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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국제  수 의 원자력손해배상 체제 구축방안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국내외 원자력 사고 시 피해자에 한 신속하고 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국경을 넘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한 법  확실성을 보장함에 따른 원자력산업의 

발 과 수출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함.

국내 원자력시설 운 자의 명확하고 실질 인 책임성을 강화하기 한 국내 기

반 구축  원자력손해배상에 한 보충 약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CSC)에 한 가입검토와 연 된 이행입법 연

구 수행을 목 함. 

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연구의 일환으로 원자력손해배상에 한 국제워크

을 개최하여 한국, 미국, 일본, 국 문가와 정부 계자들과 자국의 원자력손해

배상법제와 CSC에 한 의견교류  력의 장을 열고자 함.

한, 1971년 핵물질의 해상운송에서의 민사책임에 한 약(Convention 

relating to Civil Liability in the Field of Maritime Carriage on Nuclear Material, 

1971)을 법  분석하고자 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CSC 약의 법률 분석  그와 응되는 국내외 원자력손해에 한 보상수  

 책임한도/시설별 배상조치에 한 입법례조사 분석  국내 법령제도의 정비 안

을 마련함.

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에 한 추진동향조사  한국의 원 수출과 국내원자력

시설 운 자의 책임성강화  비용부담 련 사항에 한 실익분석

원자력손해에 한 국제보충배상 약에 한 미국  주변국과의 이해 개선을 

한 국제 워크 개최  지속 인 력 네트워크 구축

1971년 핵물질의 해상운송에서의 민사책임에 한 약에 한 분석과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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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국내 효과 분석

Ⅳ. 연구개발 결과 

본 연구개발에서는 지난 2011년 2월 24일-25일 2일간 원자력손해배상에 한 보

충배상 약 국제워크 을 개최하여 70여명의 한-미-일-  국내외 원자력손해배상

문가와 정부 계자가 모여 자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과 CSC에 한 입장을 교환하

음. 이 행사를 한 선도연구로서 CSC의 법 의미를 분석하 으며, 그 분석결과

를 토 로 행 원자력손해배상법과의 비교를 통해 약 가입 시 고려해야할 이행

입법사항을 도출하 으며,  여건에 비추어 한 입법방안에 한 연구를 하

다.

CSC의 피해자보호와 원자력산업의 지속  발   범세계 인 원자력손해배상

체제의 구축의 목 에 맞는 여러 특징과 특칙이 있으며, 이 약의 가입과 련하

여 정부의 국내원자력시설 사업자의 원자력손해배상책임한도이면서 CSC에서 요구

하는 최소한도인 3억SDR의 보증책임의 이행방안마련과 CSC에 의거한 체약국 원자

력 사고 시에 각출되는 공공기 의 한국부담액을 측하고, 공공기  부담  제공

당사자를 국내사고와 국외사고인 경우에서의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실 인 도

입방안을 연구하 다. 한 CSC가입 련한 정부부처별 향 계를 고려하여 각 

부처별 검토사항을 도출하 으며, 부처별 의의 차  의회비 의 필요성을 확

인하 다.

1971년 핵물질의 해상운송에서의 민사책임에 한 약의 법 분석과 이 약

의 가입과 련한 국내법률  효과에 한 사항을 연구하 다.

Ⅴ.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CSC의 가입을 한 여러 문제들을 확인하고 이 해결을 한 의의 

당사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한 방안마련의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며, 아시아 

최 로 개최된 “원자력손해배상에 한 보충배상 약 국제워크 ”의 한국 개최로 

원자력우방국들과의 신뢰증진과 범 세계원자력손해배상체제의 일원으로서 동북아시

아 국가들이 참여함에 있어서의 좋은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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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The Stud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Nuclear Liability System 

complying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Ⅱ.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Project

This study is for making system of the fast and adequate compensation to 

the victim in the nuclear accident of domestic and foreign country. 

As a method to come true the purpose we reviewed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hereinafter 'CSC') and 

designed enabling laws for joining the CSC. 

Moreover international workshop regarding the CSC was hold as a main 

assignment of this study for shar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Convention relating to Civil Liability in the Field of Maritime Carriage on 

Nuclear Material, 1971 shall be analyzed in this study.

Ⅲ. The Contents and Scope of the Project

Legal approach to the CSC and designing enabling laws for joining the CSC 

were enclosed to this study.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workshop this study 

shows how U.S. (CSC member country) deals with CSC and mandatory 

obligation of donating the public funds. Finally Convention relating to Civil 

Liability in the Field of Maritime Carriage on Nuclear Material, 1971 is analyzed 

legally.  

