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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IAEA 특별 기여를 통한 원자력이용개발 투명성 증진 략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   요성

본 연구는 원자력 국제사회의 심축인 IAEA를 상으로 국가 원자력 이용

개발 활동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를 목 으로 한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나라가 원자력 이용개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해서 

반드시 제되어야 하는 국제 핵비확산체제 하에서 제시되는 요건을 완벽하게  

수하여 궁극 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해서 필요하다. 이러한 투명성 

확보는 기존 원자력 활동의 지속  유지뿐만 아니라 선진 기술의 도입이나 공

동 력을 통하여 향후 개도국  선진국으로 기술 수출을 하기 해서도 필수

이다. 

III. 연구개발 내용  범

본 연구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을 인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IAEA 특별기여가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이들 분야 활동에  

 물 차원의 특별기여를 수행하 다. 

본 연구는 2008년에 IAEA MSSP(Member State Support Program)1)를 통하

여 2009년 아태지역기술회의를 국내에 유치하 고 이를 하여 IAEA에 9만3천

불을  기여하 다. 한 Pyro 안 조치 워크 을 개최하고 문가회의에 

참여하기 하여 물기여도 수행하 다. 

1) IAEA의 MSSP는 IAEA가 안 조치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증진을 하여 회원국의 지원을 받

아 수행하는 R&D 로그램이다. MSSP는 장비의 개발, 교육훈련, 공개정보 제공, 소 트웨

어 개발, 새로운 안 조치 개념 개발, 방사화학분석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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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요 연구결과  활용에 한 건의사항

우리나라가 2009년도에 개최될 아태지역에서의 추가의정서 용을 한 기술

회의에 재정을 기여한 것은 우리나라의 투명성 증진과 우리의 원자력 활동에 

한 국제사회의 이해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한 우리나라의 

Pyro 안 조치 실무그룹회의  문가회의에 한 물 지원은 향후 우리나라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을 실제 으로 이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의 투명성을 증진할 것이다. 나아가 미래

형 핵연료주기 시설에 한 회원국지원 로그램 신규 과제 지원을 통해 련 

분야 안 조치 기술의 선 이 기 된다. 

2009년에도 기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IAEA에 재정 기여와 물기여를 지속

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 v -

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A Study on a Strategy to Enhance a Nuclear R&D Transparency through 

Extra-contributions to the IAEA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cure transparency and confidence in 

the pursuit of a national nuclear R&D. Full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is a pre-requisite for implementing a 

national nuclear R&D policy. Confidence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can 

be secured through such a full compliance. Thus, transparency is essential to 

sustain the current nuclear activities as well as to use advanced foreign 

technologies. Their fruits can be shared with not only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with developed ones through technology cooperation.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To devote efforts to international nuclear technology cooperation, the 

research team of this study surveyed the IAEA activities to find ones 

suitable for extra-contributions by Korea. Based on the survey, the team 

made inputs to the IAEA MSSP (Member State Support Program). After 

consultation with the IAEA secretariat, it was decided to hold a technical 

meeting for the Asia Pacific region in Korea during 2009. The Korean 

government contributed 93,000 dollars to the IAEA for this purpose. Also a 

workshop on the safeguards for a pyroprocessing was held in Korea durin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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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Major Research Results and Recommendations 

The financial contribution to the IAEA technical meeting is one of the 

efforts from Korea to increase its understanding on the transparency in 

domestic nuclear activities. The contribution to the workshop on the 

safeguards of a pyroprocessing is expected to be a seed for implementing a 

future domestic nuclear R&D plan. Also such a contribution will enhance its 

transparency in developing domestic 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Further 

efforts are necessary to lead to safeguards technology development by 

contributing to future MSSPs on advanced fuel cycle facilities. It is 

recommended to continue these financial contributions including in-kind 

contributions to the IAEA by elaborating the accumulated experiences on 

nuclear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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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우리나라는 2008년 7월 1일부터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수행하는 통합안

조치(IS: Integrated Safeguards) 체제에 진입함에 따라 우리나라 원자력 활동에 

한 국제사회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IAEA는 추가의정서를 체결한 국가

의 모든 원자력 활동을 군사 으로 용하 는지를 평가한 후 용되지 않았다

는 결론을 얻은 이후에야 통합안 조치 체제를 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IAEA 

IS 진입하게 됨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모든 원자력 활동을 평화 으로만 이

용하고 있음을 공식 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지난 1970년 핵개발 시도를 추진한 이 있

는 동시에 남북한 분단으로 인하여 향후 핵무기 보유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고 의구심을 가져왔다. 따라서 IAEA의 IS 진입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한 국제

사회의 의심을 완 히 해결하기 한 큰 진 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우리의 원자력 활동에 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하여 국제사

회가 우리나라의 원자력활동에 해 신뢰를 증진하게 된다면, 이는 재 우리

의 원자력 활동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첨단 원자력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

반을 조성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 원자력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한 체계 인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IAEA 회원국들이 원자력 안 조치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하여 

IAEA에 특별기여를 통하여 수행하는 회원국지원사업(MSSP: Member State 

Support Programme)의 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기여 활동을 제안하 다. 

