고 있다.29)

(나) 제112차 OECD/NEA 운 위원회 주요 결과

제112차 OECD/NEA 운 위원회는 일부 세부사항들을 제외하고 NEA 

2007-2008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데이터뱅크 사업과 예산을 승인하고, 이를 

OECD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기로 결정하 다. NEA 2007-2008년 주요 사업계획

은 2004년 NEA 운 위원회에서는 IAEA와의 협력 중요성, 비회원국인 러시아

의 NEA 참여 그리고 중국과 안전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이 강조되었다.

금번 운 위원회는 러시아에게 NEA 산하 7개 상설기술위원회에 대한 러시

아의 옵서버 자격을 모든 기술위원회로 참여를 확대하며, 참여기간을 2년간 연

장하기로 결정하 다. 또한 금번 운 위원회는 러시아의 현재 정규 옵서버 지

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 다. 

또한 금번 운 위원회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World Energy Outlook 중 

특별 장으로 원자력을 포함하는 것을 승인하 다. 이는 고유가의 지속, 에너지

28) MDEP는 다국간 참여를 통하여 원전 설계 인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29) MDEP의 제1단계는 미국에서 구매ㆍ건설 가능성이 있는 원자로형에 대해 미국의 안전규제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인증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유럽형가압경수로(EPR) 설계인증 작업

이 동 제1단계에 해당하며, 동 MDEP 제1단계 사업은 2006년 9월 현재 미국, 불란서 및 핀

란드 등 3개국이 EPR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 당초 미국은 다국간 설계인증프로그램(MDAP 

: Multinational Design Approval Program)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 으나, 프랑스 등 일부 

참여국이 ‘승인’(approval)이라는 용어 표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인증(Approval) 대신 

평가(Evaluation) 즉 MDEP로 용어를 변경하여 국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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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고갈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의무, 에너지 안보 등 원자력의 역할이 새

로이 부각되는 상황을 반 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번 운 위원회를 계기로 미국 대표는 국제원자력파트너쉽(GNEP :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의 국제적 동의를 구하고자 회원국에게 GNEP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 다.30) 우리나라 대표는 GNEP 구상에서 개량

연소로(ABR: Advanced Burner Reactor)와 GIF에서의 소듐냉각고속로(SFR : 

Sodium-cooled Fast Reactor)와의 차이에 대하여 질의하 는바, 미국 대표는 개

량연소로가 재순환 핵연료주기와 연계하여 구상되고 있으며 GIF에서의 SFR은 

국제공동프로젝트로서 2030년 전후 도입되는 제4세대 원전 개념으로 설명하

다. 독일 대표는 GNEP 구상에서 핵연료 공급국과 원전 이용국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원전 이용국이 핵연료 임대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지를 지적하 다. 미국 대표는 핵연료 공급은 파트너쉽을 통하여 

충분히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시장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

조하 다.

한편, 금번 운 위원회는 제113차 운 위원회의 정책토론 주제를 의장단이 

제안한 ‘우라늄 공급’(Uranium Supply)으로 결정하 으며, 114차 운 위원회에

서는 오스트리아가 제안한 ‘Framework of Communication’을 우선 고려하기로 

하 다.

(다) 정책토론 : 원전 건설 투자

제112차 운 위원회의 정책토론 주제는 ‘원전 건설 투자’(Financing of 

Nuclear Energy)이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있어서 원자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다수 국가에서 원전 건설

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실제 전력시장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는 

활발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약 요인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자

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원자력에너지에의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의 4개 분야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30) GNEP의 자세한 내용은 제4장 제1절 미국의 원자력정책 부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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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체제의 전력시장에서 신규 원전 투자에 대한 정부 정책 전망

• 원자력발전의 경제성과 투자

• 미국의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 환경

• 차세대 원전에 대한 투자 유치

발표 의견을 종합하면 최근 고유가의 지속, 에너지자원의 고갈 가능성, 온실

가스 감축 의무, 에너지 안보 등 원자력의 역할에 대하여 정부 정책결정자들에

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정부 정책의 정치적 신뢰성, 후행 핵연료주기

의 비용, 원자력 여론의 불확실성, 대규모 투자와 장기적인 회수 기간 등은 여

전히 원자력에 대한 투자 위험 인자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라) 관찰 및 평가

미국은 NEA 운 위원회 의장을 에너지부에서 국무부(DOS : Department of 

State)로 전환하는 등 NEA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GNEP에 대한 

국제적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기존 NEA의 ‘non-promotional’ 

취지에도 불구하고, 향후 NEA에서는 원자력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도 전망된다. 특히, ‘원전 건설 투자’ 정책토론에서 대부분의 회원국이 원자

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바, 향후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정부 

정책 결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향후 신규 

원전 건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신뢰성, 사회적 여론의 개선, 대규

모의 투자비에 따른 투자 기피, 방사성폐기물 처분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 

원전의 폐로 비용 등 투자 위험 요소들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2) 제113차 운 위원회 개최 결과 및 평가31)

(가) OECD/NEA 사무총장 업무 보고

31) OECD/NEA, Summary Of Decisions Taken At The 113Th Session Of The Steering 

Committee For Nuclear Energy, NEA/SUM/DEC(2006)2, 27-Oct-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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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차 OECD/NEA 운 위원회는 2006년 10월 19-20일 동안 프랑스 NEA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NEA 사무총장은 IAEA 사무총장과 2005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장관급 원자력회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 으며, 중국이 이에 

관심을 표명하고 2008년 올림픽 이후로 개최 시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하

다. 또한, NEA 사무국장은 터키가 2020년까지 5,000MWe를 원자력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호주는 수상 산하에 우라늄 채광/정련 및 장기적인 원자력 역할을 

검토할 작업반을 설치 및 운 하고 있다고 설명하 다. 

(나) 제113차 OECD/NEA 운 위원회 주요 결과

① NEA 및 데이터뱅크의 2007-200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제113차 NEA 운 위원회는 NEA 및 데이터뱅크의 2007-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고, 이를 OECD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기로 결정하 다. NEA 

및 데이터뱅크의 예산은 'Zero Growth'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바, 2007년과 

2008년 예산이 각각 13,044,400 유로로 동일하다.

② NEA와 러시아간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

현재 NEA와 러시아와는 '정규 옵서버'(regular observer)32)와 '전면 참여

'(full participation)33)에 대한 지위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러시아는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Joint Declaration on Cooperation) 수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2005년부터 NEA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동 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 및 법적 약속과 같

은 특별활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NEA와 러시아간 합의된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력의 목표는 과학연구, 혁신기술개발 평가, 국내/국제 법적 체계 구축, 

경제성 평가 등을 원활히 수행

32) 정규 옵서버 지위는 OECD 이사회에 의해 2년 동안 부여되며, 관련 위원회의 기술적 견해

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다시 갱신될 수 있다.

33) ‘완벽한 참여'는 옵서버라기보다는 회원국과 같은 위원회의 의사결정 측면에서 적극적인 참

여뿐만 아니라 더 폭넓은 약속을 의미한다.



- 34 -

• 협력 활동은 NEA 사업계획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

• 러시아는 NEA 모든 기술위원회에 정규 옵서버 지위로 참여

• 상호 협력 조정은 러시아 원자력청(Rosatom)과 NEA 사무국이 담당

• 협력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자 부담

제113차 운 위원회는 NEA와 러시아간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승

인하고, 러시아가 NEA의 모든 상설기술위원회에서 정규 옵서버 지위를 갖는 

것을 OECD 이사회가 승인하도록 제출하 다.

그러나 미국, 벨기에는 러시아와의 신중한 협력 추진을 요구하 으며, 일본

과 프랑스, 독일 등은 단계별 접근을 통한 제한된 참여를 표명하 다.

③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 활동 및 NEA 참여현황 보고 

NEA 두자르댕 원자력과학개발국장은 GIF의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발효 이후, 2006년 2월 소듐냉각고속로(SFR) 시스템약정이 체결되었고 SFR 핵

연료 관련 프로젝트약정(Project Arrangement)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하고, 동 약정이 다른 시스템약정 및 프로젝트 약정들의 표본(template)이 

될 것이라고 보고하 다.34) 동 약정에는 프랑스, 일본, 미국, 한국 및 EU가 참

여하고 있으며, GIF 정책그룹 의장이 미국에서 프랑스로 바뀌었다.

④ 다국간 설계평가프로그램(MDEP) 보고 

NEA 레이그 원자력안전과장은 MDEP가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인바 NEA는 

제2단계에서 기술사무국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보고하 다. 레이그 과장은 

MDEP의 기술사무국 수행에 있어서 최대한 투명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⑤ IAEA 기본안전원칙 발간 스폰서 

NEA 리오떼 방사선방호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과장은 2006년 6월 회의에서 

34) 현재 NEA는 System Steering Committee 및 Project Management Board 회의 주관, 웹사

이트 운  등 GIF 기술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명의 Cost-Free Expert(한국, 프랑스, 

일본, Euratom)가 NEA에 근무 중이며, 1명(프랑스)은 교체 과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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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문서(초안) DS298을 근간으로 하는 ‘기본안전원칙’(Fundamental Safety 

Principles)에 공동 후원하기로 결정하 다고 설명하 다. 이와 관련 금번 운

위원회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IAEA의 “기본안전원

칙”(Fundamental Safety Principles) 발간에 있어서 NEA가 공동 후원자로 참여

하는 것을 승인하 다.

⑥ 국제에너지기구(IEA) 활동 보고 

OECD/IEA는 2006년에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Scenarios 2006”을 

발간하 다. 동 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등을 고려할 때 원

자력발전량이 현재 2,635 TWh에서 2050년에는 5,338-7,300 TWh로 약 100%에

서 175%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명을 다하는 원전을 고려할 때 매년 

약 20 GWe의 신규 원전이 건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⑦ 기타 

제113차 NEA 운 위원회는 차기 운 위원회를 2007년 4월 24-25일에 개최

하기로 결정하 으며, 정책토론 주제는 ‘원자력 연구’(Nuclear Research)로 결정

하 다. 원자력 연구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4∼5년 이내의 단․중기 

관점을 다루기로 합의하 다. 

(다) 정책토론

① 정책토론 개요 

금번 정책토론 주제는 ‘우라늄 자원’(Uranium Resources)으로 조만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적인 원자력발전 확대에 필요한 우라늄 및 핵연료의 공급 

능력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② 발표 주요내용

우라늄 자원 관련 주요 발표 주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라늄에 대한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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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홍수 등으로 인한 우라늄 생산 능력의 저하, 추가 우라늄 광산 가동의 

불확실성, 달러화 가치 하락 등으로 최근 우라늄 가격이 2001년 $18/kgU에

서 2006년 $135/kgU로 급상승함.

– 향후 우라늄 소요량이 2025년에 현재보다 22%내지 50%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라늄 가격이 $130/kgU 이상일 경우 채광할 수 있는 우라늄 

자원의 양은 2025년 예상 소요량으로 47년치에 해당함.

– 단기적인 우라늄 자원은 충분하나, 안전규제 등 장기 지연되는 문제들에 대

한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함.35)

• 세계 우라늄산업 전망

– 지난 15년 동안 우라늄 수급 균형은 핵무기 해체로부터 나온 우라늄에 많이 

의존해 왔으나, 향후 이러한 공급이 줄어들 것인바, 우라늄의 추가 생산능력이 

필요한 상황

– 우라늄 가격 상승에 따fms 우라늄 생산 투자가 확대되어 원자력발전의 확대

에 따른 우라늄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그러나 우라늄 생산에서의 환경친

화성, 사회적 수용성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한 대응이 필요함.

• 우라늄 채광 관련 정치․사회적 제약

– 호주에서 우라늄 채광의 주요 저해 요소는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채광 금지, 

일치되지 않은 국가 안전규제 체제, 투자와 안전규제의 불확실성 등임.

– 호주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핵연료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 검토 

그룹을 설치함.

• 세계 핵연료 산업 전망 및 정책 시사점

– 향후 2030년까지 예상되는 40-45기의 신규 원전의 농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농축시설의 증설이 불가피함.

– 미국 정부는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미국이 보유한 우라늄 재고를 판매

할 수 있으나 시장 교란, 우라늄 생산시설 투자 저해 우려로 신중을 기할 것임.

– 미국의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30-40%의 원자력산업 인력이 퇴직 예정인바, 

향후 50GWe 상당의 대규모 신규 원전에 대한 인력 공급 문제에 대비해야 함.

우라늄 시장은 잘 작동되어 왔으나, 현재 시장 체제가 우라늄 가격 변화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신규 원전 건설이 가속화될 전

망인바, 중기적으로 신규 농축시설 건설은 물론 충분한 원자력산업의 인력문제

35) 2000년대에는 우라늄광 발견 후 채광까지 대략 20-25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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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라늄 자원은 향후 수십 년간 

충분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우라늄 자원 개발 용

량은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 관찰 및 평가

원자력 비진흥(non-promotional) 기구인 OECD/NEA에서는 최근 미국의 

GNEP, 기후변화협약, 자원 편재성 및 고갈 등으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중요

성이 인식되면서 원자력산업 측면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

전국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활성화 방안, 우라늄 자원의 수요 및 

공급 문제, 인력 수급 문제 등 원자력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NEA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호주는 NEA 내에서 자국의 우라늄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인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에서 우리나라와 원자력 프로그램

과 연계될 수 있는 원자력 연구개발은 물론 원자력산업 차원에서도 추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원자력개발위원회(NDC)

제52차 원자력개발위원회(NDC) 회의가 2006년 6월 21일부터 OECD/NEA 

본부에서 3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NDC의 2005-2006년 주요 

사업(Program of Work : POW) 추진현황 보고, NDC의 2007-2008년 신규사업 

결정, 참가국의 국가보고서 발표와 함께 차기 의장단을 선출하 다. 

(1) NDC 2005-2006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가) Market Competition and Nuclear Energy

이 과제는 원자력 산업 내에서의 경쟁이 원자력의 경쟁력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으로, 당초 담당자가 지난 10월 NEA를 떠남에 따라 중단 

상태에 있었으나, 후임자가 6월부터 근무함에 따라 이 과제를 7월부터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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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나) Nuclear Energy Data

2006년 초에 발간된 ‘Brown Book 2006’은 데이터 수집 및 준비가 좀 더 효

율적인 방법인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나, 30개 회원국 중 단지 

12개국인 약 40%만이 이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 다. Brown Book 발간 담당

자인 Price는 회원국들에게 이 새로운 툴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 다.

(다) Licensing Processes and Nuclear Energy in the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

이 과제는 원자력 인허가 절차와 원자력 발전 경쟁력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으로 원자력규제위원회(CNRA)와의 협조 하에 추진되고 있다. 미국, 

핀란드, 한국, 헝가리 4개국에 대해 자료를 중심으로 사무국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 으며, 2006년 4월 이를 CNRA 및 NDC에 검토 요청한 상태이다.36)

2006년 6월 CNRA 회의시 보다 적절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 하반기에 미국과 핀란드를 중심으로 자료에 대한 보강 조사가 있을 예

정이다.

(라) Timing of HLW Geological Disposal 

이 과제는 고준위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 심층처분의 적정 시기에 대한 

연구가 목적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RWMC)와의 협조 하에 추진되고 있

다. 2005년 10월부터 2차례의 전문가 그룹 회의가 있었으며, 2006년 7월 3차 전

문가 회의 이후 보고서 초안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각국

의 핵연료주기 정책, 전문가별 견해 차이로 현재 수록 범위에 대하여 협의 중

이다.

36) 우리나라에 대한 자료는 NEA에서 cost-free 전문가로 활동 중인 이광석 박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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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Impacts of Nuclear Power Plant Life Extension

이 과제는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에 의해 제기되는 핵연료주기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경제성 및 사회 문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으로 

2005년 9월부터 2006년 5월까지 3차례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다. 40년의 운전 

수명에 의한 원전 폐쇄 및 관련 발전용량의 감소는 2020년대에 최고 수준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발전소 수명관리를 통하여 상당

한 수의 원전을 수명 연장하고 있는바, 이 연구 결과는 각 회원국에 중요한 정

책적 자료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바) Innovation in Nuclear Energy Technology

이 과제는 원자력 분야의 기술혁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

을 도출하여 회원국 정부에 권고하는 것이 목적으로 본 사업에는 한국을 포함

한 11개국에서 참여하고 있다. 2004년 10월부터 4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가져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고, 2006년 7월 NDC와 원자력과학위원회(NSC)에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다. 

(2) NDC 2007-2008년 신규사업 확정

NEA 사무국에서 제안된 과제들에 대한 토의 후, 제52차 NDC는 과제 우선

순위에 대한 투표를 거쳐 다음과 같은 NDC 2007-2008년 주요사업(Programme 

of Work: POW)의 6개 수시과제를 결정하 다.37) 

• 원자력과 공급보장 (Nuclear Energy and Security of Supply)

• 원자력발전소 투자재원 확보 (Financing of Nuclear Power Plants)

• 방사성폐기물 처분이슈의 객관적 비교분석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in Perspective)

• 원자력 이용 확대시의 제한요소 분석 (Limits to th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37) 상기 6개 과제 중 방사성폐기물 처분 이슈의 객관적 비교분석을 제외한 우리나라가 중요하

다고 판단했던 5개 과제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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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원자력 동향 (Nuclear Energy and its Evolving Status) 

• 원자로 노형 전환(경수로→고속로) 시나리오 분석 (Transition Scenarios 

from Thermal to Fast Reactors)

또한 NDC는 지속과제로 다음의 3개 과제를 매년 수행하고 있다.

• 원자력에너지데이터(OECD Nuclear Energy Data, 일명 Brown Book)

• 우라늄 수요/공급 현황 및 전망 (Uranium Resources, Production and 

Demand, 일명 Red Book)

• OECD 기타분야 지원 (Support to Other Parts of the OECD)

(3) 위원회 자체평가 및 산하 작업단 설립

NDC의 위원회 자체평가(Self-evaluation)에 대해서 위원회 내 평가팀 구성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간단하게 설문지를 통해 수행키로 결정하 다. 

NEA 사무국이 설문지 초안을 만들어 위원들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 뒤 위원들

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하 다. 

NDC는 우라늄그룹을 제외하고는 상설그룹이 없음으로 인하여 일에 계속성

이 없다는 위원들 및 NEA 사무국의 지적에 따라 NDC 산하에 ‘경제 및 재

정’(Economics and Financing) 관련 상설작업단(Working Party)을 설립하는 방

안을 추진키로 결정하 다.

(4) 특별 세미나

현재 2005-2006년 과제로 수행중인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과 혜택’을 주제

로 Hirschberg(과제 컨설턴트, 스위스 PSI 소속)가 기존 자료들(온실가스 배출, 

사고시 향, 외부비용, 발전비용 등)과 문헌들을 정리하여 발표하 다. 

이에 대하여 오스트리아 대표는 원자력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지 못한

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자국의 재생에너지(수력 포함) 확대정책을 강조하 다. 

반면 일본 대표는 원자력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크게 기여한다고 강조하고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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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발전의 30% 이상을 원자력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표는 작성

한 보고서가 배경문서 성격이기는 하나 향후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 국제

포럼GIF(Generation-IV International Forum)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

견을 표명하 다.

(5) 국가 보고서

각 국가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며, 캐나다, 프랑스, 일본, 국 등 특

기사항이 있는 국가만 별도 발표하 으며, 주요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캐나다는 20년 동안 신규 원전이 건설되지 않았지만, 현재 Ontario 

지역에서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음.

• 프랑스는 방사성폐기물 및 폐기물기금 확립에 관한 법제정을 간략히 

설명하고, 이 법에 따라 EPR 원전이 건설될 의도가 있다고 설명함.

– 또한 프랑스 Areva와 다국적 합작회사인 Urenco사는 원심분리 농축기술의 

개발을 위한 파트너쉽에 합의함.

• 국은 현재 에너지리뷰에 광범위한 이해관계 Stakeholder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장기 에너지정책의 필요성에서 원자력도 에너지 옵션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함.

(6) 기타 

금번 NDC는 캐나다(의장), 헝가리․일본․스위스(부의장)의 현 의장단을 만

장일치로 유임키로 결정하 으며, 차기회의는 2007년 6월 17일 주로 잠정 결정

하 다. 또한 금번 NDC는 차기 회의에서도 “주제토의 세션(Topical Session)"

을 갖기로 결정하 으며, 주제는 추후 결정하기로 하 다. 

(7) 관찰 및 평가

금번 NDC 회의에서 NDC 2007-2008년도 사업을 확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필요한 과제들을 검토하여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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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공급안정, 국제 원자력 동향, 원자로 노형 전환(경수로→고속로) 시나리오 

분석 과제는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

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번에 특별 세미나는 다소 준비가 부족하여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특별 주제에 대한 각국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 판단된다. 다음 특별 세미나에는 주제의 선정에서부터 한국의 의견을 피

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NEA 사무국 원자력개발과장은 한국에서 파견한 Cost-free 전문가가 지난 3

년간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바,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시하 다. 정부 차원에

서는 NEA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후임을 조속히 선정하여 파견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NDC에서 취급하는 의제는 대부분 정책결정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 및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서 정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2006년 6월 현재 NEA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17개가 진행되고 있다38)

(표 3-7 및 부록 C 참조).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OECD-Fire, PSB-VVER, TDB, 

Sorption(Phase II) 프로젝트를 제외한 13개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CSNI에서 제안된 신규 국제 공동연구인 PRISME39) 사업이 2007년부터 본격

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PRISME 사업은 원자력 화재 안전성과 관련하여 원전 

내부의 화재로 인한 다양한 조건하에서 연기, 열 등의 전개(propagation)를 연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38) NEA 국제공동 프로젝트는 크게 공동연구 프로젝트와 정보교환 프로그램의 2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공동연구는 참여 회원국들이 소요 비용을 분담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결과를 

참여 회원국끼리 공유하게 되며, 정보교환 프로그램은 각 회원국들이 각자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 공유하는 것을 목적이다.