Ⅳ. The Results of the Project

The international workshop regarding the CSC was hold on the last 

February 24-25th as a study of this research. Enabling laws for joining the CSC 

was designed. This study find out all issues arising out of joint the CS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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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s to all interest groups and departments of government. 

Ⅴ. Proposals for the Application

The present R&D project to help finding best policy for dealing with the 

CSC and international workshop regarding nuclear liability law and CSC shall 

certainly initiate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 v -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Chapter 2 Special Characters of Nuclear Liability Laws ··············································3

Chapter 3 International Conventions regarding Nuclear Liability ·····························8

   3.1 Paris Convention ·········································································································9

   3.2 Convention Supplementary to the Paris Convention ······································12

   3.3 Vienna Convention ···································································································13

Chapter 4 CSC and relating Issues for joining the Convention ······························15

   4.1 General Analysis to the CSC ················································································15

   4.2 CSC and Legal Issues for the join CSC ·····························································18

   4.3 Korea Nuclear Liability Law Draft ····································································23

Chapter 5 International Workshop regarding the CSC ···············································32

   5.1 Background of the Workshop ···············································································32

   5.2 Speakers' Presentations ····························································································35

   5.3 Results of the Workshop ······················································································38

Chapter 6 Convention Relating to Civil Liability in the Field of Maritime 

Carriage of Nuclear Material, 1971 ····························································42

Chapter 7 Conclusion ·········································································································44

Chapter 8 Reference ············································································································46

Appendix. Workshop Presentation Stuffs ········································································47



목  차

제1장 개요 ·································································································································1

제2장 원자력손해배상의 특칙 ·······························································································3

제3장 원자력손해배상 약 ·····································································································8

   제1  리 약 ···················································································································9

   제2  뤼셀보충 약 ·····································································································12

   제3  비엔나 약 ·············································································································13

제4장 CSC와 가입 련 고려사항 ························································································15

   제1  CSC의 일반  의미 분석 ····················································································15

   제2  CSC의 구체  의미  한국 가입 시 고려사항 ············································18

   제3  CSC가입에 따른 한국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 안 ········································23

제5장 CSC 련 국제워크 개최  결과검토 ··································································32

   제1  CSC 워크  배경 ··································································································32

   제2  CSC 워크  주요발표내용 ··················································································35

   제3  CSC 워크  결과분석 ··························································································38

제6장 1971년 핵물질의 해상운송에서의 민사책임 약 법 분석 ·····························42

제7장 결과 ·······························································································································44

제8장 참고문헌 ·······················································································································46

부록. 원자력손해배상 국제워크  발표자료  번역문, 행사스크립트 ·····················47



- 1 -

제 1 장  개  요

본 정책과제의 목 은 1997년 IAEA가 채택하고 미국이 가입하 으나 아직 미발

효로 남아있는 원자력손해배상에 한 보충배상 약 (이하 CSC)에 한 원자력발 소  

운   수출국으로서의 한국의 책임과 실익을 고려한 가입 련 검토와 더불어, 아시

아 최 로  원자력손해배상에 한 국제워크 의 추진이 주목 이다.

일반 으로, 원자력손해배상은 여타의 민법상의 불법행 의 일반책임과 다르게 몇 

가지 특별원칙이 작동하고 있으며, 이에 한 분석과 더불어 이 원칙들이 반 된 국제

약의 흐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흐름의 연속선상에서 가장 최근에 여러 

약들에게서 도출된 사항을 수렴한 CSC의 조항별 법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손해배상법과의 비교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

가 CSC에 가입 시에 필요한 고려사항  개정필요사항이 염출될 것이다. 한, 이 개

정필요사항은 곧 한국의 CSC가입여부와 시기, 추진방안, 주변국과의 계에 한 정

책  시사 을  것이다.  

본 연구개발에서는 아시아최 로 CSC와 자국의 원자력손해배상체제에 한 국제

워크 을 개최하 으며, 이 워크  참여국가로는 IAEA, 한국, 미국, 일본, 국의 문

가와 정부책임자  각 산업  규제 련자들이 70여명이 참여하여 성공 으로 개최

되었다. 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 련 사항과 CSC에 한 가입 비와 련한 사항들이 

문가들의 참여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부분으로 구성된다. 제2장으로 원자력손해배상의 특칙, 제3

장 원자력손해배상 약들, 제4장 원자력손해에 한 보충배상 약(CSC)과 가입 련 

고려사항, 제5장 CSC 련 국제워크 개최  결과검토, 제6장 1971년 핵물질의 해상

운송에서의 민사책임에 한 약의 법 분석, 마지막으로 제7장 결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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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자력손해배상의 특칙

1950년도의 평화 인 원자력이용이 시작된 이후 원자력물질의 수송과 원자력시설

의 운 상의 사고  손해에 한 특별한 법규가 요구되어졌다. 부분의 법률체계에

서 특별한 원칙이 통상 인 험한 사업행 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한 배상책임체

계로서 확립되었다. 제3자의 피해보상을 한 규정들로서 통상 으로 가해자의 과실이 

요구되었다. 