제안된 활동에 하여 실제 으로 IAEA에   물 기여를 수행하 다. 

본 연구는 국가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IAEA 내에서 우리나라의 

기여가 필요한 활동을 발굴하고 이에 따라 실제 집행하 다는 을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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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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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IAEA 회원국지원사업(MSSP) 

제 1  배경

IAEA MSSP는 1977년 미국과 IAEA간 최 의 MSSP인 USSP(U.S. Support 

Program to IAEA) 사업을 통해 시작되었다. 당시 미국의 USSP는 IAEA 안

조치 안을 IAEA 행정 차보다 빠르게 해결하기 하여 제안하 다. 

본 은 미국, 일본  유럽지역의 MSSP를 소개한다. 

1. 미국의 IAEA 특별기여 사업(USSP)

1975년 미국 존  상원의원은 IAEA를 방문하여 미국이 IAEA 안 조치 

기술 개발에 지원할 의향을 표명하 다. 1976년 가을 미국 정부 연구소  

련기 의 18명 표단이 IAEA 사무국과 의한 결과, 양측은 IAEA 안 조치 

분야의 활동을 다루는 50개의 업무를 도출하 다. 그 결과 1977년부터 미국은  

IAEA 안 조치 활동을 지원하기 하여 USSP(U.S. Support Program to 

IAEA) 사업을 시작하 다. 미 USSP사업은 “IAEA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IAEA 

행정 차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처”하기 한 목표를 갖는다. 한 USSP는 

“기술 수요를 충족하기 한 1회의 재원 배당”을 원칙으로 한다.2)3) 

미국은 1977년부터 2007년 말까지 USSP를 통하여 900개 이상의 업무(task)에 

하여 2억불 이상의 재원을 IAEA에 기여하여왔다. USSP는 비 괴 검사, 차 

 훈련, 시스템 연구, 정보 기술, 격납  감시 그리고 리 지원 분야에서 이

루어져왔다. 

미국의 USSP 사업은 미국내에 설치되는 안 조치 기술지원그룹(SSTS: 

Subgroup on Safeguards Technical Support)에서 업무를 총 하고 

2) US BNL, "The 30th Anniversary of the U.S. Support Program to IAEA Safeguards", June 

4-7, 2007. 

3) US BNL ISPO, "Guidebook for US Citizens going to work for the IAEA in safeguards", 

Ja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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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L(Brookhaven National Lab.)에 SSTS를 지원하기 한 실무 조직인 국제안

조치사업실(ISPO: International Safeguards Project Office)을 설치하여 운 하

고 있다. 미 USSP의 사업 체제는 그림 2-1과 같다.4)

그림 2-1 미국 USSP 체제 

(자료원: US BNL)

미국내 IAEA 운 원회(Steering Committee)는 DOE, DOS, DOD  NRC 

등 범 행정부의 담당 으로 구성되어 산하 원회와 소그룹을 리한다. 

SISM(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Safeguards and Monitoring)은 미국내 안

조치 이행에 한 업무를 담당하는 SISUS(Subgroup on the Implementation 

of Safeguards in the United States)와 미 USSP의 재원을 승인하고 감독하는 

SSTS(Subgroup on Safeguards Technical Support)를 지휘한다. DOE 표가 책

임지는 SSTS는 미국의 POTAS(Program of Technical Assistance to IAEA 

Safeguards)에 따른 미국의 자발  기여를 통해 운 된다. 2007년과 2008년 

POTAS 산은 각각 연 1천 4백 4십만 불이었다. BNL(Brookhaven National 

Lab.)내 ISPO(International Safeguards Project Office)는 USSP의 기술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비엔나 표부에 연락 을 견하여 IAEA와 USSP간 

4) US BNL, "The 30th Anniversary of the U.S. Support Program to IAEA Safeguards", June 

4-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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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미국 USSP 워크샵 목록(1999-2008)

력을 담당하고 있다. USSP를 통하여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개최된 워크샵

은 표 2-1과 같다.5) 

 

2. 일본의 IAEA 특별기여 사업

일본은 1978년부터 미국, 랑스와 IAEA간 도까이 재처리 공장에 용할 안

조치 기술을 개발하기 한 사업으로 TASTEX(Tokai Advanced Safeguards 

Technology EXercise)을 시작하 고 1986년부터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에 한 

안 조치 기술 개발을 하여 LASCAR(Large Scale Reprocessing Plant 

Safeguards)를 시작하 다.6) 

일본의 IAEA 특별기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JASPAS(Japan Support 

Program for Agency Safeguards)는 미국의 USSP와 유사하게 1981년 11월부터 

시작하여 IAEA의 안 조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한 사업이다.  

일본은 1975년이후 일본내 핵물질 양이 증가하고 새로운 원자력 시설의 운

용함에 따라서 1981년 일본-IAEA 안 조치 합동 원회에서 JASPAS 발족을 합

의하고 JASPAS를 시작하 다.7) 1993년에는 일본과 IAEA간 력약정  지침

5) Susan E. Pepper, "The U.S. Support Program to IAEA Safeguards-2008", Proceedings of 

the 49th INMM, 2008. 