39) 불어로 PRISME은 PRopagation d'un Incendie pour des Sc 'enarios Multi-locaux 'El 'ementaire이

며, 어로는 Fire propagation in Elementary multi-room scenarios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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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OECD/NEA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현황

분야 프로젝트명 기간

우리나라 

참여기관

(대표)

시설안전

Halden Reactor ‘58∼ KAERI

CABRI Water Loop ‘99∼’08 KINS

SCIP ‘04∼’09 KAERI

MASCA-2 Project '03∼'06 KAERI

MCCI(Melt Coolability and Concrete Interaction) ‘02∼’05 KAERI

SETH(SESSAR Thermal-Hydraulics) ‘01∼’05 KAERI

PKL '04∼'06 KAERI

PSB-VVER '03∼'06

ICDE(International Common Cause Failure Data 

Exchange)
‘94∼’05 KAERI

OPDE(OECD Piping Failure Data Exchange) ‘02∼’05 KAERI

OECD-Fire ‘02∼’05

ROSA '05∼’09 KAERI

COMPSIS '05∼’07 KAERI

Data Bank/ 

방사성폐기물

TDB(Thermochemical Data Base) ‘84∼

CPD(Co-operative Programme of Decommissioning) ‘85∼ KAERI

Sorption Project (Phase II) '00∼

방사선방호 ISOE(Information System on Occupational Exposure) ‘92∼ KINS

PRISME 사업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전 내부(제어실)에서 인접 공간으로의 화재 전개속도, 중대 장비의 

고장시기 등의 정보를 산출

• 실험적으로 얻은 상기 데이터는 최적화된 모사용 화재 분석 전산코드의 

개발에 활용되고, 원전 설계자들에게 최적의 화재 방어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 공동연구기간 : 2006-2010

• CSNI는 2005년 12월에 사업 착수를 승인하고 사업협정이 만들어져 

서명을 위해 참여국에 배포중임.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프랑스는 IRSN이 DIVA 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며, 우

리나라의 경우 한국기계연구원(KIMM)이 본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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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미국의 원자력 대외정책

제 1 절 원자력 연구개발 예산

미국 DOE는 원자력분야의 2007 회계연도 예산으로 6억3천2백만불을 신청하

다(표 4-1 참조). 2007년도 예산안은 크게 연구개발 분야(55%)와 기반시설 지

원(35%)으로 대별되며 2006년도 대비 18% 증가하 다.40)

표 4-1  미국 에너지부의 2007 회계연도 원자력 예산

프로그램
2006 예산

(1,000 US$)

2007 요구안

(1,000 US$)
점유율

(%)

전년대비 

증감(%)

대학 연구로 기반시설 및 교육 지원 26,730 - - -

연구개발

Nuclear Power 2010 65,340 54,031 8.5 ▽17

Gen IV Initiative 54,450 31,436 5.0 ▽42

원자력 수소 24,750 18,665 3.0 ▽24

AFCI 79,200 243,000 38.4 ▲207

소계 (223,740) (347,132) (54.9) (▲55)

기반시설

방사성시설관리 54,049 49,722 7.9 ▽8

Idaho시설 관리 99,358 95,290 15.1 ▽4

Idaho 부지 사찰 및 보안 74,288 75,949 12.0 ▲2

소계 (227,695) (220,961) (34.9) (▽3)

프로그램 기획 60,498 67,608 10.7 ▲12

보안 절감액 -3,003 -3,003 -0.5 0

합계 535,660 632,698 100 ▲18

연구개발 분야중의 Nuclear Power 2010은 산업체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3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조기 부지 인허가를 

포함한다. 또한 웨스팅하우스의 AP-1000과 General Electric의 ESBWR을 위한 

건설 및 운전 일괄 인허가(Combined Licensing)를 위한 최초 공학설계(First of 

40) DOE/CF-009, FY 2007 Congressional Budget Request Budget highlights, USDOE, 

Februar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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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ind engineering)를 완료하며, Dominion과 NuStart 콘소시움의 일괄인허가 

신청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Nuclear Power 2010에서는 인

허가 검토 지연 등 사업자의 불가항력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연에 대한 

재정 손실을 보상(Standby Support)하기 위한 판정 기준을 개발하여 시행할 예

정이다.

연구개발 분야 중 AFCI는 GNEP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 대비 3배로 예

산을 배분하 으며, 사용후핵연료의 핵물질을 분리하기 위한 첨단기술을 가속

화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Gen IV와 원자력수소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은 2/3 

수준으로 삭감되었다. 기반시설 분야중 방사성시설관리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

소 공급, 우주탐사용 에너지공급원, 대학의 연구로 핵연료 공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Idaho 시설관리는 Idaho 국립연구소 10개년 발전 계획에 따라 집행할 예

정이며, 이와 별도로 Idaho 원자력시설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

하고 있다.

제 2 절 미국의 국제원자력파트너쉽(GNEP)

1. 추진배경

미국 행정부는 2006년 2월 새로운 원자력정책구상인 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을 발표하 다.41) GNEP은 원자력 이용 확대와 핵비확산 

강화라는 일견 상충되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구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화석자원의 보존과 같은 지속 가능 개

발 측면에서 그 역할이 새로이 조명되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 관리, 농축․재

처리와 같은 민감기술의 확산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받아 왔다. 

지난 수십년간 전세계는 핵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기존 핵비확산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우려할 만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바, 핵물질 및 장비의 불법 거래 네트워크, 북한과 같은 문제 국가들의 

41) The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Greater Energy Security in a Safer, Cleaner 

World, February 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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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탈퇴 위협, 테러리스트의 핵무기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원자력 이용과 핵비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으로

서는 농축․재처리와 같은 민감기술의 확산 우려를 해소하고,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핵분열 물질을 회수하여 소진시킬 수 있다면, 미국 뿐 아니라 다른 국

가의 원자력 이용도 현재보다 크게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하에 원자

력 이용에 대한 새롭고도 종합적인 구상인 GNEP을 입안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GNEP의 주요 내용

GNEP의 실천전략은 7가지 주요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미국내 원자력 

이용을 진작시킨다. 이를 위하여 미국 정부는 기존의 Nuclear Power 2010을 

적극 활용하는 이외에 Standby Support Program을 새로이 입안중이다. 

Nuclear Power 2010 은 산업체가 다음 10년간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

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신

규 부지 조사, 신형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건설, 일관된 인허가 절차를 구현하도

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2007년까지 3개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조

기 부지 인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 DOE는 2곳의 상업용 부

지와 3곳의 연방부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 으며,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 Nuclear Energy Commission)의 새로운 설계인허가 절차를 적용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 일리노이, 미시시피 3곳

에서 조기 부지 승인(ESP : Early Site Permit)을 신청하 으며, 다음 단계로 건

설 및 운 의 동시 인허가(one-step licensing) 절차를 적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2). Standby Support Program은 사업자의 면책사유에 의한 공기 지연시, 

42) 2003년 가을에 제출된 조기부지 허가 (ESP: Early Site Permit) 신청은 Exelon Generation의 

Cliton지역, Dominion의 North Anna 지역, Entergy의 자회사 System Energy Resources의 

Grand Gulf 지역의 3건이다. 2006년 12월 28일 NRC의 원자력 안전성 및 인허가 위원회

(ASLB: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는 조기부지 허가를 클린톤 지역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 다. ASLB의 이런 결정에 따라 엑스론이 미국에서 첫 번째로 조기

부지 허가를 취득하여 앞으로 클린톤 지역에서 원자로를 하나 또는 두개 정도 20년 동안 

건설할 기본 자격을 얻게 되었다. NRC의 일정에 따르면 클린톤 지역의 최종 허가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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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2005 에너지정책법은 원전 인허

가 지연으로 인한 산업체의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지원책(stand-by 

support)을 명시하고 있다. 지연사유로는 NRC의 검토 및 검사 승인 일정 준수 

실패, 공청회 일정 지연과 전출력 운전을 지연시킨 법정 소송을 포함하나, 사업

자가 법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발생한 비용이나 사업자가 관리하는 

행위의 이행 실패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동 보상은 총 5억불의 범위내

에서 지연에 따른 원금 또는 부채 이자, 구매한 전력의 적정 시장가격 차이 보

상, 발전소와의 계약 체결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DOE 장관은 일괄인허가(건설 

및 운 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수한 원전중 최초 2기에 대해서는 100% 손실을 

보상하게 되며, 다음 4기에 대해서는 총 2억5천 달러의 범위내에서 개개 지연

비용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둘째 핵확산저항성이 강화된 핵연료주기를 실증한다. 이를 위해 PUREX 기

술보다 핵확산 저항성이 큰 UREX+ 기술을 개발하여, U과 Pu만을 분리하는 것

이 아니라 초우라늄원소(Np, Pu, Am, Cm 등)를 혼합된 상태로 추출한다. 이에 

필요한 시설은 핵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소위 “핵연료공급국”에만 설치하

며, 다목적 핵주기 연구시설인 AFCF(Advanced Fuel Cycle Facility)를 2016년

에 1단계 준공한다.

셋째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초우라늄 원소를 핵종변환

시킴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즉 재처리를 통하여, 방사

성폐기물 발생량 감축,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의 관리능력 강화,  최종 처분하

여야 할 장수명 핵종의 양을 감축코자 한다. 이에 따라 금세기 내에는 Yucca 

처분장 1개만으로 현재 미국내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누적량은 물론 향후 발생

할 사용후핵연료까지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7년 5월이면 완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엑스론은 복합 인허가 건설 허가를 취득할 때까지 

실제로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지는 못하지만 조기부지 허가를 이용하여 예비 및 

준비 건설 작업은 가능하게 되었다. 조기부지 허가는 법적으로 원전부지와 이에 따른 환경

적 문제를 해소시켜 주는 효력이 있다. 엑스론은 허가 난 부지에 어떤 원자로 노형을 채택

할 것인지는 신청서에 적시하지 않았다. 단지 노형은 NRC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7개의 상

업적 원자로에서 하나를 선정할 것이며 최대노심 열 출력은 2,400 MW에서 6,800 MW 범위

라는 윤곽만 나와 있다. 아마도 복합 건설 인허가 신청서(COL)에 적절한 노형을 선정하여 

이를 NRC에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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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째 개량형연소로인 ABR(Advanced Burner Reactor)을 개발한다. ABR은 

사용후핵연료 속에 함유된 초우라늄 원소를 반감기가 짧은 핵종으로 변화시키

고, 이를 연소하여 소멸시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게 된다. 

즉 경수로는 초우라늄 원소를 생성하는 반면, ABR은 초우라늄원소를 소멸시

키는 역할을 한다. 미국 정부는 GNEP에 참여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ABR 개발

코자하며, 2006년 8월에는 당초 구상한 1/10 규모의 시험로 건설없이 바로 상

업규모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건설 계획을 가속화하 다.

다섯째 신뢰성있는 핵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하여 GNEP은 참여

국을 소위 “핵연료공급국(fuel supplier nation)과 이용국(user nation)"으로 구

분하고 있다. 이용국은 농축, 재처리와 같은 민감 핵주기 시설을 보유하지 않겠

다고 선언한 국가이며, 이들 국가들은 원자력발전소만을 소유하고 운 하기만 

할 뿐 핵연료주기 시설은 보유하지 않는다. 핵연료공급국은 농축, 재처리 시설

을 보유하고 이용국에게 핵연료를 공급하며, 사용후핵연료를 회수하고 재처리

하여 ABR에서 연소한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cradle to grave fuel leasing) 개

념을 구상하고 있다.

여섯째 소형원자로를 실증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전력시장에 부합

하는 안전하고 운전하기 쉬우며 핵확산 저항성이 증대된 원자로이다. 이러한 

원자로는 발전용량이 50-350 MWe 규모로서, 수명기간중 핵연료 교체가 필요없

는 초장주기 핵연료를 사용하며, 지역난방이나 식수 생산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일곱째 첨단 안전조치를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IAEA와 협력하여 안전조치 

적용이 용이해 질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강화된 안전조치 프로그램 및 기술을 

개발하여 민간 원자력 시설이 비평화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핵물질 전용 및 계통 변경시 즉각 탐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재순환 시

설, ABR의 설계에 반 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통하여 추진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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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NEP의 추진 전략

DOE는 2006년 8월에, 당초 전략을 대폭 수정하여 2 track approach 개념으

로 추진 전략을 재정립하 다. 이에 따라 UREX+기술의 공학규모 실증시설 

(ESD : Engineering Scale Demonstration)과 ABR의 시험로 (ABTR : Advanced 

Burner Test Reactor) 건설은 취소되었다. Two track approach는 단기간에 달

성 가능한 Track 1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Track 2로 이루어진다. Track 1은 

미국 산업체의 축적된 경험과 연방정부의 R&D를 우선적으로 활용코자 한다. 

이를 위하여 CFTC(Consolidated Fuel Treatment Center)를 건설하여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유효성분(U, Pu, MA)을 추출하며,43) 이중에서 U, Pu은 이용하고, 

MA는 Track 2 이행시까지 보관한다. 이 기간중에는 ABR 원형로 건설도 추진

한다.

Track 2에서는 외국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미해결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중

점을 두고 있다. 이 기간에는 AFCRF(Advanced Fuel Cycle Research Facility)

를 건설하여 Fast Reactor에서 인출한 S/F의 Minor Actinides(Np, Am, Cm 

등) 분리하고, 이를 사용하여 Fast Reactor용 핵연료를 제조(U, Pu + MA)하게 

된다.

미국 DOE는 2006년 8월 3일 CFTC와 ABR 건설에 대한 국내외 산업체 의향 

타진을 위하여 EOI (Expression of Interest)을 접수하여 2006년 9월 8일 마감하

다.44) 그 결과 General Atomics, General Electric, EPRI, AECL, AREVA, 

JAEA 등으로부터 18개 의향서가 접수되었으며, AREVA가 제안한 COEX 기술

을 UREX+가 상용화되기 이전에 사용하기로 결정하 다. EOI의 평가 결과는 

향후 CFTC와 ABR 건설을 위한 RFP (Request for Proposal) 작성시 참고하게 

된다.

43) 6450-01-P, Notice of Request for Expressions of Interest in a Consolidated Fuel 

Treatment Center to Support the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USDOE, August 

2006

44) REQUEST FOR EXPRESSIONS OF INTEREST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GNEP) TECHNOLOGY DEMONSTRATION PROGRAM, USDOE, Ahgus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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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3일 미국 DOE는 GNEP 실증에 필요한 부지조사 연구를 위하여 

총 2천만불을 투자할 것임을 발표하 다. 각 후보 부지별로 5백만불까지 지원

하게 되며, 9월 7일 응모를 마감하 다. DOE는 10월 말까지 부지조사 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기관은 90일 동안 부지평가 연구를 수행한다. 부지평가 

연구 결과는 2008년 6월 DOE가 보고하는 GNEP의 환경 향평가연구(EIS : 

Environmental Impact Study)에 사용하게 된다.45) 양시설은 동일부지에 건설을 

추진하는 바, 환경평가연구의 결론에는 CFTC와 ABR의 추진 여부와 이를 위한 

부지가 명시된다.

GNEP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 미국 정부는 농축 및 핵연료재순환 

(Recycling) 기술개발에는 이미 상용시설을 보유한 국, 프랑스, 러시아 및 일

본과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네덜란드, 독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농축시

설 보유국) 등은 핵연료 공급국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이들 4개국과 한국, 캐

나다 등 원자력이용이 활발한 국가와의 협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

상된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농축/재처리시설 보유 포기, 핵확산저항성 핵연료주

기 추구 공약이 한․미 원자력협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2가지 원칙임을 강조하

고 있으며, 진행중인 Pyroprocessing 관련 한․미 협력은 이런 원칙에 부합되는 

한 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 우리나라에의 향

GNEP은 핵확산 저항성이 있는 핵연료 수급체제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원

자로 개발 실현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장래 원자력 이용개발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NEP에서 추진하는 핵연료 공급 체제가 실현

될 경우, 이는 장기적으로 세계의 핵연료 공급 시장뿐 아니라 원전 수출 시장

에도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핵연료 공급국과 이용국의 중간 위

치에서 기술 선진국으로의 위상 확보 노력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45) Federal Register / Vol. 71, No. 55 / Wednesday, March 22, 2006 / Notices, 

DEPARTMENT OF ENERGY, Advance Notice of Intent To Prepare a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for the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Technology Demonstr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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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은 핵확산 저항성이 강화된 기술로 제한될 수 밖에 없

으며, 우리나라가 개발중인 DUPIC이나 pyroprocessing은 UREX+에 대한 좋은 

대안이라 할 것이다. 또한 GNEP의 ABR은 GIF의 SFR (Sodium-cooled Fast 

Reactor)과 설계개념이 유사하므로, GIF 참여를 통하여 ABR의 원천기술 확보

는 물론 향후 이들 노형의 국내 건설․운 에 대한 당위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

이다.

제 3 절  미국과 인도의 원자력협력

1. 미국-인도의 원자력협력 합의 이후 국제동향46)

인도는 2005년 7월 미국과의 원자력협력 합의 이후, 자국의 경제개발에 큰 

걸림돌인 에너지자원 및 전력 수요의 부족47)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민간 

원자력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혀왔다. 인도는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 용량을 현

재의 3.6GW48)에서 20GW 이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

과의 원자력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인도와 원자력협력을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원자력협력을 추진하

려는 러시아, 프랑스, 국, 캐나다 등은 인도와의 원자력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의 수장들은 미국-인도의 원자력협력 합의 발표 

이후, 인도를 국빈 방문하고 원자력협력 가시화를 위한 협력이나 협정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와 원자력 관련 이해관계가 적은 NSG 참여국들은 인도가 원자

력시설의 민수용과 군사용의 분리,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 체결 등 핵비확산

공약 이행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간접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

고 있다.

46) 미국-인도의 원자력협력 합의 관련 주요 내용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대외정책연구’, 

KAERI/RR-2609/2005를 참조

47) 인도는 IT 및 제조업의 호조를 기반으로 연평균 7%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48) 인도는 전체 발전량의 약 3%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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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인도 원자력협력 지지 국가의 동향

(가) 러시아

2004년 12월 인도를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싱 인도 총리와의 공동선

언문을 통해 '양국은 핵비확산 조약을 준수하는 범주 내에서 에너지 안보를 확

보하기 위한 혁신적 기술을 적용하여 원자력 에너지 부문에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49) 2005년 12월 현재 러시아는 인도 남부의 쿠단

쿨람(Kudankulam)에 VVER 1,000MW급 2기의 원전을 건설중에 있으며, 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중에 있다. 또한, 최근 인도 원자력부

(DAE: Department of Atomic Energy)와 러시아 연방원자력청(ROSATOM)은 

원자로 판매 등 양국의 원자력협력 확대를 위한 러시아의 로드맵에 대해 의견

을 교환하 다. 

러시아는 NSG 내에서 인도에 대해 예외적 적용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특히, 2006년 3월 14일 러시아는 NSG 지침의 안전 예외조

항에 따라 인도 Tarapur 1, 2호 원자로에 핵연료를 수출할 것이라고 NSG에 통

고하는 등 인도와의 원자력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50)

(나) 프랑스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2006년 2월 인도를 방문하고, 인도 싱 총리와의 정

상회담을 가졌다. 양국정상은 회담 이후 원자력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

동선언문을 발표하 다. 

이 공동선언문은 향후 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한 것으로, 인도의 경제 급성장에 따른 에너지 부족과 향후 최소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25개 이상으로 예상되는 인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부합되어 성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선언문에서 프랑스는 ‘대량살상무기의 확

49) 2000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선언하면서 양국의 

원자력협력은 강화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2004년까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핵연료를 수출하는 등 인도와의 실제적인 원자력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다.

50) 미국은 인도가 2005년 7월 합의 조건들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러시아가 인도에 핵연료를 공

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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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중단하겠다는 인도의 약속을 환 하며, 평화적 목적의 민간 원자력개발을 

지지하고 이를 위한 양자협정 협상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프랑스

와 인도는 양국의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NSG 지침의 개정(adjustment)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 국, 캐나다 및 호주

블레어 국 총리는 유럽연합(EU) 의장국 자격으로 2005년 9월 인도를 방문

하 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블레어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국이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인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 다. 2005년 8월 11일 

국 행정부는 블레어 총리의 인도 방문에 앞서 인도에 대한 기존 원자력 이중사

용 기술 수출의 제한을 완화한다고 국 의회에 알린바 있다.

2005년 9월 캐나다와 인도 외무장관들은 2006년 중반까지 양국은 폭넓은 협

력의 틀을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이의 일환으로 캐나다는 인도 민간 원자력시

설에 원자력 기술을 공급하기로 하 다.