원칙 으로 원자력손해배상책임에도 일반 인 행 의 책임에 근거한 과실에 따른 

책임부담이라는 이러한 원칙이 용되었다. 반면에 원자력손해배상에 있어서 일반불법

행 책임론체계에서의 다수가해자의 책임원칙에 따른 피해자의 가해자의 과실입증에 

한 증명에 어려움에 착했다. 부가 으로 원자력행 자의 책임은 일반 인 불법행

의 무한책임의 원칙을 용 시 피해자들의 확실한 배상을 사 에 담보하기 한 배

상보험의 가입이 피해의 불확정성, 함으로 인해 오히려 어려움에 따라 통상의 불

법행 책임을 용 시에는 피해자보호에 불완 하게 되는 결과가 래될 우려가 있었

다. 통 인 험한 사업보다도 원자력사업은 훨씬 험하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몇몇

의 입법가들이 원자력사고에 한 배상책임은 신속한 배상을 받고 기의 원자력사업

의 지속 인 발 과 보호를 해 특별한 법률체계에서 할해야 함을 느 다. 

원자력손해배상에 있어서 국가의 입법과 그 발 은 국제 약의 채택을 통한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달성할 수 있었다. 원자력 험의 특수성과 원자력손해의 심 함과 그 

발생가능성, 국경을 월한 피해의 발생가능성에 의해 많은 국가의 단일한 약의 가

입에 의한 공동 응 인식에 의거하여 국가의 법률체계에 특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

서 국제 약의 생성  체결이 개되었다. 

유럽의 여러 국가가 국경을 맞 고 있는 상황에서 각기 원자력을 이용함에 따른 

원자력사고 시 신속한 공동 응을 해 최 의 원자력손해배상 약의 출범은 자연스

럽게 필요하게 되었으며, 원자력을 이용하는 유럽 국가들에 의해 약의 출범이 개시

되었으며, 그 유럽국가들 사이의 활발한 원자력산업 력, 물자이동 등에 한 지속

이고 력  분 기를 해서, 그리고 원자력기술 수출국의 해외 수입국사고에 한 

피해보상에 한 두려움을 상쇄하기 해서 국제 약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원자력손해배상 약의 핵심원칙인 원자력운 자가 책임을 독 으로 

부담하고, 원자력기술 수출자  건설자는 반드시 그 원자력운 자의 원자력사고로 부

터 면책을 받는다는 책임론의 독특한 원칙에 한 법  공감 가 형성되었다. 

원자력손해배상은 민법의 일반 불법행 책임의 지도 원리인 과실책임주의, 즉 가

해자가 자신의 고의 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이 용되지 않고 험책임주의에 입각하여 행 자 자신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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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타인에게 험을 야기한 것에 한 책임부담원칙이 용된다. 험책임은 가

해자의 “ 험야기” 는 “ 험원의 방치”를 요건으로 할 뿐 가해자의 과실을 요건으

로 하지 않으므로 무과실책임의 역에 속한다. 

무과실책임은 자신의 고의 는 과실의 유무와 무 하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의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행 자 자신이 야기한 

험에 해 책임을 부담하는 험원칙보다 그 용 역이 넓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원자로의 운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외 으로 그 손해가 국가 간의 무력

충돌, 행 , 내란 는 반란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원자

력 손해배상법은 피해자의 보호를 하여 원자력사업자에게 험책임을 인정하면서 

극히 외 인 경우에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이러한 무과실책임의 원

자력손해배상법에 용함은 피해자가 피해발생에 한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

하기 어려운 고도의 과학기술분야이고 가해자나 과실자를 찾아 배상을 요구하는 과정

상에 수반되는 시일의 소요, 방재  응의 지체를 방하고 신속한 배상조치를 해 

용된다.