6)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IAEA 특별기

여를 통한 국가 투명성 제고 추진 략 연구”, KAERI/RR-2857/2007)

7) NMCC(나이토 카오루), Japan Support Programme for Agency Safeguards,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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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Cooperation Arrangement and Guidelines)에 합의한 바 있다. 

JASPAS의 사무국은 일본 핵물질 리센터(NMCC)가 담당하고, 기술  재정

 지원은 일본 PNC, JAERI, NMCC  기타 기 들로부터 받는다. JASPAS에 

의해 수행하는 활동은 ① 안 조치 시스템 설계  안 조치 근방식, ② 안

조치 자료 축 , 처리  평가, ③ 측정 방법  기술, ④ 격납  감시 기술, 

⑤ 훈련  CFE(Cost Free Expert) 등이다. 

일본은 재 JASPAS를 통하여 3명의 CFE를 IAEA에 견하여 MSSP 사무

국, 통합안 조치, SSAC 훈련 분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3. 유럽의 IAEA 특별기여 사업

미국의 USSP와 일본의 JASPAS와 달리 유럽은 IAEA 특별기여 사업을 지속

으로 수행하지는 않고 필요에 따라 단기간에 수행하고 있다.  

HSP (Hexapartite Safeguards Project)는 지난 1980년부터 1983년까지 미국, 

일본, 호주, URENCO(네덜란드, 국, 독일), IAEA와 EURATOM이 참여하여 

유럽 지역의 농축공장에 한 안 조치 기술을 개발하기 한 사업이었다.8) 본 

사업은 IAEA의 사찰 들이 최고로 민감한 분야인 농축기술의 사찰을 수행하는 

한편 비 을 보호하기 한 방안 수립을 하여 수행되어졌다. 당시 민감 정보 

보호를 하여 다양한 방안들이 고려되었는데 그  하나가 LFUA(Limited 

Frequency Unannounced Access)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사찰 근 시간, 사찰

의 경로와 사찰  수와 같은 검증 활동의 범 , 가시  찰과 같은 활동의 

형태 그리고 사찰 의 국 을 고려한 특정조건하에서 용되어졌다. IAEA는 

동 방식을 통하여 사찰 의 민감 정보 근과 IAEA의 역할 수행을 균형있게 

수행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9) 

8) US GAO, New and better equipment being made available for International Nuclear Safeguards, 

GAO/NSIAD-84-46, p.33, June 14, 1984.

9) Peixoto(ABACC), Vinhas(CNEN, "Information protection when applying safeguards to 

centrifuge enrichment facilities", p. 5. ABACC New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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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MSSP 일반 황

MSSP(Member State Support Programmes)는 IAEA의 안 조치 안에 

한 연구, 개발  이행을 지원하기 하여 회원국이 특별기여를 통하여 수행하

는 사업이다.10) MSSP는 IAEA 회원국으로부터 기술과 경험을 IAEA로 이 하

여 국제 안 조치를 강화하고 개선하기 하여 안 조치 개념, 정보 처리, 검증 

기술을 개발하고 훈련을 제공한다. IAEA는 2008년 6월 재 총 19개 국가  

EC와 MSSP를 수행하고 있고 IAEA는 이를 21개 로젝트로 구성하여 총266개 

업무(task)를 수행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라질, 캐나다, 체코, EC, 핀란드, 랑스, 

독일, 헝가리, 일본, 네덜란드, 한국, 러시아, 남아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국  미국

그림 2-2는 각국의 IAEA MSSP 시작연도를 나타낸다. 

그림 2-2. IAEA MSSP 시작연도

10) IAEA, IAEA Safeguards: Staying Ahead of the Game, pp.25-26, Jul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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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MSSP 과제 승인 차도

MSSP의 작성은 우선 안 조치부 연구개발 사업 과제(project)내에 업무(task)

를 기획함으로써 시작한다. 기획된 업무 제안서는 안 조치부의 리부서의 승

인을 얻은 후 회원국 MSSP 담당자들에게 배포하여 회원국의 참여 의사를 확인

한다. IAEA 안 조치부 직원과 MSSP 담당자는 업무 담당자(task officer)를 임

명한다. 그림 2-3은 MSSP 과제 승인 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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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ID 과제명 과제책임자 담당부서 승인 원회

표 2-2  IAEA 2008-2009년 MSSP 과제 황 

2008-2009년 IAEA MSSP로 총 21개 과제를 수행하고 이는 표 2-2와 같다.

21개 과제에 따라서 구체 인 활동을 포함하는 업무(task)는 총 266개로 국

가별 담당 업무의 수는 그림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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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IAEA MSSP 참여국가별 담당 업무의 수 

MSSP로 수행되는 업무는 ① 장비 구입, ② 공개 정보 수집, ③ S/W 개발, 

④ 새로운 안 조치 개념, ⑤ 분석, ⑥ 훈련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6과 같다. 