하워드 호주 총리는 2006년 3월 인도를 방문하고,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와 

함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 통상, 생명공학 등 6개 분야에 대

한 협력협정을 체결하 다. 또한 세계 1위의 우라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는 미국-인도 원자력협력에 대한 연구그룹을 설치하고 향후 인도에 대한 

우라늄을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51)

나. 미국-인도 원자력협력 유보 또는 반대국의 입장

NSG 참여국 중 미국-인도 원자력협력에 대해 찬성을 유보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국가들은 원자력 

수출국이면서 NPT의 리더십 국가들로 핵비확산 체제의 유지 우려에도 불구하

고, 반대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특히 독일은 원자력산업 측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우라늄공급 측면에서 찬성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웨덴 등은 미국-인도의 원자력협력에 대

51) 수은해외경제, 인도-미국 핵협력협정 체결, 200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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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나, 주요 원자력공급국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NSG 주요 국가들 중에서 미국-인도의 원자력협력에 대해 표면적으로 드러내어 

반대할 국가는 없어 보인다. 특히 이들 나라가 미국과 인도를 중요한 경제교역 

파트너로서 여기고 있는 만큼 양국간 원자력협력을 반대하여 향후 미국 및 인

도와의 경제 교역 관계에서 소외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한편, NSG 참여국인 중국은 미국-인도 원자력협력이 핵비확산조약에 근거해

야 한다고 간접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52) 그러나 중국은 NSG 내에서 

인도에 대한 미국의 예외적인 혜택을 파키스탄과의 원자력협력에 그대로 적용

하기 위하여 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미국-인도간 원자력협력을 위한 양국간 추진현황

가. 미국의 추진 동향

2005년 7월 부시 미 대통령과 인도 싱 총리와의 원자력협력 합의 발표 이후, 

부시 행정부는 인도의 핵비확산 공약 이행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 다. 2006년 

2월 양국 협상단은 인도가 2014년까지 핵시설을 민수용과 군사용으로 구분하

고, 민수용 시설에 대해 IAEA 사찰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미국이 인도에 원

자력 장비 및 기술을 공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본 분리계획에 합의하

다. 동 분리계획에는 인도의 반대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고속증식로는 

민간 원자력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53)54)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6년 3월 인도를 국빈 방문하고, 인도가 2005년 7월 

공약에 따라 핵시설을 민수용과 군사용으로 분리하기 위한 계획을 완성한 것을 

환 하고, 향후 완벽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55) 이를 바탕으로 부시 행정

52) 수은해외경제, 인도-미국 핵협력협정 체결, 2006. 4.

53) 인도가 마지막까지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고속증식로 2기를 민수용으로 분리하는 것을 

반대하여 합의가 불투명하 으나, 부시 미 대통령의 방문 직전 미국이 인도의 주장을 수용

함으로써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54) CRS Report for Congress, India's Nuclear Separation Plan: Issues and Views, Order 

Code RL 33292, Dec. 22, 2006.

55)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6/03/2006030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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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인도와의 원자력협력을 위하여 원자력법(AEA : Atomic Energy Act) 관련 

조항(Section 123, 128 및 129) 즉, NPT에 가입하지 않고 IAEA 전면안전조치를 

수용하지 않는 국가에게 미국의 핵연료와 원자력기술의 수출 금지 적용을 면제

하고,56) 의회의 승인 없이 원자력협력협정의 발효를 허락하는 면제 법안(H.R. 

4974/S.2429)을 발의하 다.57) 

그러나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이란 및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물

론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가 기존 핵비확산 체제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

다는 반대 의견이 표출되었다. 미국 의회 내에서 인도와의 원자력협력이 북한

과 이란 등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견디기만 하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미국이 제공한 핵물질과 기술이 인도의 핵무기 생산에 전용될 수 있

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인도의 핵무기 시설이 그대로 유지되고, 인도 내에서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제한하는 법적 권한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인도의 

핵무기 능력 확대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과거 30년간 인도와의 대립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전략적 동맹관계(Strategic Partnership)의 확립을 통하여 인도를 비확산 주류에 

합류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과 국익에 더 부합될 것이라

고 의회를 설득하 다. 결국 미국 의회는 2006년 12월 9일 자국의 대통령에게 

인도가 핵시설을 민수용과 군사용으로 분리하고, 민수용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조치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NPT 가입, 전면안전조치 수용, 핵무기 프로그램의 

존재 등에 상관없이 원자력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면제 권한을 부여하는 상

하원 합동 조정법안(H.R. 5682)을 통과시켰다. 미국 의회는 동 법안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면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인도와의 원자력협력이 착수되기 

전에 다음의 조건들이 순차적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 첫 번째로 미국-인도 원자력협력협정의 최종 문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 두 번째로 IAEA 이사회가 인도와의 IAEA 안전조치협정을 승인하며,

56) 면제 조항의 내용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대외정책연구’, KAERI/RR-2609/2005 참조

57) CRS Report for Congress, U.S.-India Nuclear Cooperation: A Side-by-Side Comparison of 

Current Legislation, Order Code RL 33561, Dec. 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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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인도와의 원자력협력 관련 NSG 내에서 합의를 얻어내며, 

• 마지막으로 미국 의회가 인도와의 원자력협력협정 법안을 승인해야 함.

당초 부시 행정부가 발의한 법안에서는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인도와의 원

자력협정이 발효되기를 원했으나, 미국 상하원은 합동 조정 법안에 의회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 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6년 12월 18일 기존 핵비확산 체제를 훼손할 수 있

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법 적용 면제를 부여하는 법안(H.R. 5682)에 서

명하 으며,58) 이로써 인도와의 원자력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

련하 다.

나. 인도의 추진 동향

인도는 미국과의 원자력협력 추진을 위하여 NSG 국가들에게 협조를 요구하

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고 있다. 인도는 2006년 

10월 NSG 자문그룹(CG) 회의 특별 세션에서 자국의 핵비확산 공약 이행과 모

든 국가들의 의문에 답변하는 등 NSG 내에서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2006년 11월 미국-인도 원자력협력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갖고 있는 스

웨덴, 노르웨이 및 아일랜드를 차례로 방문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59) 특히 인

도-미국 원자력협력 추진의 핵심 인물인 인도의 샴 사란(Shyam Saran)은 비확

산 관련 완벽한 기록과 일방적인 핵실험 중지 약속을 이행하는 책임있는 국가

임을 대외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내에서도 미국-인도의 원자력협력 추진에 반대 움직임이 있다. 

특히 3명의 인도 전 원자력위원회(AEC) 위원장과 원자력기관 책임자들은 미국 

의회가 초기 합의 내용과 이념을 변경시켰는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

고 있다. 이들은 2006년 8월 인도가 포기해서는 안 될 4가지 핵심 사항을 담은 

58) 서명된 법안의 정식 명칭은 ‘Henry J. Hyde United States-India Peaceful Atomic Energy 

Cooperation Act of 2006'이다.

59) http://www.hindu.com/thehindu/holnus/21820061112142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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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을 인도 의회에 전달하 다.60) 이 호소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잡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인도의 핵무기 옵션은 유지되어야 하며, 

어떠한 제약도 받아들일 수 없음.

– 보편적 핵군축 목적이 완성되기까지 어떠한 합의도 받아들일 수 없음.

• 1974년 이후 독자적으로 구축한 다수의 민감기술 분야에 대한 외부의 

통제(control)를 허락해서는 안 됨.

– 그러나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핵물질, 기술 및 시설에 대해 현재 및 미래의 

안전조치 적용을 이해할 수 있음.

• 인도의 어떠한 핵 연구개발 활동도 외부 감시 또는 통제나 국제기구를 

만족시키고자 방해받아서는 안 됨.

– 연구 및 기술 개발은 여타 국가의 주권으로, 국가 방위전략 및 에너지 자급

자족과 관련이 있음.

• 인도 의회가 2005년 7월 합의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인도 싱 총리가 2005년 7월 합의의 기본원칙을 수정한 미국 하원법안(2006.8)

을 지지하고 있으나, 인도 국민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3. 평가 및 전망

2005년 7월 미국-인도의 원자력협력 합의 발표 이후, 인도에 대해 러시아, 프

랑스, 캐나다, 국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자력협력이 쇄도하고 있다. 이는 향

후 인도의 거대 규모의 원자력시장을 놓고 인도와의 협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동안 미국 의회 내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면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인도와의 원자력협력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통과된 법안을 근거로 2007년 상반기 중 

원자력협력협정 초안을 마련하여 인도에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 

및 주요 선진국은 인도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현재 NSG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외 적용이나 자국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60) Dr. H.N. Sethna etc., Appeal to Parliamentarians on the Indo-US Nuclear Deal, Au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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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은 인도와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이란의 핵개발 저지와 같

은 국제 핵비확산 노력에 대한 협조를 인도에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도 NSG에서의 예외 적용을 위한 외교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해 NPT, NSG의 예외 적용을 추진하려는 선

진국들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규정을 준수

하는 NSG 참여국은 물론 NPT 핵비보유 당사국들의 합의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 및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국이 핵비

확산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일부 국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도에게 민수용 원자력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로 기존 핵비

확산 체제 유지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에서 통

과된 법안에는 인도의 민수용 핵시설에 대해서만 IAEA 사찰을 요구하고 있는 

등 인도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인도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도 인도가 핵능력을 증가시켜도 이를 저지할만할 특별한 

수단이 없는 것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 유지에 또 하나의 도전으로 평가된다.

결국 NSG 참여 선진국들이 기존 확립된 NSG 지침에 상관없이 NPT 비당사

국이면서 사실상 핵무기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에게 핵개발에 전용되지 않는

다는 확실한 보장 없이 원자력 품목 및 기술들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원자력

1. 자유무역협정의 개요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무역은 1948년 1월에 결성된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

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 기본을 두고 있다.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통상 마찰 증대로 8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하

여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되었으며,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가 출범하 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제도 등의 협상이 포



- 59 -

함되며 한편 시장개방 노력으로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1994

년 타결된 서비스 교역에서의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기본을 두고 있다. 한편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새로운 다자간 협상인 도하 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가 시작되었다. 

도하 아젠다는 최빈 개도국에 혜택,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 시한 등 일부 

쟁점에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핵심쟁점인 농업보조금 감축과 농산물관세 감축 

등에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2006년 7월 WTO는 도하 아젠다 협상 전

면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WTO에 대한 실망감과 신뢰성 저하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범세계적인 확산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WTO 체제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에 대한 허용

조건과 기준을 별도로 규정(1994년 GATT 제24조 4항 및 5항)하고 관세동맹,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하나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창설을 허용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

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

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2006년 3월 

현재 WTO에 통보된 300개 이상의 지역무역협정 중 70%가 자유무역협정으로 

관련 교역 규모도 세계 교역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추이는 그림 4-1과 같다.

우리나라는 1998년 11월 칠레를 상대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하여 2004

년 4월 최초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이후 한․EFTA(2005.7), 

한․아세안(2005.12), 한․싱가폴(2006.3), 자유무역협정도 타결되었다.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지난 1960년에 설립된 자유무역지대로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국가로는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이 있으며 인도와 

남미공동시장, 중국과는 공동연구 그리고 최근에는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현재 14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

결하 으며 2007년까지 5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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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연도별 유효한 지역무역협정 추이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자유무역의 보호장치로서 그리고 테러 등 안보위협 

억제요소 등으로서 추진하고 있으며 1985년 이스라엘과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 다. 이후 1990년대 캐나다, 멕시코 등 NAFTA, 2000년 초 요르단, 2003

년 싱가폴, 칠레 등 6개국, 2005년 호주, 모로코, 중남미 5개국 등 10여 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 다. 현재 추진중인 국가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안

데스지역 국가, 파나마, 브라질, 아세안, 태국, 말레이시아, 스위스, 남아공, 이집

트, 아랍에미리트(UAE) 및 남부아프리카 관세동맹 국가들이 있다(표 4-2 참조).

표 4-2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협상 대상국

구분 지역 대상국

 기 체결

미주 캐나다, 멕시코, 칠레, 도미니카, 페루, 콜롬비아

아시아 싱가포르, 호주

중동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바레인, 오만

협상중

미주 에콰도르, 볼리비아, 파나마, 브라질

아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중동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아프리카 남아공

협상 추진

미주 우루과이

아시아 대만, 파키스탄, 스리랑카, 필리핀

중동 쿠웨이트

아시아 뉴질랜드

구주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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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현황

우리나라와 미국은 2006년 2월 3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 다. 2006년 3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제1차 예비협의에서 

2006년 6월 5일 공식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제1차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

서 그리고 2차 협상은 지난 7월 서울에서 각각 개최된 바 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 협상은 2007년 3월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 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미국 행 정부에게 자유무역협

정 신속협상권을 부여하는 무역진흥법(TPA)을 2002년 8월 미국 의회가 제정하

고 이 법안은 2007년 6월말에 만료되며 의회의 비준에는 3개월이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6월의 1차 협상에서 통합협정문 합의와 7월 협상에서 양국의 

양허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올해 말까지 5차례의 협상을 통하여 진행될 전

망이다.

3. 원자력과 자유무역협정 협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과 시설의 교역은 국제체제 아래에

서 중점 감시대상으로 되어 있어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핵연료와 핵연료주

기 서비스시장의 개방 논의는 제한적으로 거론이 되어 왔다.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교역 협상에서 원자력분야는 초기부터 GATT의 21조의 (b) 항과 GATS의 

14조 (b)에서 “핵분열성 물질과 이의 파생물질 등 제외”가 언급되어 있어 협상 

논의에서 제외 되어 왔다. 최근에 들어 원칙적으로는 개방 적용의 가능성도 거

론되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 핵비확산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원자

력 수출통제, 에너지안보 및 안전 문제 등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관세철폐, 내국인 대우, 최혜국 대우 등 국경간 교역에서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자유 경쟁체제로 시장 개방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

협정 체결은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우위에 따라 해당국가의 원자력산업 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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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원자력분야의 경우 핵비확산, 국가안보, 

환경보전 등 관련국가와 국제적인 규제체제가 일반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자

유경쟁 아래에서의 무역자유화에는 아직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라늄 생산의 시장가치는 정확한 통계 수치가 없으나 세계적으로 년간 20

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리고 핵연료주기 서비스시장 가치는 우라늄 시장 

가치의 2배, 그리고 핵연료시장 가치는 백수십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핵연료 가치는 우라늄 생산과 정련, 농축을 위한 변환과 농축, 핵연료 가공 서

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선행핵주기 서비스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 핵연료 완제품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라늄과 핵연료주기서비스 시장의 경우 무역에서의 특성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로 다른 일반 광물과는 달리 우라늄의 경우 핵비확산 통제가 국가 및 

국제 체제로 존재하고 있다. 핵물질에 대한 통제와 안전조치는 국가와 국제체

제가 국가간 교역을 포함하여 핵물질의 추적과 감시에서 협력을 하고 있다. 이

와 같은 국가나 국제체제의 규제와 제한조치들은 산업체들에게 부과되어 시장

교란과 함께 원자력분야와 자유무역과의 거리를 두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로 원자력산업의 경우 공급측면에서의 산업 편중도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분야별로 다르긴 하나 높다는 점이다. 우라늄 생산의 경우 최대 생산국이 

전세계의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5대 생산국이 60%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수요 측면에서 보면 5대 주요 소비국이 전세계 우라늄 소비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농축을 위한 UF6 변환서비스와 농축서비스의 경우 4대 변환서

비스국과 4대 농축국이 세계 전체 서비스 공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으로 핵연료와 서비스의 공급보장 문제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수요자들은 공급선 다변화, 장기 계약 및 예비물량 확보 등으

로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유무역에서의 또 하나의 장애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공급자와 수요자간 분쟁해결제의 미비점을 들 수 있다. 공급자 측

면에서 보면 우라늄과 핵연료의 수요는 원자력 발전의 한 가지 목적에 국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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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소비되기 때문에 우라늄 생산과 핵연료주기 서비스 공급 산업체들도 교역에

서의 제한 또는 규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제무역에 기본이 되고 있

는 GATT에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핵분열성 물질과 관련 물질 교역은 제외되어 

왔기 때문에 원자력 교역도 WTO 체제에서도 제외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교역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자간 해결기구도 없으며 수출입국 당사국간 양자간 협상

과 협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예로 1991년 구소련의 우라늄 

생산국으로부터 생산되는 우라늄에 대하여 덤핑이 제기되어 미국과 러시아간 

체결된 협정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핵군비 경쟁의 종식과 전략

핵무기 감축 등으로 잉여 천연우라늄의 발생과 우라늄 농축에서 발생되는 폐기

우라늄의 재농축을 통한 천연우라늄의 생산에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고농축우

라늄을 희석하여 상용 원전 핵연료로서 이용하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간 협정도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우라늄과 핵연료주기 서비스시장의 경우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 전략적

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제한 조치나 규제가 되어왔다. 이

러한 예로 핵보유국들의 경우 냉전 종식에 따라 핵무기 감축과 해체가 진행되어 

왔고 이에 따라 잉여 우라늄의 발생이 초래되어 우라늄시장의 교란 또는 왜곡

이 나타난 바 있다. 특히 핵보유국이든 비핵보유국을 불문하고 에너지 안보에

서의 원자력의 역할은 원자력시장 개방 협상에서 주요 이슈로 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따라 일부국가들은 국제적인 우라늄과 핵연료주기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직접적인 제한 조치 또는 규제 성격의 관여를 해오고 있다. 한 

예로 NPT 미가입국에 대한 교역 금지나 최근의 북한과 이란 등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게 교역금지를 들 수 있다. 이외에 일부 국가들간 양자간 

협정의 경우 농축, 재처리 및 재이전의 사항의 경우 수출국의 사전동의를 명시

하는 등 수출국의 통제권도 이러한 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은 

산업체들에게 공정한 교역을 저해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

으며 원자력의 자유교역이나 시장개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접적인 정부의 규제의 경우로는 원자력관련 산업체들의 소유권으로 대부

분이 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소유하고 있으며 민간산업체의 경우에도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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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라늄과 핵연료주기서비스 분야에서 핵물질의 

취급 및 사용, 관련 원자력시설의 안전과 물리적 방호,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

사선방호 등 보건, 환경 및 안전 기준, 기술 통제 및 규제 등에서 정부의 규제 

및 제한 조치가 일반화 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라늄 탐사와 채

굴, 원자력 발전사업 등 원자력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거나 소유

를 제한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국가와의 교역 제한조치를 위하는 경

우도 있다(표 4-3 참조). 

표 4-3  우라늄과 핵연료주기서비스 무역에 관한 정부의 주요 규제(1995년)

정부의 무역에 대한 직접적인 장벽

수입관세
EU, 일본, 

미국
성형가공된 연료다발에 대한 관세

수입제한
EU 구소련연합에서 우라늄수입을 비공식적으로 제한

미국
일부의 구소련공화국들로부터 가격과 연계되어 할

당량이 정해진 우라늄의 수입

경쟁판매 미국
러시아로부터의 우라늄수입량은 국내의 생산량과 

일치해야 함

생산억제 호주 3개 광산 정책으로 우라늄생산을 제한시킴

수출승인 호주, 캐나다 우라늄수출 계약조건의 정부 검토

정부의 무역에 대한 간접적인 장벽

공적 소유권

우라늄채광 및 핵연료주기서비스 회사들에 대해, 다수의 주요 

생산국들에 있어서,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주정부가 소유권을 

가짐

규제 및 통제
흔히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전세계 모든 국가에 존재

함

무역에 대한 정치적인 장벽

수입장벽 일본 러시아산 우라늄을 구입하지 않는 정책

수출장벽 호주 프랑스로의 우라늄수출을 위한 신규계약의 금지

미국의 원자력 활동에 대한 규제는 미국 원자력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인허

가(license) 규정은 원자력법 제10장에 명시되어 있다. 즉 상용 원자력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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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허가의 42 USC Sec. 2133(상업적 인허가) 및 2134(의학치료 및 연구개

발)에서 명시되어 있다. 특히 이들 인허가 조항에서는 외국인에게 인가를 제한

하고 있다. 또한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관련하여 미국의 1979년 수출통제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및 수출통제 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이 적용되며, 전력물자와 전략기술의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원자력 

수출입에서는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미국과 호

주간에 체결된 협상내용(2005.01.01 발효)을 보면 자국내 원자력 활동에 대하여 

외국인의 투자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1988년 1월 미국과 캐나다가 체

결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미국의 캐나다에서의 우라늄과 핵연료주기서비스의 

수입제한 조치는 제외한 바 있다.