책임의 집 이란 원자력시설을 건설한 건설자, 하청사업자, 핵물질 공 자와 원자

력시설 운 자  오직 원자력시설 운 자만이 원자력시설에 존재하는 핵물질에 의해 

발생한 원자력손해에 한 배상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며, 한 운 사업자는 그의 시설

에서 는 그의 시설에서 나오거나 그의 시설로 들어가는 핵물질의 운송 에 일어난 

사고에 해서도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해자는 핵연료공 자, 원자력시설을 건설하

거나 보수한 기업, 는 운송 에 일어난 사고의 경우 운송자를 상 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책임의 집 을 실익은 피해자가 가 사고에 한 책임을 

지는가를 밝히는데 필요한 사실 조사나 과학  증거 없이 피해청구의 상 방을 쉽게 

알 수 있는 장 이 있다. 원자력사고와 피해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인과 계를 악하

는 사실조사  그 결과는 얻기 힘들고 과학  증거 한 복잡하거나 불확실 할 수도 

있다는 을 감안하여 책임을 집 시키고자 함이다. 한 배상책임에 비하여 보험을 

들어야 할 주체는 오로지 사업자로만 한정하여 연료공 자, 계약자, 운송자는 별도의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각 원자력 산업참여자들이 동일한 시설사고에 비하여 

자신의 배상책임을 비하여 복 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자 역시 

한정된 보험담보 가용액으로 실질 인 피해자 배상을 한 융장치제공을 할 수 있

으므로 원자력산업계와 보험계 반의 비용 감의 효과가 있게 된다.

사업자의 책임한도액의 설정은 사업자의 배상책임에 일정한도를 설정하여 상을 

과한 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한도는 원자력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지가 원자력시설 소재지국 토이든 는 다른 토이든 그 여하를 불문

하고 모든 손해배상에 용된다. 사업자의 책임한도를 정하는 것에 해 일본이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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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독일은 무한책임주의를 따르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도 사업자와 국가간의 원

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상에 의거하여 지진/화산/쓰나미로 인한 원자력사고, 정상운

의 원자력손해발생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보상계약에 의거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있

으므로 사업자가 원자력사고에 한 완 한 무한책임의 부담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

는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제5차 개정(2001년 1월 16일 법률 제6350호)을 통해 엄격책임

주의의 무과실책임을 원자력사업자가 부담하는 이상 책임의 유한성은 필요하다는 입

장에서 유한책임주의로 환되었다. 

강제보험제도는 신속한 보험 의 집행을 통한 피해자보호를 실질 으로 확보하기 

해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주의와 더불어 실 으로 사업자의 원자력사고에 한 배

상채무의 이행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 할권이 있는 법원이 결정하는 

손해배상액이 지불되도록 강제 으로 보험을 가입토록 하는 것이다.

국가개입  보상의 원칙은 원자력손해배상법상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액이 모든 

배상 을 보상하는데 불충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  이익이 심 히 훼손되는 결과

가 래되므로 실제 피해와 사업자의 유한한도 책임액과의 차액에 해 국가기 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이다. 그 이유는 엄청난 규모의 재해인 경우 더 이상 

단순한 일개 개인이나 사업자 법인의 사  책임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에 지의 온 국민 이용이라는 공공복리 인 효과를 국민이

상시 리고 있고, 이로 인한 사고발생 시 발생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사업자와 피해자 두 당

사자의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데 있다. 즉 원자력사고로 인한 피해는 원

자력사고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날 때까지 표면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아무리 피해자의 손해가 늦게 나타나더라도 그의 피해에 해서는 한 배상이 이

루어져야 하며 배상되지 않은 채 방치된다는 것은 형평의 원리상 부당하다. 그러나 그

와 동시에 사업자 측의 원자력사고에 한 재정  보증을 불확정한 시기까지 책임부

담을 계속 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수 까지 덜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비차별주의는 국 , 주소 내지는 거주를 이유로 차별함이 없이 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사고의 발생이 한 지역에 발생한 경우와 그 피해자의 국 , 주소지 

등의 개별  특수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그 원칙  배경이다.

재 할권의 통일과 련하여 원자력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송제기는 원칙 으

로 원자력사고가 일어난 토의 국내법원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서로 다른 나라의 서

로 다른 법원이 동일한 사고로 제기되는 소송에 한 할권을 인정함으로써 야기되

는 문제 들을 해결하고자 하 다. 만약 동일한 원자력사고에 해 여러 국가의 법원

에서 소송으로 제소시에는 각 법원은 통일된 결을 하기 어려움과 동시에 외국의 

결내용을 원자력사고 발생지 국가에서 그 로 용하기에도 실질 으로 어렵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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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에서 열거된 무과실책임, 책임의 집 , 사업자의 유한책임, 강제보험제도, 국가

보상  가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비차별주의, 재 할권의 통일은 원자력손해배

상법리의 리 용되는 원칙들이고, 부분을 우리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수용하고 있

으나, 재 할권의 통일과 련하여서는 자국의 주권  사항임과 동시에 주변국과의 

공동 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말미암아, 재 할권의 통일 부분이 국제 약을 통해 주

변국과 범세계 으로 원자력사고 응의 원칙으로 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원자력손해에 한 국제 약의 큰 의 하나가 바로 동일한 원자력사고에 

해 여러 국가의 법원에서 복제소를 막고, 단일 법원에서 신속한 결과 피해복구라는  

통일된 재 할권 원칙의 보편  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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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원자력손해배상 약

원자력손해의 제3자 배상책임을 규율하는 국제 약은 크게 리 약 체제와 비엔

나 약 체제로 구분된다. 1960년 리 약과 1963년 비엔나 약은 모두 원자력손해의 

제3자 배상책임을 규율하는 국제조약으로 책임의 집 , 엄격책임주의, 유한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리 약의 배상체제를 보충하기 하여 1963년 뤼셀보충

약이 채택되었으며 1988년에는 두 약체제를 연결하기 하여 공동의정서를 채택하

다. 