그림 2-6 IAEA MSSP의 내용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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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우리나라 력 황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IAEA 안 조치부가 수행하는 회원국지원사업(MSSP)

을 참여하고 있다.11) 참여 기에는 2-3개 과제를 참여하다가 2008년 10월 재 

다음 8개 과제를 추진 이다.

• Optical Fiber Radiation Probe System for Spent Fuel Verification

• Provision of Open Source Information

• Impact of Retrieval of Spent Fuel on Radiation Traces Taken on Dry 

Spent Fuel

• Implementation of Virtual Private Networking for Remote Monitoring 

at Wolsong Facilities

• Support to Regional Technical Meeting on AP Implement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 Support for Development of a Safeguards Approach for Pyroprocessing

• Guidance for Designers and Operators on Design Features and 

Measures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Safeguards at Future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 Certification of a laboratory for the Network of Analytical Laboratories

11)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 통합안 조치 활동에 비한 국가 응방안 연구”, 정책연구 

99-32, KAERI/RR-1959/99, pp. 74-75,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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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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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특별기여가 요구되는 주요 안

제 1  아태지역 추가의정서 체결 확   경험 공유

1. 배경

IAEA는 아태지역 회원국에게 추가의정서 신고를 해 필요한 보고 지침을 

제공하고, 추가의정서 이행에 필요한 IAEA의 정책  실무에 한 이해를 돕

기 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IAEA는 회원

국지원 로그램(MSSP) 사업으로 아태지역에서 추가의정서 이행에 따른 IAEA

와 이미 추가의정서를 체결한 회원국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하여 기술회의를 

개최하여왔다. 

IAEA는 지난 2007년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2

차 아태지역기술회의에 산 부족으로 한 회원국의 특별기여가 없으면 사

업을 추진키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나라 정부에 알리고 특별기여를 요청하 다. 

이에 우리나라는 IAEA 동 사업이 IAEA 안 조치 추가의정서의 보편  용 

 선진화를 통한 국제사회의 원자력 투명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단되어 

IAEA에 3만불을 특별기여한 바있다. 

제2차 아태지역 추가의정서 기술회의에 참여한 아국 표단은 2009년에 개

최될 제3차 아태지역안 조치 기술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할 필요성을 제기하

다. 본 연구는 정부  련 기  문가들로 구성된 ‘IAEA 의체(가칭)’를 운

하여 국내 개최 타당성을 검토하 다. 본 의체는 지역기술회의를 개최함으

로써 첫째, 우리나라가  IAEA 추가의정서 모범 이행국임을 국제 으로 인식시

키고, 둘째, 추가의정서 이행에 따른 국내 안 조치 활동에 하여 회원국의 인

지도를 증 시키고, 셋째, 아태지역 회원국의 추가의정서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추가의정서의 보편성을 확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상함에 따라서 국내

에서 제3차 아태지역 추가의정서 기술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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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의정서 용 경험

2007년말 재 통합안 조치가 이행되는 아태지역 국가는 호주, 방 라데시,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본이다. 

1997년 추가의정서를 체결한 호주는 2001년부터 통합안 조치를 이행 이다. 

재 호주는 아르헨티나의 기술로 건설된 20MW 연구용 원자로인 OPAL(Open 

Pool Australian Light water reactor)(2007년 4월부터 가동)과 3개의 우라늄 

산을 운 에 있고 10MWTh 연구로를 가동 단하고  100kW 연구로를 해체

하 다. 호주의 추가의정서 체결 경험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8년 최  신고

후 4월에 이루어진 최  추가 근(CA: Complementary Access)은 부지 건물 정

보를 심으로 수행되어졌다. 둘째, 추가의정서 체결후 기의 어려움은 추가의

정서 신고사항에 한 이해를 높이는 일이다. 셋째, 농축 연구개발 빌딩에 한 

근통제(Managed Access)12)시에는 사찰 의 국 이 고려되었고 일부 장비는 

지 재산권 보호를 하여 장막을 사용하 다. 근통제시에는 사찰 들이 

(seal)을 할 수 없고, 사진촬 도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환경시료 채취는 

허용이 하 다.13) 

일본은 1997년 5월 IAEA 이사회가 추가의정서 모델안을 승인하기 해인  

1996년 일본내 련 기 들간 추가의정서 용에 한 의를 시작하 고 1997

년 12월 일본 정부는 IAEA에 추가의정서 시범 운 을 제안하 다. 1998년 3월

부터 추가의정서 시범 용을 시작하 고 1998년 12월 AP를 서명하 다. 1999년 

12월까지 시범 용을 마치고 추가의정서 련 국가체제를 구축한 다음에 추가

의정서를 발효하 다. 2000년 6월 최  신고서 제출이후 2004년 6월 IAEA로부

터 포 결론(Broader Conclusion)을 얻어내었다.14) 

12) 근통제(Managed access)가 가능한 경우는 ① 민감 정보 확산을 막기 한 경우, ② 안  

 물리 방호 요건을 충족하기 한 경우, ③ 상업 으로 민감하거나 지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경우임. (INFCIRC/540 7항) 

13) ANSTO(Leslie), History of 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s & Status of the AP in Australia, 

2007. 11. 21

14) Japan MOFA(Tohio Kaneko), Japan's Experience on the IAEA AP, 2007.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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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태지역 추가의정서 기술회의 국내 개최 의 과정

본 연구는 2007년 ‘IAEA 의체(가칭)’를 통한 국내 개최 가능성을 검토하면

서 IAEA 사무국과 국내 유치 가능성을 비공식 으로 타진하 다. ‘IAEA 의

체’에서의 의를 통한 국내 개최 여부가 확정됨에 따라서 2008년 4월 IAEA와 

MSSP 의회의에서 우리나라와 IAEA는 국내 개최를 원칙 으로 합의하고 구

체 인 일시와 장소 등에 하여 의하기로 하 다.