4. 시사점

원자력 이용은 국제적으로 보편화가 되고 있으며 우라늄 등 핵물질 그리고 

우라늄농축 및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기술 등 민간기술의 교역은 핵비확산과 

관련되어 국제적인 감시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제교역에서는 일찍부

터 자유무역협정 협상 논의에서 제외되어 왔다. 또한 원자력 활동에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이나 방사선 피폭 등 국가안보,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전 등으로 국

제적인 규제와 제한조치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에 대한 

규제와 제한조치도 일반화되어 있으며 사회와 지역주민의 합의도 필수적으로 

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원자력분야의 경

우 우라늄과 핵연료주기 서비스, 원전에 대한 원천기술의 소유 등은 일부 국가

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점이 현실이며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국제체

제와 국가의 규제나 제한조치가 산업체들에게 부과되어 공정한 경쟁에 장애로 

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의 다자간 협상 추진 여건은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인

다. 그러나 향후 장기적으로 보면 원자력 산업도 국제적인 통합된 규제가 구축

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경우 양자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도 일반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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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처럼 개방대상으로 논의 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자유무역협정 협정은 

일단 체결하면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원자력 이용개발에 향을 주게 되므로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상황까지 고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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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원자력 국제사회 주요 현안

제 1 절  북한 핵문제

1. 북한의 핵실험

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주요국 반응

2006년 10월 9일 오전에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하여 핵실험을 성

공적으로 진행했다고 공식 발표하 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장소는 함경북

도 김책시 부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9일 오전 10시30분경 김책시 부근에서 리히터 규모 3.58의 지진파가 탐지됐으

며, 폭발 규모는 TNT 550톤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는 10월 9일 성명을 통하여 우리 정부

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특

히 이 문제에 대해 유엔안보리에서 즉각 논의할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

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9일 오전 성명을 통하여 북한의 핵실험 주장은, 사실 

확인 여부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하 다61). 부시대통령은 당일 한국, 중국, 러시아 및 일본 정상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들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 으며 유엔 안보리의 즉

각적인 대응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 음을 언급하 다. 또한 부시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교적 해법을 따를 것이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지역내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억지력과 안보 공약을 충실히 준수할 것임을 강조하 다.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의 핵실험 실시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즉시 핵비확산조약

(NPT)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NPT 체제 복귀와 6자회담 

제재를 위한 행동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

서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9일 노무현 

61) President Bush's Statement on North Korea Nuclear Test, October 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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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사실이라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

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처한다는데 인식

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핵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만큼 국

제사회가 진지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 문제와 관

련해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즉각 협의를 시작하도록 안보리에 요청할 것

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 2시간여 만인 

9일 낮 12시50분경 외교부 성명을 통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핵실험을 실시한데 대해 단호한 반대의 뜻을 표시한다고 밝

혔다”. 또한 중국은 10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우리는 북한에 대한 어

떤 군사행동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 핵실험에 어떤 대응조치를 취할 것인 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

다. 그 원칙은 그 조치가 무엇이든 간에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및 동북아

의 평화 안정 유지”, “6자회담 복원”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기술적 분석

북한이 핵실험 실시를 발표한 1주일 후인 10월 16일 미국의 국가정보국은 

“북한의 핵실험 장소로 추정되는 지역 인근에서 채취한 대기 샘플에서 방사능 

물질을 탐지하 으며, 북한의 핵실험 폭발력은 1 kton 미만”이라고 발표하 다. 

또한 10월 17일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보관리들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이 핵실

험을 감행할 때 농축우라늄이 아닌 플루토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하 다. 우리 정부도 10월 25일 “북한이 지하핵실험을 실시한 사실을 공식 확

인한다”고 발표하 다.

또한 전세계적 안보위협 감소방안을 강구하는 민간기구인 노틸러스연구소 

(Nautilus Institute)는 10월 20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발표하

다. 분석에 의하면 북한의 핵무기 위력은 0.5-0.9 kton으로 추정된다.62) 저자들

62) Nautilus Institute, Policy Forum Online 06-89A: Technical Analysis of the DPRK Nuclear 

Test - Article by Jungmin Kang and Peter Hayes, October 20th,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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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핵폭발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Xe 동위원소를 채집하면 알 수 있으며, 이들

의 최소 탐지농도를 계산하여 게재하 다. 또한 ORIGEN code를 이용하여 Pu 

탄에서 나오는 분진 (debris)중의 Pu 동위원소의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핵무기

의 위력을 계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저자들은 북한의 핵실험은 핵탄두로

서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물리적 관점에서는 실패로 볼 수 있지만, 기술적인 측

면에서 다음 4가지 면에서 성공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첫째, 실험의 성공 여

부를 불문하고 북한이 핵폭탄의 핵임계를 달성하 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인

이다. 둘째, 대형폭탄의 성공을 확신한 북한은, 미사일에 적재할 수 있는 탄두

를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소규모 실험을 이행하 을 수 있다. 셋째, 플루토

늄 추출을 위한 원자로 가동에 어려움을 겪은 북한이, 희소한 Pu 자원을 경제

적으로 사용하 을 수 있다. 넷째, 폭발을 최소화하여 외부로의 방사능물질 누

출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반작용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하 을 수 있다. 또한 저

자들은 추후 북한이 자신의 핵능력을 모호하게 감추고,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

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북한이 자신이 보유한 핵무기의 신뢰도를 입증하여 정말

로 핵무기보유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하여 추가 핵실험을 할 것으로 판단하며 

그 시기는 주변국들의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과학안보연구소 ISIS(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의 

소장 Albright는 Washington Times와의 10월 26일 면담에서 “북한이 수개월이

내에 1차 핵실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는 평양 당국이 4 kton의 핵실험을 실시한다고 중국에게 통보

하 지만, 관측된 규모는 1 kton 이하 음을 지적하고, 핵실험이 실패한 원인으

로는 저품위 플루토늄, 기폭장치 문제, 불완전한 폭파 시간 등을 열거하 다. 

Albright 소장은 북한이 4 kton 탄두를 일본과 남한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노동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다른 전문가인 Arms 

Control Association의 집행이사 Kimball 역시 1차 실험의 실패를 해결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포집한 방사성입자를 분석하면 북한이 핵실험에 사

용한 장치의 설계와 원료물질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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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실험시 대규모 폭발은 주위의 암반을 용해시킴으로써 방사성물질의 누출

을 차단하는데 반하여 작은 규모의 핵폭발은 더 많은 흔적들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핵폭탄이 터질 경우 우선 파악하여야 할 것은 그것이 고농축우

라늄을 사용했는지 플루토늄을 사용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미국이 포집한 방

사성 입자를 분석하면, Pu이 원자로 내에서 연소된 시간, 재처리 후 경과시간, 

추출방법 및 핵무기의 정 도와 설계방식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63) 북한이 핵폭탄을 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경우 미사일 궤도탐지에 의

하여 즉시 발사 근원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가 핵물질을 입수

하여 미국 내에서 폭파시킬 경우 과연 핵물질을 제공한 국가가 누구인지 즉각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 이번에 미국이 북한 상공에서 수집한 방사성물질은 향

후 테러리스트에 의한 핵폭발이 발생할 경우 사용된 핵물질의 원산지가 북한인

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북한이 핵

무기나 핵물질을 다른 국가나 비국가 단체에 이전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심각

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며, 북한이 이러한 행위의 결말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에 북한이 행한 실험은 미국에게 핵물질 원

산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북핵 실험 이후의 국제동향

(1)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결의안 채택

유엔 안보리는 10월 14일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한 제제 결의안(S/RES/1718)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64)65) 결의안은 군사적 수단은 동원하지 않고 강

력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는 모든 회원국들에

게 북한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 검색을 포함한 협

력적 조치를 국제법, 국내 권한(authorities)및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63) NTI, Global Security Newswire, Airborne Debris Could Yield North Korean Nuclear 

Fingerprint, October 20, 2006.

64)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RES/1718, 14 October 2006

65) 유엔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 원문은 부록 D를 참조



- 71 -

있다. 아울러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회원국들은 이행조치를 안보리에 보고

하도록 하고, 결의이행을 위한 안보리 위원회를 구성하며, 이사국들이 참여한 

위원회는 이행상황을 감독하며 최소한 90일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무기 실험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라고 비난하고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NPT 및 IAEA 안전조치 복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

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북한에 수출할 수 없는 무기 목록을 명백히 밝

히고 아울러 사치품도 북한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사회

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과 금융자산․경제적 자원

들을 동결하고 이들 금융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와 함께 북한

에 대해 아무런 조건없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작년 9월 합의한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10월 23일 유엔은 대북 제재 안보리 결의안(1718호)의 12항에 따라 제재위원

회를 설치하 다. 제재위원회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10월 14일 통

과된 유엔 결의안에 기술된 각종 규정을 해석하고 판정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결의를 위반할 경우 이를 조

사하고 적절한 조치 강구, 기존의 WMD 비확산 수출금지 품목 외에 북한에 대

한 수출금지 품목 추가, 대량살상무기 불법거래와 관련된 북한 계좌와 관계자 

통제,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결의를 위반할 경우 이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며, 3개월마다 활동내용과 건의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

출하게 된다. 기존의 여타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통제체제가 국제법적 효력이 없는 반면 제재위원회

의 결정 사항은 회원국들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의 검문/검색 강화(PSI)

• 기존의 WMD 확산 방지를 위한 수출통제체제의 엄격한 이행 및 

통제범위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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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에서 무역통제의 준수 여부 확인

•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계획에 도움을 주는 무역거래에 대한 

억제조치 이행여부의 검증

• 유엔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대북 재제조치들의 검토 및 평가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해 유

엔이 이라크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이라크 제재위원회가 출

범된 바 있다. 이 위원회는 2003년 후세인 이 축출될 때까지 기능을 수행하

다. 북한 제재위원회도 유엔 결의안 1718호에 따른 의무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상당기간 존속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국제핵테러방지구상 발표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핵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을 국제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미국 부시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뒤인 

2006년 7월 중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국제핵테러방지

구상’(GITCNT: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구상은 북한의 핵개발과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국제 

핵 거래 네트워크 등이 발각됨에 따라 핵물질 불법유출에 국제적으로 대처하

기 위한 것이다. 미 국무부 군축비확산 담당 차관과 러시아 외무차관이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서 다른 10개국 대표들과 함께 

국제핵테러방지구상에 관한 기본원칙을 토의하 다. 참여국은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국, 프랑스, 중국 5개국을 비롯하여 일본, 호주, 캐나다, 독일, 이탈리

아, 카자흐스탄, 터키 12개국이다.66) 

이 구상의 목표는 테러단체들의 핵물질 접근 및 입수를 저지하기 위한 의지

를 보여주고 실제적인 역량 확립, 핵무기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의 보안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테러집단이 핵폭발장치나 방사능폭탄(Dirty Bomb)

66) 우리나라는 이번 국제핵테러구상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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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핵물질의 불법거래를 차단, 핵테러 억제를 위한 장비 

개발, 테러리스트를 기소하기 위한 각국의 관련 법규 강화 등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핵테러 위협에 대응하고자 GTRI(Global Threat 

Reduction Initiative)를 추진해왔으며, 국제핵테러방지구상은 이러한 노력을 더

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GTRI는 연구용 원자로의 고농축우라늄을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과 핵물질 관리 취약 국가에 대한 핵물질 보안강화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핵테러방지구상 발표와 국제 체제 구축은 핵

테러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평

가된다. 즉 현재 국제사회가 운용중인 WMD 관련 품목의 수출통제, 핵물질 방

호조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관련 유엔 결의안 1540(2004.4) 및 북한 핵실험 

관련 대북제재 유엔 결의안 1718호 채택 등 핵테러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노력

이 한층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10월 9일 북한 핵실험이 핵무기개발에 대한 통제 약화와 

테러집단들을 위한 소형무기 생산의 용이성을 암시한다고 지적하고, 핵물질 추

적을 위한 국제적인 핵물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

후에는 원자력 시설 및 핵물질 보유 국가들에게 관련 시설 및 물질에 대한 방

호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잠재적 핵개발 능력 보유국 대두

북한의 핵실험은 주변국을 자극하여 핵무장에 대한 자극을 줄 수도 있을 것

으로 우려된다. 2006년 10월 16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안전조치에 대한 심

포지움에서 IAEA 사무총장은 현재의 핵무기 보유 9개국에 국한되지 않고 추가

적으로 20-30 개국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추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다자간

핵주기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67) ElBaradei 사무총장은 핵확산 방지와 관

련하여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지식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

고 비  핵거래 네트웍 등으로 수출통제 의존은 더 이상 가능한 방안이 되지 

67) Mohamed ElBaradei, Symposium on International Safeguards, Addressing Verification 

Challenges, 16 Octob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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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을 강조하 다. 사무총장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같은 민

감기술을 포함하는 핵연료주기를 추구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잠

재핵보유국(virtual nuclear weapons states)으로 지칭하 다. 사무총장은 핵연료

주기의 추구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핵무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한 비  

활동인 국가도 있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IAEA의 

새로운 과제이며 어려움이 많음을 토로하 다. 사무총장은 남아공, 이라크, 리

비아, 이란, 북한 등 지난 수십년간 핵무기 개발 시도 국가가 있었음을 지적하

면서, IAEA의 안전조치제도는 가까운 장래에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는 국

가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 다.

New York Times 10월 16일자 보도에서 IAEA 사무총장의 발언을 인용하면

서, 가까운 장래에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는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

일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게재하 다. 이러한 국가로는 우선 비  농축 

프로그램이 발각된 이란이 있으며, 브라질 역시 농축기술을 개발중인 국가로서 

지목되고 있다. 그 외 호주, 아르헨티나, 남아공이 해외수출을 위하여 농축사업

을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농축이나 재처리를 통하여 핵무기급 

핵물질이 생산 가능한 국가로는 캐나다, 독일, 스웨덴, 벨기에, 스위스, 대만, 스

페인,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가 열거되고 있다. 일본은 계획은 

없으나 단기간 내에 핵무장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

해서는 사용후핵연료가 있으며 핵무기에 사용 가능한 소량 농축실험을 한 적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외 원자력에너지 개발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로 이집

트, 방 라데시, 가나, 인도네시아, 요르단, 나미비아, 모르도바, 나이지리아, 폴

란드, 태국, 터키, 베트남, 예멘이 지목되고 있다. 현재 공식 핵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국, 프랑스 5개국이며,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

로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4개국을 지적하고 있다.

라. 북핵실험의 시사점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은 부분적인 성공으로 판단된다. 향후 북한이 2차 핵

실험을 수행할지는 예단할 수 없으나, 만에 하나 이러한 사태가 재개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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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하여 우리나라의 핵탐지 및 분석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은 자명하다. 

또한 북한 핵실험으로 전세계적 핵무장 도미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평화적 원자력 활동이 불필요한 오해로 인하여 저해되지 않도

록 투명성 증진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엔제재위원회의 출범과 국제사회의 효과적 대처에 힘입어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약속한 것은 다행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결말을 

위해서는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회복할 수 없는 해체 

(CVID :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핵 프로

그램의 검증 및 해체방안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 체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2. 6자회담

2006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베이징에서 제5차 2단계 6자회담이 개최되

었다. 회담 참여 6개국은 2005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5차 1단계 6자회담

을 개최하여 공약대 공약,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라 9.19 공동성명 이행등을 내

용으로 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바 있으나,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로 인하

여 회담이 중단되어 왔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유

엔안보리의 규탄결의와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후 개최된 것으로써, 한반도 비

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기조연설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행동대 행동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모

든 조치를 1대 1로 연계하거나 행동의 순서를 지나치게 세분화하기 보다는 전

체 이행계획을 몇 단계의 큰 패키지로 나누어 이행하는 것이 유연성과 실용성

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 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주력하고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수주 또는 수개

월동안 활동계획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 다. 아울러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가능하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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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 다. 북한은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현 단

계에서 핵무기 문제를 논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핵군축 회담진행을 요구하는 것

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하 다.68) 북한은 미국이 금융제재 해제 및 9.19 공

동성명 이후 시행된 유엔제재 등 모든 대북제재를 해제하여야 공동성명의 이행

방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핵 프로

그램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경수로 제공과 완공시까지 대체에너지 공급이 필요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패키지 딜은 미국이 제안한 바 있는 조기 수확 (early 

harvest) 방안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미국은 2006년 11월 28-29일 베이징에

서 열린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변 5MW 원자로 가동중단, 가동중

단 확인차원의 IAEA 사찰 허용, 핵프로그램 신고, 핵실험장 폐쇄 등 조치를 조

기수확 방안 차원에서 북한에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면 

대북 서면 안전보장을 포함한 관계 정상화의 초기 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경

제․에너지 지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변 5 

MW 원자로 동결과 연 50만톤 중유제공을 일대일로 연결했던 1994년 북미 기본

합의문 내용 대신에 여러 조치를 묶어 이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여러 가

지를 묶어서 제공하겠다는 새로운 접근방안에 한․미 양국이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또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하여 사안별로 4-6개

의 실무그룹을 구성하자고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한국 및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 다. 중국은 사안별 실무그룹으로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정상화, 경

제․에너지 지원, 지역안전보장 체제 확립을 제시하 다. 회담이 진행되면서 미

국은 핵폐기를 위한 4단계 과정인 동결, 신고, 검증, 폐기의 단계중에서 동결단

계에서는 서면화된 안전보장 조치를, 신고단계에서는 경제적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북한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핵폐기 

초기 이행조치와 상응조치를 담은 미국의 제안에 대하여 BDA(방코델타아시아) 

68)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1월 20일 핵 프로그램 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북한 대표단의 입장을 소개하 다. 조선신보는 외신들이 이번 6자회담에서 조선이 조․미 

핵군축회담을 요구했다고 전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하 다.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논의는 가능하지만 핵실험이라는 상황변화 속에서 북한이 가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문제를 

논의하자면 핵군축회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지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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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계좌를 해제하면 제안의 일부 조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하 다.69) 북

한은 북미 수석대표 회동과 BDA를 병행하면서 BDA 문제가 해결되어야 미국측

과 진지한 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12월 

20일 속개된 수석대표 전체회의에서도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절차적 방안

을 제시한 실무그룹 구성에 대해서 뚜렷한 찬반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6자회

담 참가국들은 당초 예정한 일정보다 하루를 연장한 22일까지 협상을 진행하

으나, 결국 2단계 5차 회담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22일 종료되었다. 

의장 성명을 통하여 참가국들은 빠른 기회에 다시 회담을 열기로 합의하 다.

3. 북한 핵시설의 검증 및 폐기방안

가.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

북한 핵 프로그램의 검증과 폐기는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의 실체를 파악하

기 위한 검증 1단계와 파악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과정 및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2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검증 1단계는 현재 노출되어 있는 핵 

프로그램은 물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같이 현재 북한이 그 존재를 부인하

고 있는 핵 프로그램도 망라하여 파악할 수 있는 체제와 수단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2단계 검증은 각각의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폐기가 완전히 이루어졌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소위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방식에 의한 폐기를 완성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1단계의 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은 IAEA, 미국, 북한, 한국 등의 참여 여

부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70) 첫째, IAEA가 단독으로 검증업무

를 수행하는 방안은 원자력시설 사찰기관으로서의 IAEA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

극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남북한 공동 검증 방안은 1992년 남북공

69) 미국과 북한은 12월 19-20 이틀간 1차 BDA 실무협의를 개최하 으며, 21일 베이징 북한대

사관에서 2차 BDA 실무회의를 진행하 다. 북한은 이 자리에서 조속한 계좌동결 해제를 촉

구하 으나 미국은 그 동안 진행되어온 BDA에 대한 재무부 조사경과를 설명하면서 위폐 

및 돈세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0) Carnegie Endowment/Nautilus Institute, Verifying North Korean Nuclear Disarmament, 

Jun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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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성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행방안의 하나이다.71) 1992년 남북공동성명에서는 

남북공동원자력통제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셋째, 미국 단독으로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북한은 미국의 검증 업무수행을 양자간 협

상의 일환으로 보고 이 방안을 선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북한

이 NPT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IAEA 안전조치 제도와의 연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단계 검증을 포함한 북한 핵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해체 방안에 적용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WMD)의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즉 CTR(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은 구소련의 WMD 위협에 대처하고자 1991년 후반 이후 Nunn-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을 통해 WMD 및 관련 시설이나 물질

을 해체하여 왔다. 1991년 발효 이후, 미국은 90억불 이상의 자금과 전문 기술

지식을 이용하여 대량살상무기를 안전하게 지키고 이를 해체하며, 관련 지식과 

기술자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지원을 수행하여 왔다. 2004

년 미 의회는 미국 대통령이 구소련 이외의 지역에서 Nunn-Lugar 기금을 5천

만불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하 다. 이에 따라 부시대통령은 알바니

아에서 Nunn-Lugar 사업을 수행하는 계획에 서명한 바 있다.72)

북한에서 CTR 프로그램이 수행될 경우, 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

는 국가는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을 주축으로 

하고, EU의 제한적인 참여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의 전략문제 전문연

구기관인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2005년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이들 국가의 CTR 참여 능력을 추정한 바 있다(표 4-4 참조).73)

71)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남과 북은 핵재처리 시

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 다. 1992년 비핵화 공동선언시에는 

남북한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가 거론되었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하 으며, 제네바합의에 따

라 IAEA가 북한의 과거 핵활동 규명과 동결을 위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72) US DOS, United States Initiatives to Prevent Proliferation, Bureau of Nonproliferation, 

May 2005

73) The Six Party Talks and Beyond :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nd Korea, CSIS, 

Decemb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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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가중 미국은 자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북한은 물론 

어떠한 나라에 대해서도 CTR의 적용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으로서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CTR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고자 할 것

이며, 직접 개입을 통하여 북한의 의무 이행을 확인하고자 할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냉전 기간 동안의 핵 활동 유산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으며, 핵무기 관리경험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평가된다.