비엔나 약은 배상액수의 문제 을 개선하고, 1986년 체르노빌 원  폭발사고 이

후 나타난 여러 법  문제를 정비하기 하여 1990년부터 IAEA상설 원회 작업을 통

하여 1997년 개정되었으며, 아울러 3억 SDR을 과하는 원자력손해배상을 실화하기 

한 방편으로 같은 해인 1997년 보충배상 약도 채택되었다.

1960년 리 약은 그동안  OECD/NEA Steering Committee 의 권고 안을 받아

들여 부분 으로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증액하여 왔으나 1997년 비엔나 약 개

정의정서 채택을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추세를 반 , 원자력손해의 개념을 확 하고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액을 폭 으로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2004년 채

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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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1960년 리 약

정식명칭은 1960년 원자력분야에 있어서 제3자 배상책임에 한 리 약 

(Convention on Third Party Liability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이며 발효일은 

1968년 4월 1일이다. 

1950년  후반부터 유럽 각국은 국내 산업에 필요한 에 지원으로 충당하기 해 

규모 원자력발 소 건설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이러한 원자력 발 소

의 건설  운 에 따라 각국은 원자력손해배상에 한 독자 인 국내입법을 제정하

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각국의 국내법상 서로 다른 법 내용이 나타나게 되었고, 실제

로 원자력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지리 으로 서로 히 연결되어 있는 련 국가

들 간에 그 원자력사고의 피해배상과 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견되었다. 이런 이유로 서유럽국가들은 주변국에서의 원자력사고 시 피해복구

와 배상에 한 보편 인 원칙의 용과 공동 응을 한 국제 약을 출범시키게 되

었다.

총 24개 조항과 1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은 리 약은 책임의 집 , 엄격책임

주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인정, 강제보험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주요 원칙을 심으로 

각종 세부규정을 두고 있다.

주요개념으로서 원자력사고는 약 제1조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사고 는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일련의 사고로서, 그 사고 는 일련의 사고에서 발생하는 손해

가 방사성 물질 는 방사성물질의 결합에 의한 유독성  폭발성, 는 핵연료, 방사

성 생성물 는 방사성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기타 유해한 물질에 기인하거나, 는 원

자력시설내의 모든 방사선원으로부터 방출된 리방사선에 기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자력시설의 개념역시 운송수단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 원자로, 핵물질 

생산 는 가공공장, 핵연료의 방사성동 원소 분리공장, 조사후 핵연료재처리공장, 핵

물질 수송에 따르는 일시  장이외의 핵물질 장시설, 기타 핵연료 는 방사선생

성물이나 방사성폐기물이 존재하는 시설로서 OECD/NEA 가 수시로 정하는 것을 포

함하고 있다. 

원자력손해에 해서는 제3조에 사업자는 인  피해, 즉 사망 는 신체상해 그리

고 원자력시설 자체  당해 원자력시설이 소재 한 부지에 건설 인 원자력시설과 

그와 같은 원자력시설과 련하여 사용되거나 는 사용되어야 할 모든 재산으로서 

동일부지에 소재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물  피해에 해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

하고 있다.

약의 용범 는 원칙 으로 체약국의 토 내에 소재하는 원자력시설에서 발

생한 원자력사고  체약국의 국 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한하여 용된다. 원자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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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국의 국내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비체약국의 토 

내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 는 비체약국 토 내에서 입은 손해에 해서는 용되

지 아니한다. 