2008년 7월 IAEA와 비공식 업무 의를 통하여 제3차 아태지역안 조치 기

술회의를 2009년 5월  1주일 기간동안 개최하기로 하고 업무 제안서(task 

proposal) 안을 작성하 다. 2008년 8월 본 연구는 IAEA와 의내용을 우리

나라 정부에 설명하 다. ‘IAEA 의체’는 제3차 아태지역안 조치 기술회의를 

2009년 5월 11-15사이에 의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서 개최하기로 합

의하고 이를 IAEA에 통보하 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여 활동을 제52차 정기총회 아국 표 기조연설문에 

포함하여 활용할 것을 희망하 고 이를 하여 9월이 에 우리나라에 특별기여

를 요청하는 IAEA 문서를 요청하 다. 우리나라는 국내 내부 검토를 거쳐서 

10월 6일 IAEA 요청을 수락하는 서한을 보냈다. 10월 21일에는 IAEA에 특별

기여를 제공할 계좌번호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IAEA는 11월 10일 우리나라의 특별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IAEA 정식업무로 

수행하기 한 업무개요(task outline)와 계좌번호를 포함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우리나라 정부는 공문을 통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특별기여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신할 것을 요청한 바, 본 연구진은 IAEA에 9만 3천불을 특별기여하

고 이를 정부에 통보하 다. 우리나라 정부는 12월 16일 특별기여 결과를 

IAEA에 통보하 다.

4. 기 효과

우리나라의 특별 기여를 통한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태지역 

IAEA 회원국에게 안 조치 추가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련 인 라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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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증진할 것이다. 둘째, IAEA 회원국지원 로그램(MSSP) 특별기여를 통

한 IAEA의 안 조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IAEA 아태지역 추가의정

서 기술회의가 IAEA 안 조치 추가의정서의 보편  용  선진화에 기여하

여 국제사회의 원자력 투명성을 증진할 것으로 기 된다. 넷째, IAEA 내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투명성 증진 노력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

다. 한 IAEA와 우호  력 계 강화를 통하여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우리나라 원자력시설의 선진 안 조치 기술개발에도 정  효

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 된다. 

제 2  Pyro 안 조치 

1. 배경  목

시설 운 자는 한․IAEA 안 조치 정에 근거하여 안 조치 상인 핵물

질과 핵물질 취  시설에 한 설계정보서(DIQ: Design Information 

Questionnaire)를 IAEA에 제출하여야한다. IAEA는 DIQ를 검토하여 설계정보

검증(DIV: Design Information Verification)을 통하여 해당시설의 시설부록

(Facility Attachment)을 발 함으로써 시설 운 자는 시설에서 핵물질을 이용

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4월 차세 종합공정 실증시험시설(ACPF: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Facility)에 한 최종 설계정보서를 제출하여 

IAEA가 장 조사와 최  DIV를 실시한 후,  2007년 3월 ACPF에 한 시설

부록을 수하 다. ACPF는 향후 처리 규모를 확 하여 ESPF(Engineering 

Scale Pyroprocess Facility)를 운 하다가 상용 규모인 KAPF(Korean Advanced 

Pyroprocess Facility)를 운 할 계획이다. 

재 IAEA는 이로 공정에 하여 국제 으로 공인한 안 조치기술을 갖

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로 시설의 안 조치 설계  핵물질 계량 방안에 

하여 한․IAEA간 MSSP를 통해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17 -

2. Pyro 안 조치 주요 안 

가. 이로 공정의 특성 

이로공정은 재처리공정과 달리 순수한 우라늄이나 루토늄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핵확산 장성이 상 으로 높은 장 을 지니고 있어, 핵비보유

국인 우리나라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에 합한 기술이다. 그러나 핵물

질 계량 리 에서 이로공정은 순수한 핵물질만에 용할 수 있는 기존의 

비 괴 측정기술을 활용한 안 조치를 수행할 수가 없는 단 이 있다. 즉, 우라

늄이나 루토늄이 순수하게 분리되면 각각 능동형 성자 계수기와 감마- 성

자 동시 측정방법을 용하여 핵물질량을 정량 분석할 수 있게 되어, 능동형 

성자 계수기와 감마- 성자 동시 측정 장비들은 이미 상용화되어 제품으로 

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로공정에서는 여러 핵물질에 혼재하여 있기 때문에 단순한 성