표 4-4  국가별 CTR 참여능력 추정

국가 기술능력 재정능력 정치적 이해 CTR 경험

한국 중간 높음 높음 낮음

미국 매우 높음 중간 중간 매우 높음

러시아 높음 낮음 낮음 높음

중국 높음 중간 중간 낮음

일본 높음 높음 중간 중간

냉전 이후 미국의 핵무기 관련 기관들이 군사적 분야에서 민수용 분야로 활

동을 전환한 경험은 북한의 핵 활동을 평화적 활동으로 전환하는데 유용할 것

으로 평가된다. 또한 1994년 기본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연구기관과 

산업체들은 북한의 핵시설에 접근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CTR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소련의 CTR 

수행에 있어서 미국은 대부분의 자금을 공급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량살

상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하여 미국이 소요 재원을 주도적으로 충당할 것

인지는 회의적이다. 오히려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는 KEDO 사업의 소요 재원

을 처리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역내 국가들이 필요한 자금을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CTR 프로그램의 수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동기, 능력 및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의 언어와 문화, 지리적 근접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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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북한과 직접 CTR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입장에 있으

며, 물자와 장비의 수송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 기술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민수용 원자력산업 분야에서 축적된 높은 기술수준을 CRT 프로그

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핵무기 생산 분야에 직접 연관

이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비핵국가의 지위를 감안한 정치적, 법률적 이유로 그 

참여가 제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탈북자들을 

재훈련시켜 한국 사회에 취업시킨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종사 인력을 평화 이용 분야로 전환시키는 데 유리한 환경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약점은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실제로 CTR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다는 점으로, 향후 CTR의 수행시 수

많은 새로운 도전과 학습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점이다. CTR의 재정과 관련하

여, 6자회담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한국이 KEDO 사업에서와 같이 소요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74) 이미 

대북 전력 공급을 제안한 바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CTR 수행과정에서 에너지 

공급 비용과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 비용이라는 2중의 비용을 거의 대부분 떠안

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많은 시설이 구소련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많은 북한 과학기

술자들이 구소련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CTR 프로그램에서 러시

아가 주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러시아로서는 G-8과 

Global Partnership의 회원국으로서 CTR을 북한에서 이행하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기술면에서 

볼 때,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핵무기 분야로서, 1950년대 이후 거의 30 

여년간 소련이 북한의 평화적 원자력 연구프로그램에 기술 지원을 해온 사실을 

감안하면 북한에 대한 CTR 프로그램 수행시 효과적인 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

다. 러시아의 기업들은 축적된 CTR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에서의 CTR 수행을 

위한 계약에 참여를 시도하리라는 점도 예상할 수 있다. 재정면에서는, 러시아

74) 대북 경수로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총 15억6천200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11억3

천700만달러, 일본이 4억700만 달러, EU가 나머지 1천800만 달러를 각각 부담했으며, 미국

은 사업비는 부담하지 않는 대신 북한에 중유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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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국내 위협감소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을 감안하면 향후 북한에 대해서도 전문기술 및 기간시설 제공과 같은 실물 지

원으로 비용부담에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향후 CTR 초기 협상 단계에 고려하

여야 할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이의 발사를 위한 미사일의 위협을 

종식시키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면에서, 일본은 기술

선진국으로서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환경 복원, 관련 산업 및 인력의 평화적 활

용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으로 인한 위협을 감소시키고 방위비 증가지출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북한의 위협감소 노력에 동참하는 것에 상당한 유인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북한의 인프라와 경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교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와 평화적 목적으로의 전환을 동시에 추진

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와 무력 충돌의 예방과 같은 한반도의 안정을 확

보하는 것에 최우선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동북부 지역에 파

급효과를 가져오거나 미국과의 대치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CTR에 대한 경험과 이해는 부족하나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북한의 핵 

인프라를 해체하기 위한 작업에 필요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북한

의 과학기술 기초를 민수용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

는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면에서, 중국은 이미 북한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경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CTR의 재정 부담에 있어서는 

보조적인 역할만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시사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비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

기 위해서는 6자회담 참여국 및 IAEA 등의 참여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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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것이나 특히 미국의 협력적 위협감소 (CTR) 프로그램이 준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방식이 합의될 경우, 미국은 구소련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를 위하여 수행한 CTR 프로그램에서 축적된 경험을 내세워 북핵 폐기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국내 

원자력기술진의 연구용 원자로의 해체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

이나, 이미 구소련의 핵무기 해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왔던 미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시설과 인력을 적극 투입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제네바합의 이행과정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요재원의 가장 큰 몫이 우리나라에게 부담될 가능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북핵 폐기를 위한 논의과정에서 

기술적 역할과 재정 부담에 대한 균형 유지를 협상 전략의 하나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제 2 절 다자간 핵주기 협력을 위한 IAEA 특별포럼

1. 추진 배경

원자력 이용 개발을 위해서는 농축, 재처리와 같은 민감시설의 운 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러한 시설의 보급은 핵비확산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

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몇 년간 IAEA 사무총장, 미

국의 부시 대통령, 러시아의 푸틴대통령 등은 전세계의 원자력 이용진흥과 핵

비확산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구상들을 발표하여 왔다. 이러한 제안들에 대

하여 각국의 입장이 상충됨에 따라, IAEA는 공급보장과 핵비확산 보장이라는 

2가지 주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장을 교환하기 위하여 제50차 정기총회 특별

행사의 일환으로 핵연료공급보장과 핵비확산 보장에 대한 특별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75)

2. 주요 제안 내용

75) Mohamed ElBaradei, A New Framework for the Nuclear Fuel Cycle, 50th IAEA General 

Conference, Special Event on the Nuclear Fuel Cycle, 19 Septemb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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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MNA

IAEA 사무국은 다자간핵주기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04년에 결성

된 사무총장 자문그룹이 작성한 보고서인 “Multilateral Approaches to the 

Nuclear Fuel Cycle"의 주요내용을 소개하 다. 동 보고서에서 전문가그룹이 제

안한 다자간 핵주기협력 체제 수립을 위한 다섯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다76).

• 첫째, 기존 시장체제를 강화하는 단계로, 장기계약에 의하여 공급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정부가 핵연료산업체의 공급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장을 하는 방안임.

• 둘째, IAEA가 국제적으로 공급을 보장하는 단계로, IAEA가 

핵연료은행을 관리하는 방안임.

• 셋째, 기존 시설을 MNA로 자발적으로 전환하는 단계로, 예로써 기존 

농축시설을 다자간협력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임.

• 넷째, 신규 시설을 위한 MNA를 창설하여 공동 소유 및 운 하는 

단계로, 예로써 새로운 재처리시설이 필요할 경우 이를 처음부터 

다자간협력에 의하여 건설하고 운 하는 방안임.

• 다섯째, 향후 원자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시대가 도래하면 지역간/대륙간 

국제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핵연료주기 기술과 시설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 하는 단계임.

나. 러시아의 국제핵연료주기센터

러시아 푸틴대통령은 2006년 1월 유라시아공동체 회의에서 국제핵연료주기

센터(INFCC : 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Centers) 설립을 제안한 바 있

다. 푸틴 대통령의 제안은 원자력발전을 개발하고 있으나 민감기술을 추구하지 

않는 국가에게 핵연료주기를 차별없이 신뢰성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 주요논리이다. 러시아는 INFCC 설립 첫 단계로 국제우라늄농축센터(IUEC : 

International Uranium Enrichment Center)를 IAEA의 감독하에 설립하고자 한

76) Bruno Pellaud, IAEA Group on Multilateral Nuclear Approaches, 19 Septemb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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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러시아는 IUEC 설치를 위한 선행조건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고 있다.

• 핵물질의 국가 소유만을 인정하는 러시아 법령 개정

• 양자간 또는 IAEA를 포함한 다자간 협정 체결

• 부지 확보, IUEC 대상시설의 선정 등의 기술적, 제도적 문제 해결

IUEC 참여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주요 요소는 농축기술의 공유 여부이다. 이

에 대하여 러시아는 회원국은 경 에는 참여하나 러시아의 농축기술을 공유하

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 농축시설보유 6개국의 제안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러시아, 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6개국

은 2006년 6월 개최된 IAEA 이사회에서 농축서비스 공급보장에 대한 제안, 이

른 바 RANF (Reliable Access to Nuclear Fuel)를 제안하 다.77) 이들 6개국은 

기존의 핵연료 서비스 시장은 큰 문제없이 운 되어 왔다는 점은 인정하나, 만

일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향후의 농축서비스 중단에 대한 다른 이용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다. RANF는 공급보장을 위한 복수의 

공급보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현존 시장 방식에 의한 기본적 공급보장으로 농축서비스 공급업체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국 산업체간의 계약 방식이다. 

둘째는 IAEA에 Fuel Supply Mechanism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농축서비스 

공급 중단사태 발생시 IAEA가 해결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IAEA는 공급중단 

사태가 이용국의 핵비확산 의무 위반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 다른 공급국의 도움으로 공급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77) GOV/INF/2006/10, Communication dated 31 May 2006 received from the Permanent 

Missions of France, Germany, the Netherlands, the Russian Federatio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pt for a Multilateral Mechanism for Reliable Access to Nuclear Fuel, 1 Jun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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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농축서비스 공급업체간에 Mutual Backup System을 설치하여 1개 업

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업체의 도움을 받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

다는 방안이다. 

넷째는 정부의 농축우라늄 재고를 활용하여 공급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는 

방안이다. IAEA 6월 이사회에서는 RANF 제안이 회원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개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이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RANF 제안

국들은 동 제안은 각국이 원자로만을 보유하던지, 또는 원자로와 핵연료 주기 

모두를 보유하던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른 국가의 권리

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라. NTI의 Fuel Bank

대량살상무기의 위협감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NTI (Nuclear 

Threat Initiative)는 IAEA가 저농축 우라늄을 비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Fuel 

Bank를 설립할 수 있도록 5천만불을 제공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NTI는 자

신의 제안에 대한 다른 국가의 참여 의지와 IAEA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도 추가로 1억불을 제공할 것과 IAEA가 재고 비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NTI는 Fuel Bank에 필요한 재고

는 러시아에서 입수하거나 고농축우라늄을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며, Fuel Bank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IAEA 안전조치를 수용하고, 물리적 방

호협약과 안전협약 등에 가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마. 일본의 Standby Arrangement 제안

일본은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내수에만 충당하여 왔다. 향후 우라늄 

수출도 고려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6개국 제안 개념에 자국이 공급국으로 포

함되지 못할 경우를 우려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이 능력에 따라 참여하

는 Standby Arrangement System을 제안하게 되었다. 동 제안은 참여국들이 원

광, 변환, 농축, 가공 능력을 주기적으로 IAEA에 통보하며, 자국의 기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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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3단계로 구분하여 IAEA로 통보하도록 제안하고 있다.78)

• 1단계 : 국내 조달 단계

• 2단계 : 수출 실적이 있으며, 필요시 공급 가능

• 3단계 : 단기간 내에 가용한 재고 보유

IAEA는 통보 내용을 분석하여 공급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비상시의 대응책뿐 아니라 사전 예방기능을 가미한 것이 일

본 제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바. 우리나라의 입장

우리나라는 상기와 같은 일련의 제안에 대하여, 민감시설을 다자간 시설로 

전환하자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과, 기존 제안들이 공급자와 이용자의 양분

법에서 탈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 다.79) 또한 경제적 타당성

이나 에너지안보에 대한 정당성이 없는 국가에게 민감기술과 시설이 이전되는 

것을 제한하자는 제안에 동감하면서, 향후 논의에서 다음 요소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 다.

• 경제성/ 안보측면의 정당한 필요성(legitimate need)의 타당성 

• 공급국 그룹은 새로운 참여국에게 보다 공개적 기회 제공

• 시장체제 존중

3. 공급보장을 위한 제도적 측면

다자간 핵연료공급보장 및 핵비확산과 관련하여 각국 정부와 관련 원자력산

업체의 입장은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9월 개최된 IAEA 특

별포럼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제도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 대

78) INFCIRC/683, Communication received on 12 September 2006 from the Permanent 

Mission of Japan to the Agency concerning arrangements for the assurance of nuclear 

fuel supply Japan’'s Proposal: IAEA Standby Arrangements System for the Assurance of 

Nuclear Fuel Supply, September 1, 2006

79) 외교통상부 군축원자력과 박철민 과장이 사견임을 전제로 의견 개진



- 87 -

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 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핵비확산제도와 같은 정치적 

측면과 공급안정과 같은 시장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공급보장에의 참여 제약은 기존 핵비확산 체제의 파

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기술적 측면의 공급보장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 에너지 안보와 국가발전을 위하여 에너

지원 다원화가 필요함은 기지의 사실이며, 공급 제안에 대한 선택은 각국의 주

권적 사항으로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는 국가가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최근의 제안이 또 다른 카르텔을 형성하여 NPT 

4조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여 NPT 정신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즉 최근의 제안들이 개도국의 민감기술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또 하나의 

수출통제로서의 차별적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NPT는 핵

비확산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중요성을 가지나, NPT 4조와 일관성 유지,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구도에서 탈피하여 흑백논리가 아닌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

다. 다자간핵주기협력을 위한 제안들이 공급중단시의 IAEA의 중재 역할에 비

중을 두고 있으나, 정치적 사유로 인한 공급중단은 IAEA의 결정에 부정적 

향을 미칠 만큼 강력하리라는 점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핵

연료 공급보장 방안은 잠재적인 이용국에게 최후의 수단(supply of last resort)

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민감기술을 포기한 국가에 대한 

일종의 보상 조치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측면에서는 장기적인 공급보장을 위하여 수송, 인적자원, 제작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공급보장과 핵비확산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이

용을 보장하는 국가들만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NPT 서명국만으로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차별없이 경제성있는 가격

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참여국간의 신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

으로 제조원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하며, 공급보

장을 위한 성공요인으로는 예측성, 투명성, 기존시장과의 경쟁력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 메카니즘이 정부의 개입보다는 더욱 효율적이라는 점을 간

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공급보장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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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상업시장에의 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공급보장을 위한 기술적/법적 측면

재고비축 측면과 관련하여 볼 때 핵연료은행에 어떠한 형태의 생산물을 비

축하여야 할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원광 수급은 품질과 수량면에서 어려움이 

없으며, 농축은 핵연료은행에서 몇 가지 표준을 비축하면 해결이 가능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핵연료 가공분야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핵

연료집합체가 존재하며, 매 4-5년마다 연료 설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또한 설계

가 변경되면 인허가를 새로이 취득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집합체를 핵연

료은행에 저장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핵연료집합체 분야는 

시장 경쟁이 치열하며, 대부분의 국가가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으므로 가공된 

핵연료집합체를 연료은행에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게 될 것이다.

재고비축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분석 이외에, 방사성물질의 수송이 점점 어

려워지고 있는 점과 구매자가 수송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청되고 있

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할때 핵주기산업체 이외에 수송업계

와 협의하여 방사성물질 수송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되어야 할 것

이며, 이 과정에 IAEA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법적인 측면에서는 

물리적방호, 안전조치, 사전동의권을 고려한 공급국, 이용국 및 IAEA 3자간의 

협정 체결을 위한 표준 문안 작성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IAEA는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공급국과는 Supply agreement 체결이 필요하며, 

수령국과는 Project Agreement 체결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또한 안

전조치, 안전성, 손해보상, 인접국가와의 국경통과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

으로 보고 있다.

5. 향후의 다자간 핵주기 협력 방향

핵비확산 규범하에서 원자력 이용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수용 가능한 다자간 

체제의 수립을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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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단기적으로는 핵연료공급 보장체제 수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제로는 NTI가 제안한 핵연료은행, 6개국 제안, 러시아의 핵연료주기

센터 제안들이 있으며, 국과 일본의 제안은 이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의 적절성과 폐기물 관리 및 처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시장체제와 통합된 진정한 의미의 다자간 체제의 수립을 도모하여야 한다. 동

력로 부품과 기술에 대한 접근 보장, 미래의 농축 및 재처리는 다자간체제로 

운 하며 궁극적으로 기존의 농축과 재처리 시설을 국가소유에서 다자간 운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다음과 같은 이슈들

이 더욱 세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80)

첫째, 왜 공급보장체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핵연료의 공급

보장을 위한 보완체제의 수립은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정치적 사유로 

인한 핵연료공급 중단사태에 대처하는 것과, 국가적으로 새로운 농축 및 재처

리 시설을 건설코자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취약점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을 들 

수 있다. 즉 공급보장체제는 상업적 시장에 대한 보완체제로 인식되어야하며, 

기존 시장을 대체하자는 것이 아님이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어느 국가가 이러

한 체제를 이용한다고 하여, NPT 4조에 명시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 상실을 요구하거나 박탈하자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나아갈 행보는 농축

과 기타 핵주기 능력의 확산에서 기인하는 핵확산 위협에 대한 조화된 판단을 

통하여 이득을 보게 될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무엇을 보장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의 제안들은 서로 보완적

으로, 일부 제안들은 천연우라늄이나 저농축우라늄의 공급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핵연료 자체의 공급에 초점을 두는 제안도 있다. 이러한 제안중 일부는 

우라늄시장의 투명성 증진을 요구하기도 하며, 발전사업자에게는 원자로 기술

에 대한 접근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도 있다. 따라서 완전히 성숙된 공급보장체

제는 이러한 여러 아이디어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급보장 체제의 양태(modalities)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능한 형

80) 특별포럼 의장은 IAEA 사무국, 회원국, 산업체 및 전문가들의 공동작업 후, 그 결과를 

2007년 이사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단기 및 

중기적 조치를 위한 의제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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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는 공급자와의 구속력있는 계약을 통하여 천연우라늄 및 저농축우라늄의 

가상 재고를 수립하는 것으로, 이에 추가하여 핵연료 제작 서비스를 보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라늄의 실제 재고 설치는 가능하지

만, 핵연료 집합체의 실제 재고 설치는 실용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공급보장 체제의 혜택을 받기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제안별로 차이가 있으나, IAEA가 운 하는 보장체제는 비차별적인 방

식으로 모든 회원국에게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제안은 방출기준이 

확정되고 IAEA 이사회나 공급자 콘소시움에 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명백히 비정치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방출 체제를 운용하기 위한 

평가가 필요하다.

다섯째, IAEA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IAEA 역할로는 우라늄의 관

리자 또는 소유자로서의 역할에서부터 가상재고의 운 까지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 IAEA 헌장에 의하면 IAEA는 자체적인 핵연료 재고를 설치하여 회원

국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대상물질을 IAEA의 소유권 하에 이전할 것인지 또

는 공급국이 직접 공급할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IAEA

가 실제 핵연료은행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조치, 보안, 안전, 손해배상 및 인

접국가와의 국경통과 협정도 필요하다.

여섯째, 산업체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핵연료 공급보장이던 원자로 

기술에 대한 접근 보장이던 간에 산업체는 필수적인 파트너로 인식되어야 하

며, 기존 핵연료 시장의 다원화와 안정성에는 부정적 향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기타 고려 요인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핵연료/원자로 기술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라는 양분법이 되지 않도록 보장체제를 구성하는 방안, 기존의 

다자간의 조약에 의한 핵비확산 규범과 국가의 주권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체

제를 구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6. 시사점

원자력 이용개발을 위해서는 농축, 재처리와 같은 민감시설의 운 을 고려하

지 않을 수 없으나, 이는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게 된다. 이에 IAE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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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보장과 핵비확산 보장이라는 2가지 주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장을 교환

하기 위하여 IAEA 50차 정기총회 기간 중 special event를 개최하게 되었다.

금번 논의는 민감 핵연료주기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제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되었으나, 소위 이용국들의 참여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논의에서는 각국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더욱 보강될 필요가 있다. 논

의에 참가한 소위 공급국들은 대체로 민감 핵주기의 확산을 제한하자는 취지에 

동조하는 한편, 자국이 공급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역할

을 부각시키는 기회로 활용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민감 

핵주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으나, 향후 관련 논의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 권리를 존중할 것과 우리나라의 잠재공급국으로서의 

역할을 부각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이란 핵문제와 국제사회의 대응81)

2002년 후반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IAEA는 2003년 2월부터 

이란의 군사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원자력시설, 시설외지점 등에 대하여 집중적

으로 사찰을 수행하여 왔다. 이를 통하여 IAEA는 이란의 과거 원자력활동에 

있어서 핵물질에 대한 보고, 처리, 사용과 핵물질을 처리 및 저장한 시설들에 

대한 보고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설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수많은 안전조

치협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란도 2003년과 2004년 사이 농축 및 재처

리 관련 활동들을 중지하고, 추가의정서가 미발효된 상태에서 추가의정서에 준

하여 협조하는 등 IAEA에 적극 협력하여 과거 안전조치협정 위반 사안들을 해

결해왔다. 그러나 이란은 IAEA의 사찰 과정에서 발각된 농축 프로그램, 중수 

프로그램, 군사용과 관련될 수 있는 의혹 사안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 이란은 2005년 8월 8일 농축 관련 활동을 재개하는 등 2004년 11월 EU 3개

국과의 파리협정(Paris Agreement, INFCIRC/637)을 파기하고 핵활동을 지속하

81) 2005년말 현재 이란의 안전조치협정 이행 현황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대외정책연구’, 

KAERI/RR-2609/200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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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IAEA는 2006년 말까지도 이란에서의 원자력 관련 활동들이 군사용으

로 적용되지 않았음을 회원국들에게 보증하지 못하고 있다.

1. 이란의 미해결 사안

2006년 8월 현재까지 이란의 안전조치 이행 관련 주요 미해결 사안은 농축

우라늄의 오염원의 출처, P-1 및 P-2 농축프로그램의 본질과 범위, 금속우라늄 

제조 및 주조법 문서의 획득과 이의 근본적인 이유, 플루토늄 분리 실험의 불

일치, IR-40 중수로 관련 핫셀장비 구입 의도, Po-210의 생산 및 목적, 이중사용 

품목 구입 관련 활동 등이다.82)

가. 농축우라늄의 오염원의 출처

나탄즈(Natanz), 칼라에(Kalaye) 전기공사 등 이란의 농축활동 지역에 대한 

IAEA의 분석 결과, 이란이 신고한 핵물질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저

농축우라늄과 고농축우라늄(HEU)83) 입자가 발견되었다. 또한 이란에 공급되기 

전 원심분리 부품을 저장되었던 회원국들로부터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 당초 

이란의 주장과는 달리 일부 고농축우라늄이 해외에서 기인되지 않았으며, 핵 

거래 네트워크의 원심분리 부품에서도 핵물질 흔적이 없다는 것이 발견되었

다. 2006년 8월 추가로 IAEA는 조사된 감손우라늄 표적이 보관된 카라이

(Karaj)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컨테이너에서 고농축우라늄 입자가 존재함을 

밝혀냈다.