사업자의 배타  배상책임 는 책임의 집 에 있어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

한다. 원칙 으로 사업자가 당해 원자력시설 는 그의 시설에서 나오거나 시설로 들

어가는 핵물질의 운송 도  발생한 원자력사고에 해 책임을 부담하는 법  책임집

주의를 약은 따르고 있다. 사업자는 자신의 시설에서의 사고발생이 고의의 제3자

에 해서만 1차 으로 책임을 집 하여 부담한 후 추후 그 고의의 사고발생자를 상

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핵물질의 수송 에 발생한 손해에 해서는 원칙 으로 발송측 원자력시설 운

자가 책임을 지며 사업자의 책임주의에 의거하여 사고발생의 고의, 과실유무를 따

지지 아니한다. 통상 으로 발송자가 그 시설이나 물질의 운반을 한 한 조치의 

필요정보를 알고 있고, 발송을 통해 험을 제3자와 외부에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자력손해배상의 피해자나 청구권자가 따로 사업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를 입증

할 의무가 없으며, 사업자의 면책사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사업자는 일정 한도까지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배상액수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원자력시설은 국가기간산업이며 사업자의 산을 막기 해서 유한책임제

도가 도입되었다. 무한책임인 경우 실제 원자력사고발생 시 사업자의 산이나 피해자

들의 피해변제 의 선제  확보를 한 법률조치등으로 인해 정상 인 시설 운   

력공 이라는 요한 역할이 경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약에서는 손해배상조치

액수의 최고 액을 1500만 SDR로 그리고 최 액을 500만 SDR로 책정하 다. 

소멸시효는 원자력사고일로부터 10년 내에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러한 권리는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정보증장치로서 사업자는 보험에 들거나 기

타 재정  보증을 강구하여야 함을 약 제7조에는 요구하고 있다. 강재  재정보증장

치는 할법원이 결정하는 손해배상액이 지불될 것이라는 확신을 잠재  피해자와 시

민들에게 으로써, 피해자는 원자력사고로 인한 책임과 에 기인한 사업자의 산 등

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의 불이행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재 할권에 한 사항으로 유럽의 여러 국가가 국경을 맞  지정학 인 상황에

서 자국의 토 내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국의 국내법원이 그 원자력사

고에 한 국내외 피해에 한 배타  재 할권을 행사하게 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한 재 할권과 련한 분쟁 시 유럽원자력법원이 어느 법원이 재 할권을 

갖는가를 약13조에 의거 결정한다. 실제 다국  원자력사업자의 본사와 시설운 이 

복수의 국가에 걸쳐져 있는 경우에 재 할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비

한 원칙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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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약상의 거법은 리 약의 제 규정에 의해 명시 으로 규정되지 아니하

는 한 재 할권을 갖는 법원의 국내법이 용된다. 따라서 원자력 약의 요원칙이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요한 원칙으로서 용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거법이 자국

법이 용되지 아니하더라도 상호 차와 결과에 한 신뢰  측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리 약은 그 후 사업자의 배상한도의 증액과 시설지 국가의 책임이 확 되는 

방향으로 개되었으며, 아래의 뤼셀보충기 약의 형태로 사업자의 배상한도와 그 

사업자 국가책임  공공기 의 형태로 유럽의 원자력손해배상체제는 한도를 증액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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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1969년 뤼셀보충기 약  2004년 개정의정서

정식명칭은 1963년 뤼셀보충기 약 (Convention Supplementary to the Paris 

Convention)이고 그 문명에서 보여주든 유럽국가들간의 리 약에 한 보충  역

할을 하고자 출범하 다. 1963년 1월 31일 채택되어 1974년 12월 4일에 발효되어 당사

국으로는 서유럽 원자력발 소 보유국가인 덴마크, 벨기에, 핀란드, 랑스, 독일, 이탈

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국, 슬로베니아 12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이 약은 1960 리 약 상 원자력사업자의 최고배상책임한도액을 인상하기 해서 

채택되었으며 공공기 을 체약국들간에 마련하여 원자력손해배상이 불충분할 경우를 

비하여 이에 용할 보충 약체제로서 발 하게 되었다. 

리 약 제15조 b에 손해에 한 배상이 불충분할 경우 공공기 의 사용이 불가

피할 경우에 본 약이 용될 수 있으며, 1960년 리 약과 마찬가지로 1964년과 

1982년에 각각 개정되었으며, 1998년 OECD/NEA에서 3차 개정이 이루어져 2004년 

개정서가 채택되었다. 2004년 개정서는 배상액과 기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시도로

서 이루어졌으나 아직 유럽국가들의 참여가 조하여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사고에 한 책임 있는 사업자의 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의 

공공기   모든 약당사국의 분담 의 각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분담 에 한 3

단계 체제를 운 하고 있는데 (2004년 개정의정서 제3조) 1단계로서 리 약의 각 당

사국은 국내법으로 최 7억 유로의 손해배상조치를 보험이나 다른 재정  보증에 의

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2단계로 1단계에 의해 제공되는 액수를 과하여 12억 유

로까지는 손해에 해 책임 있는 사업자의 원자력시설이 소재하는 당사국의 자국 공

공기 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을 책임 의무화 하 다. 3단계로는 2단계에 의해 제공되

는 액수를 과하여 총액으로서의 15억유로까지는 2004 개정의정서의 모든 당사국들

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기 에 의해 제공된다. 공동기 의 계산산식은 2004년 의정

서에서는 원자력발 량 기  35%, 열출력 기  65%를 기 으로 하여 공공기 을 체

약국이 각출하게 된다. 기존의 1963년 약의 경우 원자력발 량 기  50%, 열출력 기

 50% 으나, 차 열출력의 비 을 높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향이다.