자 측정을 통해서는 정량분석을 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퀴륨

(Curium)을 측정하고,  퀴륨에 한 우라늄 혹은 루토늄의 비율을 다른 방법

으로 구하여 정량 분석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한편 재처리 시설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산에 녹여서 균질화된 상태에서 

간단하게 화학분석을 수행하여 정량 분석할 수 있는 Input accountability tank가 

있어, 핵물질의 정확한 정량 분석이 가능하고, 발 소와 재처리공장의 핵물질 

인수/인도차이(Shipper-Receiver Difference : SRD)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쉽게 설치/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공정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분

말을 혼합하여 균질화하는 공정이 추가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우라늄-235나 Pu를 직  측정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기술들은 연구 에 있으며, 상용화되지 못했다. 이런 기

술들이 상용화된다는 가정하에 안 조치를 설계해야 하는 어려운 이 있다. 

나. 이로시설 시설 개념 황  기  이로시설 설정 방안 

일본  미국을 비롯 세계 각국에서 이로공정에 한 연구를 활발히 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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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표 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이로 시설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IAEA는 새로운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방법인 이로공정에 한 안 조치에 

심을 가지게 되었다. 즉, 미래에 IAEA 회원국에서 이로 시설의 건설하여 

운 하고자 할 때를 비하여, 이 시설에 용할 수 있는 안 조치 기술기 을 

미리 비해야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AEA는  재원으로는 이를 수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원국의 특별기여를 사용한  MSSP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재 세계 으로 이로공정에 한 연구를 가장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한국에 이로시설의 안 조치기술기 에 한 지원요청을 하게 되었으

며, 이로써 이로시설의 안 조치기술 기  설정을 한 MSSP를 시작하 다.

표 3-1. 세계 각국의 이로시설의 개념설계 황

세계 으로 많은 개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표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앞으로 제시될 수 있는 개념들을 포 할 수 있는 시설을 이로 기 시

설이 정해야 한다. 

기  시설을 결정하기 하여 고려해야할 사항은 어떠한 사용후핵연료를 이

용하는 시설을 계획하느냐이다. 표 3-1에 제시된 이들 시설은 부분 PWR 사

용후핵연료를 다루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지만, 일부는 SFR의 속핵연료를 처

리하는 개념도 있다. 우리의 이로 개념은 PWR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해서 

SFR핵연료 제조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 사용하는 핵연료뿐만 아니라 안 조치 에서 포 인 개념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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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설을 결정해야 한다. 즉, 어떤 기 시설에 한 안 조치 기술기 을 설

정하면 다른 종류의 이로 개념은 그 기 시설의 안 조치 설계기 을 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 MSSP 실행 계획 

우리나라와 IAEA는 그림 3-1과 같이 MSSP의 실행계획을 세웠으며, 이를 

2008년 11 월에 IAEA에 개최한 1차 회의에서 이를 확정하 다. 이 계획에 따라 

KAERI에서 자체 으로 이로기 시설(Reference Pyroprocessing Facility)을 

선정하고 2009년 3월경에 IAEA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 시설을 확정할 

계획이다. 결정된 기 시설을 상으로 한 물질흐름  공정흐름 분석 등을 

수행하여 1차년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2009년 6월경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한

-IAEA간의 3차 회의에서 이를 검토하여 1차년도 MSSP 수행을 마무리할 계획

이다. 

2-3차년도에서는 기 이로시설을 상으로 안 조치설계, 시설가동 시뮬

이션  안 조치성 분석을 연계/반복하여 수행하여 안 조치설계를 최 화할 

계획이다. 이를 근거로 모의 설계정보서(DIQ)를 작성하고 핵확산 항성분석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KINAC에서 KAERI가 제시한 안 조치 측정방법에 

한 검증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3. 기 효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용될 이로 시설 안 조치 방안을 IAEA와 력

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공식 로그램을 착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나라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실행계획의 실 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고, 우리나라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의 투명성을 증진할 것이다. 나아가 미래형 

핵주기 시설에 한 회원국지원 로그램 신규 과제 지원을 통해 련 분야 안

조치 기술의 선 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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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MSSP 실행 계획

제 3  핵주기 시설의 설계특성 

1. 배경  목

IAEA는 미래 핵연료주기 시설의 안 조치를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진 핵연료주기 시설 설계 조건과 수단에 해 시설 설계자와 운 자에게 지

침을 정하기 한 회원국 지원 로그램을 추진하고자  세계 각국에 참여를 

요청하 다. 우리나라는 2008년 3월에 동 지원 로그램에 참여하기로 IAEA에 

통보하 다. 

IAEA는 2008년 10월 26-11.1까지 지원국  계기  문가들이 참여하는 

웤샵을 개최하 다. 번 회의는 IAEA 안 조치 이행의 실효성과 효율성에 가

장 요한 기본 원칙과 기 인 설계 특성을 정의하고자 하 다. IAEA 웤샵

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국제안 조치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진할 수 있는 핵주기시설의 설계 

특성 기 을 개발함.

• 2009년도 말까지 세계 각 나라 안 조치 문가들의 기술  지원을 받아 

다양한 핵연료주기 시설의 설계자  운 자에게 지침서를 발행함. 