IAEA가 이란의 농축실험의 범위 및 일대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이란은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나. 농축 프로그램의 본질과 범위

82) http://www.iaea.org/NewsCenter/Focus/iaeaIran/index.shtml.

83) 20% 이상의 농축도를 갖는 것을 고농축우라늄(HEU)이라 하며, 이란에서 발견된 HEU의 

농축도는 32~70%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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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까지 이란은 1997년 이후 수행해온 원심분리 관련 설계 및 연구

개발 활동은 공개된 정보, 전산 시뮬레이션 등을 근간으로 개발되었다고 신고

하 다. 그러나 IAEA 사찰 결과 이란은 농축관련 연구개발이 1985년부터 착수

되어 칼라에 전기공사에서 본격적인 농축실험을 수행하 고, 이를 바탕으로 나

탄즈에 우라늄농축공장을 건설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란은 원심분리 농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원심분리 설계, 기술 및 샘플 부품을 1987년부터 1990년

대 중반까지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심분리 농축관련 이란과 핵 거

래 네트워크 사이에 기술 토의가 추가로 있음이 밝혀졌다.

(1) 1987 구매제의서

핵 거래 네트워크와 다른 해외 공급자들이 이란에게 제공한 1987년 구매

제의서에는 P-1 원심분리 부품 및 조립용 세부도면, 부품 제작, 농축우라늄 생

산용 도면 및 사양서, 완벽한 공장 건설을 위한 도면 및 사양, 168개의 원심분

리기로 구성된 6개의 캐스케이드 배치도 및 2,000개의 원심분리기로 구성된 소

형공장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다.84)

이 문서들 중에는 금속우라늄의 주조(casting) 장비와 농축, 천연 및 감손 금

속우라늄을 반구 형태로 주조하고 가공(maching)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85) 

서방 외교관들은 1987년 구매제의서 중 금속우라늄의 제조와 이를 반구 형태로 

제작하는 방법은 핵무기 부품 제조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란의 핵개발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란은 2006년 8월 중순 이란

은 IAEA 사찰관에게 동 문서를 보여주었으나, 이전 약속과는 달리 동 문서에 

대한 검토만이 허락됐다고 알리고, 사찰관이 기록한 자료를 파기하 다.

결과적으로 2006년 8월말 현재까지 1987년 구매제의서 중 금속우라늄의 제

조, 주조 및 가공법을 담고 있는 문서에 대한 그 최종 목적 및 진전 사항은 정

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란의 비협조적인 자세는 핵개발 관련 의혹을 증

84) IAEA, 'Implementation of the NPT Safeguards Agreement i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GOV/2005/87, 18 November 2005.

85) 이란은 금속우라늄 제조, 주조 및 가공법에 관한 내용은 핵 거래 네트워크가 제안했을 뿐 

이란원자력청(AEOI)이 요청하지도 않았고 관련 장비를 제공받지도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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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키고 있다.

(2) P-2 프로그램

이란은 P-2 설계도면을 1994년에 처음 해외로부터 받았으나, 2002년 이전에

는 P-2 관련 원심분리 설계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86) 이란

은 P-2 원심분리기를 개발하고자 2003년에 자체 제작한 개량형 P-2 원심분리기 

회전체를 이용해 실험을 수행했으나, 이 프로그램은 2003년 6월 종료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87년 제공받았던 것과 유사한 P-1 원심분리 설계 문서들을 P-2 도

면과 함께 1994년에 왜 다시 입수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1년 정도

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P-2를 개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부터 2002년 사이에 P-2 관련 활동이 없었다는 이란의 주장에 의혹이 제

기되고 있다. 특히 이란은 2003년 중반 외국기업으로부터 P-2용 마그넷 900대를 

제공받았다는 의문을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란의 고위 인사는 2006년 4월 이란은 새로운 형태의 원심분리 농축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IAEA는 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구했으나, 이란은 

2006년 6월 새로운 형태의 원심분리기 연구는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지속적

으로 진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87)

다. 플루토늄 추출 실험의 불일치

이란은 1988-1992년 사이에 안전조치 적용이 면제된 감손우라늄(DU)을 이용하

여88) 제조한 핵연료를 테헤란 연구로에서 조사(irradiation)하 다. 이란은 이로부

터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 용액 100mg을 분리하 다. 이 플루토

86) 이란은 이 시기 P-1 원심분리 관련 난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히고 있다.

87) NPT에 따른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에서는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연구개발 활동을 보고

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있다.

88) 감손우라늄 20톤 미만의 경우(1 effective kg) 안전조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IAEA

는 이란의 요청으로 1978년 해당 감손우라늄의 안전조치 적용을 면제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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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 용액으로부터 10개의 플루토늄 디스크가 생산되었으나, 이란은 1993년 이후

에는 어떠한 플루토늄도 생산하거나 분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IAEA 시료 분석결과, 분리된 플루토늄 용액과 플루토늄 디스크의 

Pu-240 함유량이 일치하지 않았다.89) 또한 재처리되지 않은 나머지 사용후핵연

료 표적 또한 생산된 플루토늄 디스크의 Pu-240 함유량이 일치하지 않는바, 이

는 분명히 조사기간이 다른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재처리한 플루토늄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란은 Pu-240의 함유량 불일치에 대해 아직까지 충분한 해명

자료를 얻지 못하 다.

라. Po-210의 생산 및 목적

이란은 1989-1993년 사이에 비스무스(Bi-209) 표적을 테헤란연구로에서 조사

하여 폴로늄 Po-210 추출을 시도했다. Po-21090)은 베릴륨(Be)과 함께 사용할 경

우 군사적 목적 특히 핵무기 설계에서 중성자 발생원(initiator)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란의 Po-210 활동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IAEA는 Po-210 생산 

장비의 접근을 요구했으나, 이란은 이를 폐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IAEA는 이란이 베릴륨 금속을 구입하려 했으나, 이란의 구입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Po-210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어 그 실험 목적에 의혹을 불러일으키

고 있다.

마. 이중사용 품목 구입 의도

이란은 우라늄 농축 또는 변환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사용 자재 및 장

비를 구입해왔다. 이란의 협조로 이중사용 품목들이 보관된 한 기술대학에서 

채취한 환경시료 분석 결과, IAEA는 천연우라늄 및 고농축우라늄 입자가 오염

된 것을 발견하 다. 그러나 이란은 관련자와의 면담을 계속 거절하고 있다. 특

89) 원자로에서 핵연료의 조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Pu-240의 함유량은 많아진다.

90) Po-210은 강력한 알파입자 방출체로 반감기는 138일이며, Be은 알파입자와 핵반응을 통해 

중성자를 방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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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란은 P-2에 사용될 수 있는 원심분리 부품들을 구입하려 했던 이유를 정

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한편,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은 2006년 2월 이란 당국자와 만나 고폭(high 

explosive) 실험91) 및 미사일 설계와 관련이 있다고 의혹이 제기되는 ‘Green 

Salt Project'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 다.92) 이 프로젝트는 핵의 군사

적 목적 및 이란 정부기관과 연루되어 있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란은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 없고 조작된 것‘(baseless and fabricated)이라고 밝히

고, 그런 프로젝트나 연구가 존재했거나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

러나 이 의혹은 이스파한원자력기술센터의 우라늄변환시설 구매와 겍친 우라늄

정련공장의 설계 및 건설과 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가 제기한 것으로 전혀 근

거가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2. 국제사회의 대응

가. IAEA 이사회의 이란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 결정

IAEA 이사회의 지속적인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IAEA에 적극적인 협

력을 보이지 않자, 2006년 1월 30일 런던에서 미국 및 EU 3개국은 러시아, 중

국과 함께 이란 핵문제를 논의하고자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 다. 

이 회의에서 6개국 외무장관은 이란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

고93)하기로 합의하고, IAEA 2월 특별이사회에서 투표94)를 통하여 이란에 대한 

결의안(GOV/2006/14)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IAEA 사무총장에게 유엔 안

보리에 이란에 관한 모든 보고서와 결의안을 보고하되, 3월 이사회에 본 결의

안의 진행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밝히고 

있다. 결국 2006년 IAEA 3월 이사회는 이란의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보고하

91) 일반적으로 내폭형 핵무기 설계를 위해서는 고폭 실험이 필요하다.

92) UF4는 고유색으로 녹색을 띄는바, 종종 green salt로 언급된다.

93) 유엔안보리 보고(Report)는 정치․경제 제재가 가능한 회부(Refer)보다 낮은 단계 조치이다.

94) 투표 결과는 찬성 27개국, 반대 3개국, 기권 5개국이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9월 이사회

에 이어 2월 특별이사회에서 동 결의안에 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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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이를 유엔 안보리로 넘겼다.

나. 유엔 안보리의 이란에 대한 농축․재처리 활동 중지 결의안 채택

유엔 안보리에 이란의 NPT 의무 위반이 보고된 후, 유엔 안보리는 이란 핵

문제와 관련 제재 여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 다. 2006년 3월 유엔 안보리는 

이란의 완벽하고 지속가능한 모든 농축관련 활동 및 재처리 활동 중단이 외교

적 협상에 의한 해결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는 의장성명95)을 채택한바, 이란

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다시 주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우라늄농축 활동을 지속

하 고 여전히 IAEA 협조에도 미진하 다. 결국 2006년 7월 31일 유엔 안보리

는 이란에게 연구개발을 포함한 모든 농축관련 활동 및 재처리 활동들을 중지

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S/RES/1696)을 채택하 다. 또한 동 결의안은 이란이 

8월 31일까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엔 헌장(Charter) 제7장 41조96)에 의

거 적절한 비군사적 경제 제제를 취할 의도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제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당초 미국은 이란이 8월 31일까지 동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

인 제재 내용이 포함되기를 원했으나,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이러한 제재 결

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유엔 안보리 의결을 거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다. P5+1의 제안과 이란의 반응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 국, 프랑스, 러시아 및 중국, P5)과 독일(+1)

은 2006년 7월 31일 결의안 채택에 앞서, 이란에게 모든 미해결 사안을 해결하

고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을 중지할 경우 정치 및 경제적 혜택은 물론 경수로와 

95)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96) 유엔 헌장 제7장 41조는 경제관계 중단,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여타 교

통․통신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외교관계 단절 등의 비군사적 제재 조치를 규정하

고 있다. 참고로 제7장 42조는 군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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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공급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하 다. 

이란은 2006년 8월 22일 동 제안에 대하여 우라늄농축 중단이 협상의 결과

물이 될 수는 있으나, 협상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공식 답

변을 전달하 다. 이는 외교적 협상 여지는 있으되 우라늄농축 활동 중단을 포

함한 경제, 기술협력 및 지역 안보문제 등에 대해 전제조건 없는 협상 재개를 

제안한 것이다. 서방국가는 이란이 중국 및 러시아와 서방국가간의 의견 대립

을 조장하기 위한 협상 전술이라고 평가하며, 이란이 P5+1 제안을 사실상 거부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97)

특히 2006년 8월 31일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서방은 이란이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핵 주권을 훼손당하는 어떠한 조치도 받아들

이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유엔 결의안 거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우

라늄농축 및 관련 활동을 중지하지 않고 있다.

라. 유엔 안보리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결의안 채택

유엔 안보리가 이란에게 2006년 8월 31일까지 우라늄농축 관련 활동을 중단

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란이 이를 지속하자, 유엔 안보리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 다. 

그러나 부쉐르 원전 건설, 핵연료 공급, 무기 수출 등 이란과 이해관계가 얽

혀있는 러시아의 반대로 비군사적 경제 제제에 대한 논의는 진척이 어려웠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과 국, 프랑스, 독일의 유럽 3개국이 마련한 이란 제재 결

의안 초안 중 이란 관리 여행 제한, 미사일 관련 물질 및 기술에 대한 무역제

재, 부쉐르 원전 관련 조항 등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결국 미국, EU 등은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의안을 작성하 다.98)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이사국은 2006년 12월 23일 유엔헌장 7장 41조에 따

라 비군사적 경제제재 조치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S/RES/1737)에 대해 투표를 

97) http://www.koreaexim.go.kr/kr/oeis

98) 러시아는 이란에 대한 제재 결의 투표일까지도 상기 조항들의 삽입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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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 반대 없이 찬성 15표 만장일치로 이란에 대한 최초의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안보리가 요구한 동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란은 연구개발을 포함한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활동과 중수로 건설 및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함.

2. 자국 토를 통하여 또는 자국인에 의하여 이전되는,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이란에서 사용되거나 

이란의 농축, 재처리, 중수관련 활동 및 핵무기 운송체계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 물자, 장비, 기술을 공급 또는 이전을 방지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며, 다음을 포함함.

– 원자로용 비핵물질, 농축 및 재처리 공장, 중수공장, 핵연료 가공공장 및 변

환공장과 선원물질 및 특수핵분열성 물질

– 미사일 품목과 안보리 또는 설치 예정인 유엔제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품목

– 다만, 경수로 및 경수로용 저농축우라늄 핵연료와 500kg 미만 탑재 및 

300km 미만의 사정거리를 갖는 미사일 운반수단 시스템의 경우는 제외

3. 유엔 회원국은 이란에 이득이 되는 아래의 품목, 물자, 장비, 상품, 기술이 

이전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농축, 재처리 및 중수생산에 관련된 NSG Part II 품목

– 회원국이 농축, 재처리, 중수생산 및 핵무기 운송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고 결정한 경우에는 상기에 열거되지 않은 여타 품목

– 회원국이 IAEA가 우려한 여타 문제관련 활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결정한 경

우의 추가 품목

4. 모든 회원국은 이란에 수출이 금지되지 않은 품목, 물자 등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함.

– 원자력전용품목(S/2006/814) 및 핵무기 운반체계(S/2006/815) 문서에 규정된 

지침의 요구조건을 만족

– 여타 공급된 품목의 최종 사용 목적 및 최종 사용 위치를 검증할 수 있는 권

한을 확보

– 이란에게 품목을 공급하거나 이전하기 10일 전에 유엔 제재위원회에 통보

– S/2006/814 문서에 포함된 품목, 물질, 장비, 제품 및 기술을 공급이나 이전

하기 10일 전에 IAEA에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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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회원국은 이란으로부터 NSG, MTCR에서 통제하는 품목관련 물자의 

수입을 금지해야 함.

6. 모든 회원국은 2.에서 금지된 품목 및 기술의 공급, 이전, 제조나 사용과 

관련된 기술지원 또는 훈련, 재정지원, 투자, 알선 또는 여타 서비스를 

이란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함.

7. 이란은 추가의정서를 비준하고 IAEA에게 이에 준하는 협력을 제공해야 함.

8. 2.과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이나 훈련 재정지원 등의 금지 조치는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2.의 품목 또는 지원의 공급계약이 적절한 최종 사용자를 보장할 경우

– 이란이 민감 확산 핵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는 약속을 했을 경우

9. 이란원자력청(AEOI)을 포함한 단체 11곳과 12명의 금융자산을 동결함.

– 다만, 동 결의 이전에 민감 확산 핵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수단과 관련없다고 

회원국이 판단한 계약과 상기 단체나 인물이 직간접적으로 지불금액을 받지 

않는 경우는 금지하지 않음.

10. 모든 회원국은 본 결의안에서 지정한 이란의 단체 11곳과 12명이나 유엔 

안보리나 제재위원회가 추가로 지정하는 인물의 출입국을 유의하며, 

유엔 제재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통보함.

11. 안보리 회원국들은 유엔제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의 주요 임무를 

수행함.

– 유엔 회원국에게 부과한 임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하

고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함.

– 이란의 핵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를 지정

– 매 90일마다 제재위원회의 활동 및 결의 이행사항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

12. 유엔 회원국은 60일 안에 이란의 결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함.

울프 유엔 주재 미국대사 대행은 이번 결의를 통해 유엔에 도전하고 의무를 

무시할 경우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이란에 분명히 전달한 것이라

면서 완전하고도 즉각적이며 조건 없는 이란의 결의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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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결의안에 반대했던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대사도 러시아는 이번 결

의를 이란에 보내진 심각한 메시지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이번 결의의 

내용을 심각하고도 정확하게 인식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란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이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면서 핵비확산조약(NPT)의 범위 내에서 핵개발 계획을 지속

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결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엔 주재 

이란 대사도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이 해결책은 아니며 일부 핵보유국들이 위협

을 가할 수 있는 시대도 갔다고 주장하면서, 안보리가 핵무기 보유를 시인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이란의 평화적인 핵 프로

그램에 대해서만 제재하는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동 유엔 제재 결의는 이란이 IAEA 검증 하에 연구개발을 포함한 모든 농축, 

재처리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임하면 제재조치를 

중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평가 및 전망

이란 핵문제는 IAEA 사찰을 통해 밝혀진 다수의 미해결 사안을 남겨 둔 채 

유엔 안보리에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란은 자국의 원자력 활동은 평화적 이용

에 한정되고 핵주권을 어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우라늄농

축 및 중수로 관련 활동을 지속하면서 강경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유엔 안

보리 이사국은 2006년 12월 비군사적 경제제재 결의안(S/RES/1737)을 만장일

치로 채택하고 이란에게 핵개발을 중지하라는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 동안 이란에 대한 제재를 반대했던 러시아가 찬성한 동 결의는 이란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유엔 회원국 

차원으로 확대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관련 품목, 물자, 기술 등에 대한 수출

통제는 이란의 핵개발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란은 

유엔의 경제제재의 장기화, 추가 제재 등을 바라지 않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을 강조하기 위해 전제 조건 없는 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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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 결의가 이란에게 어떤 일을 강제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데에는 미

비한 수준으로 이란에 대한 경고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란 핵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이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란은 2006년 중반 이후 나탄즈 우라늄농

축공장의 원심분리기 설치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원심분리기 제작을 위한 충분

한 물자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최근 이란은 IAEA 사찰단

의 일부 지역의 방문을 거부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굳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향후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 채택 후 60일 이내에 결

의 이행사항을 유엔 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외교통상

부를 중심으로 이란과의 원자력협력 자제, 수출입통제 강화, 원자력 관련 대이

란 교육 및 훈련 제공 금지 등 향후 관련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란은 과거 우리나라 기업체를 통해 원자력 관련 품목을 수입하려 했던 

만큼 대이란 수출입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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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건의사항

21세기 고유가 지속 전망과 에너지자원의 고갈 우려, 에너지안보 정책의 강

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방출 규제 등으로 국제적으로 원자력르

네상스시대의 재 도래가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원자력 이용 활성화 정책

의 지속적 추진, 중국과 인도, 러시아의 대규모 원전도입 추진과 동구권 및 베

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들의 신규 원전 도입 추진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

으며 원자력발전은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증가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원자력산업계간 합종연횡과 우라늄자원 확

보 경쟁 및 로형간 경쟁심화가 전망된다. 

한편 국가간 원자력 교역은 양자간 원자력협력 협정과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틀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원자력 분야는 전력생산 등 제한된 분야에서만 

활용되고 있으며 핵심기술과 시설은 일부국가가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

한 원자력 이용에는 확산 방지, 시설 안전과 주민과 재산의 보호, 환경 보전 등 

안전문제와 핵물질의 보안 및 핵비확산 보장 등 다양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 분야가 일반 상품의 자유무역 협정 협상대상으로 되기에는 자유 

경쟁체제의 여건조성 차원 등에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핵비확산체제의 강화는 지속되고 있다. 원자력공급국그룹(NSG)에서는 

이란과 북한, 파키스탄 등에 대한 수출통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었으며 미

국과 인도의 원자력협력 추진, 민감기술의 이전 제한 등 수출통제지침의 강화

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핵테러 위협 대응과 핵 거래 

방지 등을 위하여 IAEA의 안전조치 강화를 위하여 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NSG와 핵무기용 핵물질생산금지조약과 연계하여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

망된다. 이러한 논의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 민감기술이전 제한과 수출

통제에서의 인도의 예외 조항 등 국내의 원자력 이용개발과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다자간 핵연료공급보장 논의는 세계적으로 원자력이용 확대가 전망되면서  

민감기술의 이전 제한을 통한 핵확산방지 차원에서 제기되어 IAEA의 MNA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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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국 제안, 미국의 GNEP, 러시아의 국제핵연료주기센터와 같은 다양한 개념

이 제안되었다. 반면 핵연료공급보장 논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 공급

보장 조건 및 공급의 이행 방안 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시작된 이후 오랫동안 다루어진 주제로 기술보

유국과 비보유국간 많은 논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IAEA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논의에서 국가이익의 보호와 국내 산업의 발전차원에서 다

양한 기술적 측면의 검토와 외교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IAEA 이사회와 총회의 주요 이슈는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 핵연료공급보장 

제안, 회원국의 원자력발전 지원 등이 논의되었다. 북한과 이란 핵문제의 경우 

장기간 다루어져 오고 있으며 IAEA는 결의안을 통하여 해결을 촉구하 으나 

안보리의 제재결의안 채택과 제재 등이 취해지고 있다.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

안은 유엔회원국에게 제재조치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수출통제체제 등과 

연계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원자력 르네상스의 전망과 회원국의 원자력

발전 지원요청에 따라 IAEA의 원자력발전 관련 조직과 활동 강화를 위하여 결

의안이 채택되었으며, 중소형 원자로 관련 사항은 INPRO와 연계하여 보고하도

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가 개발중인 SMART는 해외시장수출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IAEA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과거 수혜

국에서 향후 주도국으로서 입장 강화와 활동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 

확대와 관련 외교활동 강화, 전문가 진출 확대 등이 요구되며 국가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여금의 확대도 필요하다.