배상액과 기 을 증액한 2004년 개정안은 가입국가의 국내책임은 사업자가 최  

7억 유로, 그 사업자의 국가가 사업자의 최  책임액을 포함하여 12억유로까지 외

으로 보증하고, 약가입국들이  12억유로 로서 부족할 시에 추가 으로 정해진 계

산 산식에 따라 3억유로를 추가 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책

임제도는 원자력시설운 국가의 정부입장에서는 과 한 부담이 될 것이고, 원자력시설 

비보유국가나 거  원자력시설보유국의 주변국입장에서는 자국의 피해자보호를 해 

원자력 시설보유국가의 가입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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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1963년 비엔나 약  1997년 개정 약

정식명칭은 1963년 원자력손해 민사배상책임에 한 비엔나 약(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이며 1963년 5월 21일 채택되어 1977년 11월 12일 

발효되어 35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주로 리 약가입국인 서유럽 국가이외의 동유럽 

국가들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주로 가입되어 있다. 채택배경으로는 1963 비엔나

약은 리 약의 채택 후 3년 만에 채택되어 리 약의 지역 으로 서유럽에 국한된 

것에 반해 비엔나 약은 범세계 인 가입과 원자력손해배상의 특별한 원칙의  

 확 를 목 으로 하고 있다. 1986년 체르노빌 원  폭발사고 이후 나타난 여러 법

문제를 정비하기 하여 1997년 개정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책임의 집 , 책임주의, 유한배상책임, 소멸시효인정, 

강제보험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원자력손해배상의 주요원칙들이 용되었다. 사업자의 

배타  배상책임 내지 책임집 주의를 반 하 으며, 핵물질의 수송의 경우 양당사자

의 계약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배상책임은 고의나 과실을 유무를 불문하

여 부담하고, 1997개정서에서는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최  3억SDR을 책정하 다. 

원자력손해에 해서는 1963년 비엔나 약이 인   물  손해만 언 하고 있었으나 

개정서에는 환경훼손에 따른 비용과 방제조치비용  경제  손실비용을 새로이 추가

하여 원자력손해의 범 를 확 하여 실질 인 피해보상을 하고자 개정되었다. 

1997년 개정비엔나 약의 원자력손해 범주에는 구체 으로 사망 는 인 피해, 

재산의 멸실 는 물 손해, 훼손된 환경의 원상회복조치비용, 환경의 이용 는 향유

에서 나오는 경제  이익으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의 손실, 방제조치비용과 그러한 조치

에 의해 야기되는 향후의 손실 는 손해, 환경훼손에 의해 야기되는 것 이외의 여타 

경제  손실로서 만일 법정지의 민사책임에 한 일반법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까지도 

손해로서 인정하고 있다. 

원자력사고에 한 정의로서 원자력사고를 야기시키는 사건 는 동일한 원인을 

갖는 사건의 연속을 일컬으며, 방제조치에 해서는 그러한 사고를 야기시킬 심각하고 

즉각 인 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원상회복조치로서는 그 조치가 취

해진 국가의 할당국에 의해 승인되고 그러한 조치의 목 이 환경의 손상되거나 

괴된 요소를 원상회복 시키거나 복원하는, 는 한 경우 그러한 요소와 동등한 것

을 환경에 주입시키는 한 조치를 의미한다. 

배타  경제수역 내 발생하는 원자력사고에 한 할권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해

상운송 에 일어나는 원자력사고로 말미암은 경우 당해 사고발생수역을 배타  경제

수역으로 설정한 연안국의 재 할권을 인정해주었다. 이 규정은 1997 비엔나 약에

서 도입된 개념으로서 당사국의 배타  경제수역내를 항행하는 선박에서 야기된 원자

력사고에 해 당해 배타 경제수역 연안국이 재 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하여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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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련 운송  무역에 있어서 태평양 등의 섬나라나 작은 국가들도 약에 의한  재

할권행사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함에 큰 의의가 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에서 논의할 CSC와 매우 유사하므로, 그때 논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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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CSC와 가입 련 고려사항

제 1   CSC의 일반  의미 분석

국제원자력손해배상체제의 발 에 있어서 1997비엔나 약과 CSC의 채택은 지역

 약체제를 벗어나 범세계 인 원자력손해배상체제의 구축을 해 요한 의미가 

있다. 두 약은 거법원과 할권의 배정원칙과 원자력손해의 범 , 보상규모의 

성에 있어서 실질 인 피해복구와 구제를 한 한 발 사항을 담고 있다. 더구

나 CSC는 원자력발 국가와 비발 국가 모두가 가입하여 체약국간의 공공기 을 각

출하여 주변국의 피해배상에 투입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통한 실익을 얻는 측면에서 

범 한 원자력손해배상체제를 구축하는 요 체제를 제공해주고 있다.