• 향후 모든 시설형태에 한 지침서를 2011년까지 완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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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주기 시설 설계 특성 주요 안

IAEA  국제 문가들은 IAEA 안 조치 이행의 목표, 기술  문제 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4개 그룹으로 나눠 토의 형식으로 진행한 후, 요약하고 

결론을 작성하 다. 

• 설계정보검증(DIV: Design Information Verification) 

• 계량검증  공정탐지(Accountancy Verification and Process Monitoring) 

• 격납  감시(Containment and Surveillance)  

• 정책 

   

가. 설계정보검증(DIV) 안

IAEA는 재 설계정보검증(DIV)에 한 각 분야별 해결해야할 난제로 다음

을 제시하 다. 

• 모든 시설/발 로

– 서류작성의 철

– 신뢰성 있는 건설 계획의 근성

– 재 소의 근성

– 담당자, 서류  기 설계정보의 근성

– 정보의 민감성(지 재산권, 핵확산의 민감성, 물리 방호 등)

– 검증정보의 연속성(Continuity of knowledge) 유지능력

– 격납의 건 성 검증 능력

• 변환  핵연료 제조

– 표본시설(sample station)의 확인

– 장비 교정에의 참여

– 안 조치 주요기기의 복제성

• 농축

– 민감 정보

– 근 제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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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조

– 장용량의 확인

• 사용후 핵연료 운반용기

– 운반용기의 건 성

– 용 부 의 최소화

– 유일성 감식 캐니스터

• 재처리

– 장비시험에 조기 안 조치 참여(교정 등)

– 안 조치 주요기기의 복제성

– 공정 장비/data에 한 정보의 근성

– 개념단계부터 완성단계까지 IAEA의 참여

– 안 조치 기기설치에 하여 운 자의 조기 동의

– 장비의 조기 사양/구매 vs. 폐물화(obsolescence)

설계정보검증(DIV) 안에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지 까지 DIQ(Design 

Information Questionnaire), DIE(Design Information Examination)  

DIV(Design Information Verification)는 안 조치기 과 DIVP(Design 

Information Verification Procedure)에 의하여 시설의  수명기간 동안에 실시

되어 왔다. DIVP는 시설의 각 단계에 하여 DIE/DIV활동에 한 목표와 직

무를 기술한 IAEA 시설  부지 담당자(Facility/Site Officer)가 마련한 서류에 

근거한다. 따라서 장기 으로 기존의 차와 엄격성(robustness)  강화조치를 

마련하기 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바, 이를 한 문가 그룹회의 개최를 건의

한다. 

나. 격납  감시 안

격납  감시 안은 미래 원자력 시설의 안 조치성을 증진하기 한 격납

/감시  원격 모니터링(RM: Remote Monitoring) 수단과 이행 방법에 한 문

제를 토의하고 보고서 안을 작성하 다. 한 신규 핵연료주기 시설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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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방안 모델 (Model Safeguards Approach for New Facility Types)을 작성

하기 하여 우리나라가 제안한 이로공정의 IAEA 안 조치 MSSP 계획을 하

나의 모델로 설정하고, 련 정보를 보고서에 포함하 다. 

3. 기 효과  의의 

국제사회는 국제 안 조치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진할 수 있는 핵주기시설

의 설계특성에 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도입되는 안 조치 기술동향의 

악과 기술교류를 추진코자 하 다. 이를 하여 IAEA 주 으로 IAEA의 안

조치 분야 문가뿐 아니라 회원국의 안 조치 유경험자, 핵연료주기 시설 설

계자  운 자를 망라하여 향후 안 조치의 용  이행에 측 가능하도록 

지침서를 개발하기 한 최 의 시도로서 의의가 크다. 특히 이제까지는 안

조치 당사자인 IAEA-R/SSAC-Operator (IAEA-지역/국가안 조치계량 리통제-

운 자)에 하여 제3자로 여겨졌던 각종 핵연료주기 설계자를 심으로 향후 

안 조치 이행에 따른 문제 을 사 에 감지하여 이를 설계에 반 시킬 수 있

도록 일반 인 안 조치 지침서 뿐 아니라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안 조치 지

침서를 개발하도록 IAEA측이 주 하여 발행하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

으며 2009년 말까지는 본 지침서 개발에 상당한 진 이 이 질 것으로 상된

다.

우리나라는 GEN-IV PR&PP  INPRO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설계특성

개발에 극참여하고 있으며, SMART 차세  원자로  PALLAS 연구로 등 

수출모델 원자로 개발에 력을 다하고 있어 이들 원자로 개발에 설계단계부터 

안 조치 개념이 실질 으로 반 되지 않으면 향후 안 조치 이행에 많은 경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 지침서에 따라 설계 단계에

서부터 안 조치 이행방안을 반 하여야 할 것이다.