원자력 선진국간 협력에서 OECD/NEA의 역할은 더욱 확대․강화되고 있

다. 특히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0개국이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본격적으

로 추진되고 있는 GIF의 사무국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와 함께 3단계로 추

진되고 있는 다자간 원전설계인증 프로그램에서는 2단계부터 사무국 역할을 맡

게 된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어 OECD/NEA와의 협

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설 기술위원회에서의 국제공동프

로젝트의 주도와 참여 등 투자확대와 전문가 활동 강화 등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국가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국가보고서나 정책토론, 특별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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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참여도 중요하다.

미국은 자국의 핵비확산정책의 강화와 함께 에너지안보 제고와 석유수입 감

소, 방사성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원전 이용 확대, 민감기술 이전 제한과 핵연

료공급보장 등을 통한 핵확산우려 해소를 위하여 GNEP를 제안하여 국제사회

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 다. 이와 함께 인도와의 원자력협력 추진은 새로운 

국제원자력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GNEP는 제안된 개념에 

대한 국내외 논란과 실현 문제 등으로 실행계획이 수정되고 있으며, 외국기업

의 참여도 허용하는 등 주요 선진국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반면 양자간 

협의를 통하여 파트너쉽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캐나다, 호주, 남아

공 등 우라늄 공급국들은 농축서비스 계획 추진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우라늄 

카르텔의 출현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GNEP와 관련 다른 핵연료 공급

보장 개념 제안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개발과 산업의 해외진출을 저해하거

나 많은 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미국과의 협력강화와 이에 대한 기술

적 정치․외교적 대응이 중요하다. 

북한 핵문제는 미사일 발사와 지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

왔으며 국제사회는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을 추구

하고 있다.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 이행은 북한의 달러화 위

조지폐 문제와 관련한 금융제재 해결과 연계되어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보인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의 핵폐기는 물론 핵프로그램의 검증, 주요 핵

시설의 제염 해체, 핵전문 인력의 관리 등과 연계되어 있으며 6자회담에서의 

우리나라의 입장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 원자력정세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과 이란

의 핵문제 해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행동계획 이행, 미국과 

인도의 원자력 협력추진, 제4세대 원전 개발과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건설 

착수 및 첨단 원자력기술 개발 경쟁 등이 주요 이슈로 전망된다. 

국제 원자력사회에서의 국가 원자력활동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노

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처리와 농축 시설의 비보유 선

언과 우라늄 농축서비스의 해외 의존으로 공급보장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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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원자력이용은 국가 에너지수급에서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산업육성과 해외 

진출, 그리고 원자력기술 경쟁력 확보 또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한미간 협력 

강화 등 국제협력 강화와 원자력외교의 활동 강화는 급변하는 국제원자력사회

에서 국가 향력 확대는 물론 국가이익 극대화와 국가위상제고 측면에서 또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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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국제 핵비확산체제 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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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에 서명한 날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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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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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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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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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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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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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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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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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2/05

09/30/96

10/01/96

11/13/01

09/27/96

10/07/96

09/24/9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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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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ene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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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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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01/15/69

08/10/61

09/29/97

01/26/94

2004

12/31/74

04/07/58

09/24/97

09/19/57

09/20/7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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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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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몬테네그로는 2006년 5월 21일 세르비아로부터 독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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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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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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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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0/70

07/20/83

10/03/88

12/17/70

05/04/70

03/12/85

02/26/75

03/10/76

01/01/93

04/07/92

06/17/81

03/05/70

07/10/91

11/05/87

03/05/79

10/31/73

06/30/76

12/11/69

01/09/70

03/09/77

09/24/69

17/01/95

12/02/72

05/05/03

02/26/70

07/07/71

10/30/86

02/26/70

04/17/80

09/24/94

01/19/79

10/20/82

12/05/94

09/26/95

11/27/68

05/31/91

03/05/70

08/31/70

05/02/92

08/26/95

09/25/75

06/14/82

06/01/79

05/15/91

09/26/91

12/13/62

11/01/60

1957

2003

06/04/67

01/05/67

09/27/93

09/21/92

06/06/57

08/26/57

08/22/57

07/17/58

06/19/57

04/05/57

06/06/63

09/10/00

10/15/57

10/14/57

07/19/57

08/30/67

07/31/57

01/15/76

07/29/57

01/06/76

07/29/57

01/22/63

01/26/94

08/19/57

09/24/57

10/14/94

01/08/69

08/01/8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23/04

10/04/96

10/09/96

10/07/96

09/26/96

09/26/96

06/08/01

09/24/96

09/08/00

01/14/99

09/30/96

09/24/96

10/03/96

09/24/96

09/24/96

10/24/96

06/10/04

01/14/97

09/24/96

09/24/96

09/24/96

10/07/96

11/12/96

10/02/96

10/16/96

09/24/96

09/24/96

11/07/96

09/27/96

09/25/96

09/24/96

09/30/04

09/24/96

09/24/96

10/03/96

09/24/96

10/03/96

09/24/96

09/30/96

12/03/96

10/13/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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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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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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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정부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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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
용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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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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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산업 및 연구․개발 분
야에서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04. 2. 3
(부카레스트) '04. 9. 6

카자흐
스탄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04. 9. 20
(아스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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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OECD/NEA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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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lden Reactor Project

가. 사업 개요

• Halden Reactor Project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 을 도모하기 위하여, OECD의 후원으로 1958년 시작

• 동사업은 노르웨이 남부지역의 Halden에 위치한 연구기관인 IFE(Institute 

for Energy Technology)가 소유한 Halden Boiling Water Reactor(20 

MWt 용량의 중수감속/중수냉각의 연구로)를 이용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및 인허가 관련 실험과 관련정보의 생산에 주력 

• 동 사업에는 NEA 회원국과 비회원국 등 20개 서명국(인허가기관, 

연구기관, 전력회사, 제작회사 등으로 구성)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을 위한 운 비용은 참여기관이 분담하는 경비에 의하여 조달  

•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과 생산물은 모든 참여자가 이용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안전성 및 인허가 평가를 위한 주요 정보 생산을 목표로 하며, 

다음 3가지 분야를 중점 수행

– 핵연료 성능 관련 실험 : 정상 및 과도운전 상태 하에서 상업용 원자로의 핵

연료성능에 관한 기초자료의 보급, 특히 extended burnup에 주력 

– 노심 재료의 성능저하 : 수화학적 향 및 원자력 환경이 복합된 열악한 조

건하에서의 원자력발전소의 재료거동 분석에 관한 지식 보급 

– man-machine system : 컴퓨터이용 감시계통의 개량, 개량된 원자력발전소 제

어실에서의 인적요소 및 인간공학에 대한 정보 

• 상기 분야에 대한 정보생산을 위한 실험을 위하여 Halden 원자로 

내부에는 시험을 위한 수많은 공간이 마련되어 원활한 시험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약 30개의 시험 장치가 원자로의 노심에 설치되어 

있음.

• 또한 원자로 내부에 설치된 루프는 냉각수 조건에 관한 원형적인 실험을 

위하여 사용되는데, 특히 부식 및 응력 부식(stress corrosion) 연구와 

수화학 연구에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각종 실험은 Halden 원자로를 

소유한 IFE가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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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IFE는 공작실, 전자 및 화학실험실 및 전산화된 data bank 

등을 운 하고 있으며, 조사후 시험 및 핵연료 재가공은 Kjeller의 hot 

laboratory에서 수행하고 있음.

• Halden Project에서는 인간공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HAMMLAB 이라는 연구실을 운 하고 있음. 

• HAMMLAB의 목적은 첫째 복잡한 공정계통 하에서의 인간 거동 연구와 

둘째 원형제작된 제어센터와 이에 포함된 개개 계통의 개발, 시험, 

평가로 구분할 수 있음

• HAMMLAB은 20년 이상 다음과 같은 분야의 인간공학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여 왔음.

– 컴퓨터화된 운전 절차의 평가 

– 다양한 표시장치와 제어방법 하에서의 운전원의 작업성 비교

– 운전원 직무수행의 자동화를 위한 조치의 효과 분석 

– 다양한 비상 경보장치의 비교 

– 지식공학을 이용한 발전소 진단계통의 평가 

– 경보 취급계통의 평가 

• HAMMLAB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현대화된 실험용 제어실과 4개의 

모의장치(PWR, BWR 및 VVER simulator 및 비원자력분야인 석유생산 

simulator)를 운 하고 있음. 

• 이러한 모의장치는 훈련용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응용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음.

나. 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06. 1 - 2008. 12 (갱신)

• 참여국 : 18개국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일본, 노르웨이, 한국,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국 및 미국)

• 예산 : ~50백만 US달러



- 122 -

2. CABRI Water Loop Project

가. 사업 개요

• CSNI에서 수행하는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OECD 회원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안전성 연구를 검토하고, 새로이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며, 

필요한 경우 국제 연구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이의 진행을 독려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CSNI는 고연소도 핵연료의 안전 기준에 관한 토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고연소도 핵연료가 안전하게 이용된 다는 점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실제 원자로 환경하에서 이루어진 실험 자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음. 

• 고연소도 핵연료의 이용은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나, 

그러한 이용은 잠재적인 안전성의 파급 향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야 함.

• 이러한 맥락에서 OECD 회원국과 NEA 및 IPSN (Institute de Protection 

et de Surete Nucleaire, France)은 프랑스 Cadarache에 위치한 CABRI 

원자로를 이용한 실험 프로그램에 대한 과제를 도출하게 되었음. 

• 동 프로그램의 목표는 반응도 사고(RIA: Reactivity Initiated Accident)로 

인한 출력 폭주 시의 고연소도 핵연료의 거동을 조사하는 것임.

• OECD 회원국들은 반응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로 안에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고의 발생이 완전히 

방지된다고 확신하지는 못하며, 핵연료의 안전 한계와 이러한 사고의 

잠재적 결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됨.

• 동 프로젝트를 통하여 CABRI 원자로는 고압의 water loop가 설치되는 

등 여러 가지의 구조 변경을 하게 되며, 동력로에서 인출된 핵연료에 

대한 실험을 12회 실시하게 됨. CABRI 원자로의 구조 변경은 실험이 

실제 원자로의 조건과 같은 상태에서 수행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함.

• 2002년 까지는 현 상태의 CABRI 원자로를 구조변경 없이 실험을 행하게 

되며, 2003년에서 2004년 동안에 원자로 구조를 변경한 후, 2005년에서 

2007년에는 변경된 구조하에서 실험을 수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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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프로젝트의 총예산은 2억 8천 8백만 프랑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가지 

협정 즉, OECD와의 협정(umbrella agreement)과 IPSN과의 양국간 

협정하에 수립된다. OECD와의 협정은 모든 참여국에게 적용되는 협력을 

위한 기본틀과 규칙들을 규정하게 되며, 양국간 협정은 참여국의 재정적 

기여에 관한 부분을 다루게 됨.

• NEA는 본 프로젝트로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역할과, 실험 

자료를 어떻게 안전성 기준(safety criteria)으로 변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나. 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00-2010

• 참여국: 11개국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스페인,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국 및 미국)

• 예산 : ~73.8백만 유로

3. MASCA-2 Project

가. 사업 개요

• MASCA-2 Project는 MASCA Project의 확장 과제임.  

• OECD는 TMI Vessel Investigation Project의 후속으로 RASPLAV 

Project를 1994년 7월에 착수하여 2000년 6월에 종료하 음.

• RASPLAV(러시아어로 용융이라는 뜻) Project는 노심용융을 유발하는 

사고시의 원자로압력용기 하부헤드(lower head)의 거동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16개 OECD 회원국과 러시아가  참여하 음. RASPLAV 

프로젝트를 위한 실험은 Kurchatov 연구소에서 수행하 으며, 

분석업무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에서 수행하 음.

• RASPLAV Project를 통하여 Corium(노심 용융 물질)의 물성치와 

stratification(층상) 현상이 발생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동 프로젝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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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성과라 할 수 있음. 

• RASPLAV Project의 후속으로 NEA, Kurchatov 연구소 및 회원국들은 

Kurchatov 연구소의 시설을 활용하여, MASCA (MAterial SCAling) 

Project를 추진하기로 하 음.

• MASCA 프로젝트의 목적은 노심 용융 층상 (core melt stratification) 

발생 조건과, 이러한 현상발생에 의한 노심 내부 유지 상태와 노심 외부 

현상에 대한 지식을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고 관리 전략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것임. 

• MASCA 프로젝트를 통하여 실험 결과 분석 및 코드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재료의 특성자료가 생산될 예정임. 동 프로젝트는 기 수행된 

RASPLAV 프로젝트를 통하여 입증된 기술과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활용하게 됨.

• 용융된 층상 물질(stratification material)의 성질과 열전도에 대한 연구를 

2001년부터 2002년 중반까지 수행하게 됨. 프로젝트의 후반부에는 

원자로심 재료를  이용한 대규모 실증시험을 계획하고 있음.

• 본 프로젝트의 관리를 위하여 Management Board를 설치하며, 기술적인 

사항은 Programme Review Group이 담당하게 됨. NEA의 역할은 다른 

Joint Project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서 다루게 될 기술적 범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재정 및 법률적 기틀을 

지원하게 됨. 프로그램 착수 이후에는 NEA는 행정업무와 참여자에 대한 

정보 전달 및 사무국 기능을 제공하게 됨.   

나. 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03. 7 - 2006. 6

• 참여국 : 15개국 (벨기에,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일본, 한국,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및 미국)

• 예산 : 3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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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CCI Project

가. 사업 개요

• Melt Coolability and Concrete Interaction(MCCI) Project는 중대사고에 

대한 실험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두 개의 중대사고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 격납용기 바닥에 퍼져있는 용융물이 상부에 있는 물의 공급으로 안정 및 

냉각될 수 있는지 확인

• 용융된 금속과 격납용기의 콘크리트 구조물과의 장기간 상호작용에 의한 

문제

• 실험과 분석은 ANL에서 수행

• 이 프로그램에서 Large-scale 원자로 재료 테스트는 2 metric ton 

범위에서 core melt mass를 가지고 수행

• 고유 전문지식과 하부조직은 Large-scale, high-temperature 원자로 재료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ANL에서 개발되었음

• 이 프로젝트의 기술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 Redirected 프로그램을 통하여 ex-vessel 파편 냉각성능 문제 해결

– Dry cavity 상태에서 장기적, 2차원적, 용융물-콘크리트 상호작용과 관련된 불

명확성 연구

나. 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06. 4 - 2009. 6

• 참여국 : 13개국 (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일본, 한국,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및 미국)

• 예산 : 4.4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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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KL Project

가. 사업 개요

• PKL 사업은 Framatome-ANP가 운 하는 PKL 열수력학 시설을 

이용하는 수행되는 실험으로 구성

• PKL 실험은 국제적으로 원자로 안전성을 주목받고 있는 다음의 PWR 

관련 이슈에 집중되어 있음:

– 소규모 파열로 인한 LOCA 후 보론 희석 사고

– 보론 희석 상황에서 폐쇄(closed) 냉각 시스템의 mid-loop 운전 동안 잔존 열 

제거의 손실

– 개방(open) 냉각 시스템의 mid-loop 운전 동안 잔존 열 제거의 손실

• 참여국들과 협의하에 대규모 LOCA 또는 증기발생장치의 파열로 인한 

보론 희석 사고 동안보론 침전 등이 실험 항목으로 추가될 수 있음.

나. 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04. 1 - 2006. 12

• 참여국 : 14개국 (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국 및 미국)

• 예산 : 3.6백만 달러

6. PSB-VVER Project

가. 사업 개요

• 본 사업의 목적은 VVER-1000 열수력학 분야에 대한 안전성 코드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실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의 5가지 

PSB-VVER 실험을 수행할 예정임:

– Scaling effects

– Natural circulation

– Small cold leg break 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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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 to Secondary Leak

– 100% double-ended cold leg break

• 동 프로젝트는 VVER-1000의 중요 안전현안에 대하여 평가를 하지만, 

획득된 자료들은 가압경수로형에 응용될 수 있음.

나. 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03. 2 - 2006. 12

• 참여국 : 7개국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및 미국)

• 예산 : 1.25백만 달러

7. ROSA Project

가.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일본원자력기구(JAEA: Japan Atomic Energy Agency)의 

ROSA/LSTF 시설을 이용하여 LWR 안전성 관련 열수력학적 분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 특히 safety transients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형상들에 대한 전산 모델 

및 방법들을 검증하기 위함.

• ROSA 프로젝트의 주요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전산코드의 예측 능력 및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통합 및 분리된 효

과의 실험적 DB를 제공함.

– 현재 개발중인 전산코드의 예측 능력과 열수력학 안전성 분석에 현재 사용되

고 있는 전산코드의 예측 능력을 규명

• 이 사업은 13개국의 원자력 관련 안전기관, 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후원을 

받고 있음.

나. 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05. 4 -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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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국 : 13개국 (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일본,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국 및 미국)

• 예산 : 4.2백만 달러

8. SCIP Project

가. 사업 개요

• 2004년 7월 착수된 본 사업은 스웨덴 Studsvik의 핫셀시설과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다음을 달성하고자 함:

– 핵연료 파손을 일으킬 수 있는 물성을 평가하고 조건을 결정하고,

– 원전 운전과 취급 또는 저장 동안 핵연료의 고유안전성을 손상할 수 있는 현

상 및 공정들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높은 burn-up에서 cladding 신뢰도의 전

반적인 이해를 개선하기 위함.

나. 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04. 7 - 2009. 6

• 참여국 : 11개국 다수 기관 참여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국 및 미국)

• 예산 : 8백만 달러

9. SETH Project

가. 사업 개요

• SETH 프로젝트는 열수력학 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CSNI 위원회 

산하에서 2001년부터 수행되고 있음. 

• 가압경수로의 사고방지 및 사고관리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아래의 주요 

열수력 현상에 대한 실증적 실험자료의 생산 및 이에 근거한 코드의 

해석능력 보강이 주요 안전현안으로 대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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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론희석사고시 원자로계통의 과도거동 및 계통 내 보론 분포 

– Mid-Loop 사고시 원자로계통의 과도거동 

– 격납용기 내 다격실 구조에서의 다차원적인 유동과도 거동 및 분포 

• 독일의 SNP(Siemens Nuclear Power)는 종합 열수력 실증실험 장치인 

PKL 장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설계기준 및 설계기준초과 사고 시 

원자로계통의 과도거동에 대한 다양한 실증실험을 수행한 바 있음.

• 스위스의 PSI(Paul Scherrer Institute)는 격납용기 실증실험 장치인 

PANDA 장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격납용기 내의 열수력 과도거동에 

대한 다양한 실증실험을 수행한 바 있음.

• OECD/NEA에서는 가압경수로의 주요 안전현안 해소를 위한 코드 개발 

및 검증을 위하여, 독일의 PKL 장치 및 스위스의 PANDA 장치를 

사용한 원자로계통 및 격납용기 열수력 실증실험의 수행을 

국제공동연구로 제안하 음. 

• 이 프로젝트는 사고방지 및 사고관리 주요 안전현안에 대한 열수력 

실증실험 수행 및 코드 검증자료 생산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원전 안전현안에 대한 실증실험을 15개 OECD 국가가 공동으로 

지원하며, 실험결과를 사용하여 각 국은 자국의 안전해석 체계의 평가 및 

검증을 통해 원전 안전현안 해소를 위한 안전해석 체계를 확보하는 것임.

• OECD-SETH 과제에서는 현재 원전의 주요 안전현안으로 제기된 아래의 

분야에 대한 실증실험을 수행할 예정임.

– 보론희석사고: 독일 FRAMATOM-ANP의 PKL 종합실증실험 장치 이용 

– 부분충수사고: 독일 FRAMATOM-ANP의 PKL 종합실증실험 장치 이용

– 격납용기다차원실험: 스위스 PSI의 PANDA 실험장치 이용 

• 2001년 5월 22∼23일 개최된 1차 PRG 회의에서 첫 번째 보론 희석사고의 

실험조건 및 시나리오가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독일 FRAMATOM 

-ANP는 현재 첫 번째 실험을 완료하 음. 

나.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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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01. 4 - 2006. 6

• 참여국 : 15개국 (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국 및 미국)

• 예산 : 4.7백만 달러

10. COMPSIS Project

가. 사업 개요

• 세계적으로 원전의 통제 시스템이 아날로그에서 소프트웨어(디지털)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음.

• 이러한 신규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함 형태는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과는 다르며,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음.

• 안전성 관련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결함은 매우 드문 

사건으로 경험있는 국가들의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본 사업은 관련 데이터 수집의 지침, 품질 보증 및 데이터 교환의 

인터페이스 방법들을 확립하고자 함.

나. 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05. 1 - 2007. 12

• 참여국 : 10개국 (핀란드, 독일, 헝가리, 일본, 한국,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대만 및 미국)

• 예산 : 100,000유로/년

11. FIRE Project

가. 사업 개요

• 프로젝트 주목적 : fire event에 관련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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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적 협력 증진

• OECD-FIRE Project 목적

– 품질보증 및 일관된 데이터베이스에서 fire event 경험을 수집하고 포맷을 정

의

– event와 event 원인, event 방지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fire 

event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fire event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정성적 평가

– 화재와 관련하여 습득한 경험의 효율적 feedback을 위한 체계 구축

나. 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06. 1 - 2008. 12

• 참여국 : 11개국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및 미국)

• 예산 : 75,000유로/년

12. ICDE Project

가. 사업 개요

• 공통원인고장(CCC: Common-Cause Failure) 현상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몇몇 OECD/NEA 국가가 국제 

공통원인고장 데이터 교환(ICDE: International Common-Cause Failure 

Data Exchange) 프로젝트의 설립을 제기함.

– 처음 1994년 스웨덴에서 제기하 으나,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1998년부터 

OECD/NEA의 정식 프로젝트로 채택되어 수행되고 있음.

• 공통원인고장 현상의 원인과 방지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그리고 

사례의 분석이 목적임.

– 이를 통하여 공통원인고장을 방지하고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성적 지표를 설정하는 동시에 공통원인고장 현상에서 얻은 경험을 효

과적으로 feedback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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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젝트는 펌프, 디젤 발전기, 모터로 작동되는 밸브, 안전 밸브 등과 

같은 주요 안전 시스템의 부품들을 커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펌프의 공통원인고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 으며, 디젤 발전기

와 밸브에 관한 데이터 수집은 진행 중에 있음.

– 테이터의 수집 및 관리는 스웨덴의 ES-Konsult가 담당하고 있음.

• 본 프로젝트의 참가국은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국, 미국 등임.

나. 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05. 4 - 2008. 3

• 참여국 : 11개국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국 및 미국)

• 예산 : 150,000달러/년

13. OPDE Project

가. 사업 개요

• 목적

– 배관상실사건(piping failure event)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배관상실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

– 배관상실 현상과 관련 습득한 경험의 효율적인 feedback을 위한 체계 구축

– 배관상실 확률 추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piping 신뢰성 특성 및 향인자

에 관한 정보 수집

• OPDE Project는 배관상실에 관련된 모든 가능한 사건을 포함하도록 

꾀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는 주요 안전시스템(즉 ASME Code Class 1, 2, 3)의 piping 

구성요소를 포함함.

• 만약 누출이 중요 플랜트 구역의 내부범람(internal flooding)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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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원인 사건을 야기한다면 프로젝트는 non-safety piping system을 

포함할 것임.

• 한 예로 non-essential service water와 같은 raw water system은 배관 

파단에 의한 중요 범람원임

• Project 검토 그룹의 만장일치 결정에 따라 위에 열거된 리스트에서 

특별한 아이템이 추가되거나 삭제 될 수 있음.

• 증기발생기 배관은 OPDE project 범위에서 제외되었음.

나. 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05. 6 - 2008. 5

• 참여국 : 12개국 (벨기에,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및 미국)

• 예산 : 72,000유로/년

14. Thermochcemical Database(TDB) Project

가. 사업 개요

• 열화학(Thermochmical) DB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로서 이들은 자연 조건과 인위적 환경하에서 핵종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에 사용된다. 이와 같은 

자료를 축적하기 위하여 NEA는 TDB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1980년대 초까지 수많은 열화학자료들이 축적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환경에 향을 미치는 방사성원소의 거동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필요한 

신뢰성 있는 입력 자료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NEA는 지난 1984년부터 TDB(Thermochemical DataBase)의 1단계 

사업을 추진해왔음.

• 1단계 사업 기간 동안에는 우라늄, 아메리슘, 테크네티움, 넵티늄, 

플루토늄 등 5개 원소들의 무기화학(inorganic chemistry)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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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열화학 DB를 개발하기 위해 관련 문헌 평가 및 

자료 검증을 수행하 음. 

• 그러나 1단계 사업 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개개 회원국들은 사업 

결과를 자국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에 반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다 철저한 조직체제로 운 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나. 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03 - 2007

• 참여국 : 12개국(18개 기관 참여)

– 벨기에(NIRAS/ONDRAF), 캐나다(OPG), 체코(RAWRA), 핀란드(POSIVA), 프

랑스(ANDRA 및 CEA), 독일(FZK), 일본(JAEA), 스페인(ENRESA), 스웨덴

(SKB 및 SKI), 스위스(HSK, NAGRA 및 PSI), 국(BNFL 및 NIREX), 및 미

국(DOE)

• 예산 : 439,500유로/년

15. CPD Project

가. 사업 개요

• 원자력시설 해체를 수행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회원국들간 해체와 관련된 

자료나 경험 등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국제 Forum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환경을 고려한 최선의 해체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IAEA, EC 및 UNIPEDE 등의 국제기구도 상호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특기할 사항은 CPD는 NEA의 RWMC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해체프로젝트를 근간으로 하는 참여 회원국 프로젝트 협력조직이기 

때문에 NEA 회원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해체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는 

CPD의 연락위원회(LC: Liaison Committee)의 승인을 얻어 참여가 

가능함. 에스토니아와 대만(2000년에 참여)이 그 좋은 예이며,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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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도 CPD 참여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참여 프로젝트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연구로를 포함한 원자로 해체가 

27개,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가 11개, 동위원소 

취급시설 해체가 1개 등 매우 다양함. 

• 우리나라는 연구로 1, 2호기(TRIGA Mark-II&III) 해체를 계기로 1997년에 

정식 프로젝트 회원국으로 CPD에 참여하 음.

• 원자로 해체 27개 프로젝트 중 11개는 해체를 완료하 거나 휴면상태에 

있고, 핵연료주기시설 12개 중 2개의 프로젝트도 이미 완료하 음. 

• CPD는 업무의 효율적 운 을 위하여 전반적인 업무지원을 할 수 있도록 

Coordinator를 활용하여 왔음. 그동안 Coordinator는 스웨덴의 자발적 

기여금에 의해 스웨덴에서 스웨덴 전문가 1인을 Coordinator로 지명하여 

활용하여 왔으나, 2001년 하반기부터는 지원이 어려움을 통보하 음. 

이에 따라 제20차 연락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Coordinator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Financial Mechanism을 확정함.

• 해체협력프로그램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연락위원회(LC)가 있으며, 

운 위원회 산하에는 기술자문그룹(TAG: Technical Advisory Group)이 

있음. 기술자문그룹은 주제에 따라 전문가그룹(Task Group)을 둘 수 

있는데 현재는 세 개의 전문가그룹이 결성되어 있음.

• 연락위원회(LC)의 정기회의는 매년 1차례(10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함. 

TAG 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는데 장소는 회의 주관국가에 따라 결정됨. 

TAG 회의는 기술회의이기 때문에 해체 기술정보 교환과 함께 해체시설 

방문이 이루어짐.

나. 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04년에 5년 계획(2006-2010)으로 신규 사업협정에 서명함

• 참여국 : 12개국 (20개 기관에서 41개 해체 사업 수행중)

–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

덴, 대만, 국



- 136 -

• 예산 : 33,000유로/년

해체협력프로그램(CPD) 조직도

연락위원회

(Liaison Committee)

기술자문그룹

(Technical Advisory Group)

홍보그룹 

(Communication Group)

해체비용 

전문가그룹 

(Task Group on 

Decommissioning 

Cost)

방출측정 

전문가그룹 (Task 

Group on Release 

Measurement)

재활용 및 재사용 

전문가그룹 (Task 

Group on Recycling 

and Reuse)

16. SORPTION Project (2단계)

가. 사업 개요

•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RWMC: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mmittee) 산하의 성능평가자문그룹 (PAAG: Performance Assessment 

Advisory Group)은 1997-1998년 사이에 방사성동위원소의 흡착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 동 연구의 주요 목적은 방사성폐기물관리를 위하여, 흡착계수의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모형을 조사하는 것이며,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2단계의 연구에 착수하기로 한바 있음.

• 2단계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열화화적 모형 (chemical thermodynamic 

model)의 적용 가능성을 조사해 봄으로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흡착계수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동 사업은 1997-1998년에 수행된 제1단계 Sorption Project의 결과에 

근거하여 열화학 모형의 쟁점을 해결하며, 열화학 데이터베이스 (TDB : 

Thermochemical Data Base)에 관한 공동사업의 결과를 활용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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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연구는 여러 참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간의 

"benchmarking" 조사 형태로 수행되게 됨. 

• 흡착계수는 사전에 정해진 다음 기준에 의하여 결정됨.

– quality of 'fit' to measured sorption data 

– chemical plausibility 

– complexity of input database and number of fitted parameters 

– range of applicability of modelling approach 

• 2단계 연구도 참여기관들이 경비를 분담하는 "Joint Project"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며(총 소요경비는 2,120,000 프랑으로 추정), 10개국의 12개 

기관이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제1단계의 연구에는 

참여하 으나, 2단계에 프로젝트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음.

나. 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00-2005

• 참여국 : 10개국 (15개 기관)

– 호주(ANSTO), 벨기에(NIRAS/ONDRAF), 체코(RAWRA), 핀란드(POSIVA), 

프랑스(ANDRA), 일본(JNC/CRIEPI), 스페인(ENRESA), 스위스

(HSK/NAGRA/PSI), 국(BNFL/NIREX) 및 미국(NRC)

• 예산 : 380,000유로

17. ISOE Project

가. 사업 개요

• ISOE는 세계 각국의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규제당국이 참여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 종사자 피폭자료의 수집, 

분석 및 유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92년 설치됨.

• IAEA도 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NEA 비회원국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NEA와 ISOE 업무를 위한 공동사무국을 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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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2004년말 현재 ISOE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9개국 70개 발전사업자가 

참여하여, 이들이 소유한 398개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피폭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이는 전 세계에서 운전 중인 원전 441기의 90%에 해당함.

• ISOE 프로그램을 통한 달성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공동사업의 진흥 및 조정 

– ISOE database에 포함된 상용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의 연간 피폭자료 분석

– 방사선방호 전문가들간의 연락을 위한 포럼 제공

• ISOE는 산하에 데이터분석그룹(Expert Group on Data Analysis)과 

소프트웨어개발그룹(Expert Group on Software Development)을 두고 

있음.

– 전자는 ISOE의 Programme Annual Report나 ISOE Newsletter 등에 수록할 

데이터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후자는 ISOE database 관리를 위해 필요

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ISOE의 database에 수록된 모든 자료는 참여국의 발전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은 database의 모든 자료에 대한 이용권한을 가짐.

• 이들 이외에 ISOE에 참여하는 각국의 규제당국에게는 자국 자료를 

포함한 제한된 이용권한이 부여되고 있음.

• ISOE의 database는 표 1과 같이 그 성격에 따라 ISOE 1, ISOE 2, ISOE 

3 및 ISOE D의 4가지로 구분됨.

– 이중 전자의 3가지는 운전중인 발전소에 관한 피폭관련 자료를 수록하며, 

ISOE D는 가동중지 또는 폐로 단계에 있는 발전소에 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음.

• ISOE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전세계를 아시아, 유럽, 미주 및 비 

OECD 회원국들로 구분하여 4개의 기술센터를 지정하고 있음.

– 이들 센터들은 해당 지역의 데이터 관리와 ISOE 참여기관들간의 정보 교환

을 위한 contact point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표 1.  ISOE Database의 수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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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록정보

ISOE 1

운전중인 상용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 연간 집단 선량(annual collective dose)

 - 유지보수/연료장전 기간

 - 불시정지 기간

 - 특정작업 및 종사자 직군에 따른 연간 집단선량

ISOE 2

선량 저감에 관한 발전소 특성정보

 - 자재 및 수화학

 - 운전개시/운전정지 절차

 - 코발트 저감 프로그램 등

ISOE 3

특정한 작업이나 절차, 장비 등의 방사선방호 관련정보

 - 유효선량저감(effective dose reduction)

 - 유효제염(effective decontamination)

 - 종사자 관리지침의 이행실태

ISOE D 가동중지 또는 폐로단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선량정보

표 2.  지역별 기술지원센터

지역 기술센터

아시아  일본, NUTEC(Nuclear Power Engineering Corp.)

유럽
 프랑스, CEPN(Centre d'etude sur l'evaluation de la
 protection dans la domaine nucleaire)

미주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OECD 회원국  IAEA

나. 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04 - 2007

• 참여국 : 27개국 (아르메니아,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파키스탄,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국 및 미국)

• 예산 : 375,000유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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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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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ES/1718 (2006)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5551st meeting, on 14 Oct. 2006.

The full text of resolution 1718 (2006) reads as follows:

“The Security Council,

Recalling its previous relevant resolutions, including resolution 825 (1993), 

resolution 1540 (2004) and, in particular, resolution 1695 (2006), as well as 

the statement of its President of 6 October 2006 (S/PRST/2006/41),

Reaffirming that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s well as their means of delivery,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Expressing the gravest concern at the claim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at it has conducted a test of a nuclear weapon 

on 9 October 2006, and at the challenge such a test constitut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o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strengthening the global regime of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danger it poses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beyond,

Expressing its firm conviction that the international regime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should be maintained and recalling that 

the DPRK cannot have the status of a nuclear-weapon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Deploring the DPRK’s announcement of withdrawal from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its pursuit of nuclear 

weapons,

Deploring further that the DPRK has refused to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without pre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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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rsing the Joint Statement issued on 19 September 2005 by China, the 

DPRK,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Underlining the importance that the DPRK respond to other security and 

humanitarian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ressing profound concern that the test claimed by the DPRK has 

generated increased tension in the region and beyond, and determining 

therefore that there is a clear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cting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aking measures under its Article 41,

1. Condemns the nuclear test proclaimed by the DPRK on 9 October 2006 

in flagrant disregard of its relevant resolutions, in particular resolution 1695 

(2006), as well as of the statement of its President of 6 October 2006 

(S/PRST/2006/41), including that such a test would bring universal 

condemn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ould represent a clear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2. Demands that the DPRK not conduct any further nuclear test or 

launch of a ballistic missile;

3. Demands that the DPRK immediately retract its announcement of 

withdrawal from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4. Demands further that the DPRK return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afeguards, and underlines the need for all States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o continu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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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y with their Treaty obligations; 

5. Decides that the DPRK shall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me and in this context re-establish its pre-existing 

commitments to a moratorium on missile launching; 

6. Decides that the DPRK shall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me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shall 

act strictly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s applicable to parties under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it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afeguards 

Agreement (IAEA INFCIRC/403) and shall provide the IAEA transparency 

measures extending beyond these requirements, including such access to 

individuals, documentation, equipments and facilities as may be required 

and deemed necessary by the IAEA;

7. Decides also that the DPRK shall abandon all other exis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8. Decides that:

(a) All Member States shall prevent the direct or indirect supply, sale or 

transfer to the DPRK, through their territories or by their nationals, or using 

their flag vessels or aircraft, and whether or not originating in their 

territories, of:

(i) Any battle tanks, armoured combat vehicles, large calibre artillery 

systems, combat aircraft, attack helicopters, warships, missiles or missile 

systems as defined for the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Register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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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al Arms, or related materiel including spare parts, or items as 

determined by the Security Council or the Committee established by 

paragraph 12 below (the Committee);

(ii) All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as set out in 

the lists in documents S/2006/814 and S/2006/815, unless within 14 days of 

adoption of this resolution the Committee has amended or completed their 

provisions also taking into account the list in document S/2006/816, as well 

as other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determined by 

the Security Council or the Committee, which could contribute to DPRK’s 

nuclear-related, ballistic missile-related or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related programmes;

(iii) Luxury goods;

(b) The DPRK shall cease the export of all items covered in 

subparagraphs (a) (i) and (a) (ii) above and that all Member States shall 

prohibit the procurement of such items from the DPRK by their nationals, 

or using their flagged vessels or aircraft, and whether or no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DPRK;

(c) All Member States shall prevent any transfers to the DPRK by their 

nationals or from their territories, or from the DPRK by its nationals or 

from its territory, of technical training, advice, services or assistance related 

to the provision, manufacture, maintenance or use of the items in 

subparagraphs (a) (i) and (a) (ii) above; 

(d) All Member Stat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egal 

processes, freeze immediately the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 which are on their territories at the date of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that are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persons or entitie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or by the 

Security Council as being engaged in or providing support for,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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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other illicit means, DPRK’s nuclear-relate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related and ballistic missile-related programmes, or by persons or 

entities acting on their behalf or at their direction, and ensure that any 

funds, financial assets or economic resources are prevented from being made 

available by their nationals or by any persons or entities within their 

territories, to or for the benefit of such persons or entities;

(e) All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necessary steps to prevent the entry 

into or transit through their territories of the person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or by the Security Council as being responsible for, including 

through supporting or promoting, DPRK policies in relation to the DPRK’s 

nuclear-related, ballistic missile-related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related programmes, together with their family members, 

provided that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oblige a state to refuse its 

own nationals entry into its territory; 

(f) In order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paragraph, and thereby preventing illicit trafficking in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their means of delivery and related materials, all 

Member States are called upon to take,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cooperative 

action including through inspection of cargo to and from the DPRK, as 

necessary;

9. Decides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8 (d) above do not apply to 

financial or other assets or resources that have been determined by relevant 

States:

(a) To be necessary for basic expenses, including payment for foodstuffs, 

rent or mortgage, medicines and medical treatment, taxes, insurance 

premiums, and public utility charges, or exclusively for pay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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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able professional fees and reimbursement of incurred expenses 

associated with the provision of legal services, or fees or service charg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for routine holding or maintenance of frozen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 after notification by the 

relevant States to the Committee of the intention to authorize, where 

appropriate, access to such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 and in the absence of a negative decision by the Committee 

within five working days of such notification;

(b) To be necessary for extraordinary expenses, provided that such 

determination has been notified by the relevant States to the Committee and 

has been approved by the Committee; or 

(c) To be subject of a judicial, administrative or arbitral lien or 

judgement, in which case the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 may be used to satisfy that lien or judgement provided that the 

lien or judgement was entered prior to the date of the present resolution, is 

not for the benefit of a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8 (d) above or an 

individual or entity identified by the Security Council or the Committee, 

and has been notified by the relevant States to the Committee;

10. Decides that the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 8 (e) above shall 

not apply where the Committee determines on a case-by-case basis that such 

travel is justified on the grounds of humanitarian need, including religious 

obligations, or where the Committee concludes that an exemption would 

otherwise further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resolution;

11.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to report to the Security Council within 

thirty days of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on the steps they have taken 

with a view to implementing effectivel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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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

12. Decides to establish, in accordance with rule 28 of its provisional 

rules of procedure, a Committee of the Security Council consisting of all the 

members of the Council, to undertake the following tasks:

(a) To seek from all States, in particular those producing or possessing 

the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referred to in 

paragraph 8 (a) above, information regarding the actions taken by them to 

implement effectively the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 8 above of this 

resolution and whatever further information it may consider useful in this 

regard;

(b) To examine and take appropriate action on information regarding 

alleged violations of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 8 of this resolution; 

(c) To consider and decide upon requests for exemptions set out in 

paragraphs 9 and 10 above; 

(d) To determine additional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to be specified for the purpose of paragraphs 8 (a) (i) and 8 (a) 

(ii) above; 

(e) To designate additional individuals and entities subject to the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s 8 (d) and 8 (e) above;

(f) To promulgate guidelines as may be necessary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imposed by this resolution;

(g) To report at least every 90 days to the Security Council on its work, 

with its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in particular on way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 8 above;

13. Welcomes and encourages further the efforts by all States concerned 

to intensify their diplomatic efforts, to refrain from any actions that m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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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avate tension and to facilitate the early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with a view to the expeditious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issued on 19 September 2005 by China, the DPRK,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to achieve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14. Calls upon the DPRK to return immediately to the six-party talks 

without precondition and to work towards the expeditious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issued on 19 September 2005 by China, the DPRK,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15. Affirms that it shall keep DPRK’s actions under continuous review 

and that it shall be prepared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sures 

contained in paragraph 8 above, including the strengthening, modification, 

suspension or lifting of the measures, as may be needed at that time in 

light of the DPRK’s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resolution;

16. Underlines that further decisions will be required, should additional 

measures be necessary;

17. Decides to remain actively seized of th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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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원자력이용개발과 관련하여 국제환경 변화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동향, 원자력 기술협력 및 원자력 외

교의 중심이 되고 있는 IAEA와  OECD/NEA의 동향, 다자간 핵연료공급보장 논의 

동향, 미국의 원자력 정책 동향과 인도와의 원자력 협력, 그리고 이란과 북한 핵문

제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 다.

21세기에는 국제적으로 원자력 르네상스시대의 도래가 전망되고 있다. 이에 국제 

원자력산업계간 합종연횡과 우라늄자원 확보 경쟁 및 로형간 경쟁심화가 전망된다. 

국제핵비확산체제의 강화도 지속되고 있으며 원자력 협력조건의 강화와 민감기술의 

이전 제한 등 수출통제지침의 강화 및 IAEA의 안전조치 강화 논의에서 원자력 이

용개발과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외교적 대응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재처리와 농축 시설의 비보유 선언과 우라늄 농축서비스의 해외 의존

으로 공급보장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원자력이용은 국가 에너지수급에서 필수적이

며 이를 위한 산업육성과 해외 진출, 그리고 원자력기술 경쟁력 확보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 원자력활동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

과 함께 국제협력 강화와 원자력외교의 활동 강화는 급변하는 국제원자력사회에서 

국가 향력 확대는 물론 국가이익 극대화와 국가위상제고 측면에서 또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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