한 향후  IAEA의 안 조치 지침서 개발에 극 참여하여 기술 인 측면

에서 문제 을 사 에 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뿐 아니라 원자력

련 연구원/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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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소량핵물질 탐지 

1. 배경  목

IAEA는 안 조치 탐지 기술을 향상하기 하여 이 를 이용한 LIBS(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metry)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하여 2008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소량핵물질 탐지 의회의는 IAEA가 첨단 사찰

기술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LIBS 련 문가 그룹을 청하여 LIBS 기술의 

사찰 장 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문가 그룹 회의 다. 그동안 한국원자

력연구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원자력 산업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분야에 

용시키기 하여 LIBS 기술을 개발하여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한-IAEA 간의 MSSP 회의를 통하여 국내 보유기술을 IAEA에

서 활용하도록 극 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랑스, 독일, EU, 체코, 캐나다, 

국 등에서 문가를 견하 으며, IAEA는 사찰요원들을 비롯하여 Noble 

technology 개발 련 구성원들이 다수 참석하 다. 

IAEA는 재 활용 인 사찰방법  장비들이 측정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

하기 해서 원격측정이 가능하고, 신속하게 성분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LIBS 

기술을 극 으로 도입하여 사찰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방안 도출이 주된 것

이었다. 

2. LIBS 활용 가능 분야 

IAEA 사찰 들의 요청을 근거로 LIBS가 활용가능 다음 분야를 집  토의하

다. 

• The characterizations of coal, minerals and ore

• On-line analysis of contaminants in industrial effluents

• Slag analysis

• Aluminium scra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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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line monitoring of dust particles in an off-gas tube

• Soil analysis

• Identification of the origin of Yellowcake powder

• Remote materials characterizations through a hot cell window

• Stand-off detection of explosive devices

• Pharmaceutical production line analysis

• Quantitative measurements of isotopic U enrichment

• Identification of actinides and lanthanide samples

• In-situ identification of atomic elements in martian soil and rock;

• On-line monitoring of pyroprocessing stream for spent nuclear fuel

이번 회의는 회의에 참여한 각국의 련 문가들의 의견을 토 로 LIBS 기

술이 안 조치에 활용될 수 있다고 단하 으며, 용이 가능한 분야  다음 

4개 분야에 한 연구개발  장비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 다. 

• Hand-held instrument (우라늄 산용 포함)

• Stationary instrument for Hot cell etc.

• LIBS for screening of safeguard samples

• In-line monitoring LIBS

3. 기 효과  의의 

우리나라는 안 조치에 활용할 수 있는 LIBS 기술 개발의 경험  기술력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실로 볼때 우리나

라는 이로 시설을 포함하는 Stationary instrument for Hot cell etc. 분야와  

LIBS for screening of Environmental samples에 한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IAEA는 LIBS 기술 개발에 한 사항을 MSSP의 일환으로 추진 에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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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한국측 담당기 은 원자력연구원이 지정될 것으로 망된다. 향후 한국정부

와 IAEA 간의 MSSP 추진에 한 의가 진행되어, LIBS 련 연구를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발 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단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이번 회의와 같이 MSSP를 통하여 국제 으로 요구되는 기술개발이나, 

보유기술의 활용분야에 극 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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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건의사항

IAEA 사무국은 2008년 6월 IAEA 정기이사회에 우리나라의 모든 원자력 활

동이 평화 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2007년 안 조치연례보고서(SIR: 

Safeguards Implementation Report)를 보고하 다. IAEA가 우리나라에 하여 

포  결론(Broader Conclusion)을 내림으로써 우리나라는 신고된 핵물질의 

용 뿐만아니라 미신고된 핵물질  원자력활동이 없음을 공식 으로 인정받

았다. 한 우리나라가 2004년 IAEA에 자진 신고한 과거 미신고 핵활동에 

한 검증 결과에 한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평가하 다. 그러므로 IAEA의 

포  결론을 통하여 우리나라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국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망된다. 향후 우리나라는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극 인 

응과 함께 의무사항의 철  이행으로 국제 신뢰를 확고히 해야할 것이다. 

이를 하여 본 연구는 추가의정서의 보편  용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안

조치 기술을 IAEA와 공동 개발하기 하여   물 기여를 수행하

다. 

향후 보다 개선할 사항  시사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재 연구원 과제 차원에서 수행하는 동 사업을 정부의 사업과 연계하

여 확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USSP와 일본의 JASPAS 등을 참고하여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 가칭 KOSP(Korea Support Programme to IAEA)를 지속 으

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그동안 우리나라가 IAEA 특별기여를 통한 활동은 수혜 상이 불특정 

다수를 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개도국 지원 활동을 주로 수행되어왔다. 

이제는 이러한 일반 근(general approach)과 함께 국제 원자력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특정 계층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원자력 수출 략계획에 따라 필요

한 인사들을 상으로 집  근(focused approach)도 병행해야할 것이다. 

셋째, IAEA에 한 특별기여는 지속 인 지원사업인 만큼 우리나라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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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직 으로 기여하는 분야와 간 으로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는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

다. 

넷째, IAEA는 우리나라의 기여보다 한인 직원의 IAEA 근무 비 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직원 진출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 해결 방안으로 정부의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문가를 CFE형태로 필요 부서

에 미리 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IAEA 활동을 충분히 이

해하고 우리의 활동을 IAEA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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