CSC의 주요원칙들로서 우선 원자력시설 운 자의 원자력손해에 한 배타 인 

책임원칙을 부담시킨다. 원자력물질의 운송을 포함한 모든 원자력사고에 한 책임 역

시 일 되게 원자력시설운 자의 독자 인 책임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듯 

원자력시설운 자는 단독으로 원자력사고에 한 책임을 타 당사자를 배제하고 부담

한다.  단독책임론의 두 가지 이유에서 원자력시설운 자의 단독 배타  책임을 인정

하게 하는데, 우선 원자력사고에 한 법  책임의 상호 소송 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고자 하고, 둘째로 원자력시설 건설자와 건설과정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을 배상책

임에서 배제하여 보험의 인수가능한 범 내에서 험이 리되도록 하기 해서다.

원자력시설 운 자의 엄격한 무과실 책임원칙이 용되어 험한 행 와 사업을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오랫동안 확립된 법  책임원칙으로서 그 험을 야기한 당사자

에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그 험자체에서 발생하는 손해책임은 과실여부와 상

없이 책임을 부담  한다.

한, 사고발생지 국가의 법원에 독 이고 배타 인 할권 부여원칙이 있다.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약의 체약국법원에 독  할권을 부여한다. 만약 다른 국가

의 법원에서 동일한 사고에 해 다른 단을 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의 불균형 인 처

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배상처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의 유한성과 소멸시효의 원칙이 용된다. 책임의 유한성

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사고발생시 직면하게 될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며, 원자력

시설 사업자는 한 보험인수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원자력손해에 한 소멸시효

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은 방사능에 의한 신체손해에 한 명백한 증상발 이 시일이 

소요될 것인바, 무 장기간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면 원자력시설운 자와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배상의 명확한 책임을 부담하기 어려워진다. 반면에 원자력사고 

피해자의 한 배상청구를 한 기간이 무 짧다면 법  균형을 잃게 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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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사이의 한 균형 을 찾는 것이 본 약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 의 하

나이다.

의 원칙들은 1997 비엔나 약과 CSC는 와 같은 원칙들을 확립시켜왔으며, 3

가지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개되어왔다. 높은 배상 비 과 원자력손해에 한 폭넓은 

범 , 재 할권의 최신화와 더불어 1997 비엔나 약은 비체약국의 거주민도 배상청

구가 가능토록 하 다.

1997비엔나 약과 CSC는 3억SDR의 최소배상 비 액으로서 체약국이 반드시 자

국법에 의거하여 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 액한도는 지난 1960 리 약과 1963비엔

나 약의 요구 액보다 비약 인 증액이고, 더구나 CSC는 체약국간의 공공기 으로서 

지원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CSC의 표  특징으로서 부분의 원자력발 국이 CSC에 가입한다면 자국 보유

액인 3억SDR에다 체약국 공공기 으로 3억SDR이 추가 으로 지원되므로, 6억SDR

의 액이 보유되는 효과가 있다. 이 기 의 각출은 원자력발 소 열출력 비 이 

90%, 10%는 UN 분담 비율을 계상하도록 하여 균형을 이루고자 하 다. 통상 으로 

원자력발 소 비 이 높은 나라가 UN 분담 비율이 높으므로 공공기 각출에 있어서

의 험부담의 공평을 이루었다고 본다. CSC는 모든 국경  손해에 한 배상을 

해 체약국들의 공공기 의 50%를 반드시 사용되어지는 의무를 부가하여 이웃국들의 

피해를 고려하고자 하 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국경  손해에 한 응체계를 마련

이라는 한 응이다.

앞에서 언 하 듯이 1997비엔나 약과 CSC는 반드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원자

력손해에 한 개념을 명확히 하 으며, 환경손해, 방조치, 경제손실에 한 5가지 

손해의 개념을 명확히 하 다. 이러한 원자력손해에 해서는 타당한 법원의 단기

으로서의 선명성을 강화해 주었다. 

원자력사고의 개념역시 분명히 하여 실제 인 방사능의 출이 없을 경우에도 

방  조치들이 원자력손해 발생의 긴 한 기상황에서도 강구되도록 하 다. “거 하

고 심 한”이라는 개념을 차용함으로써 미래의 잠재  험에 한 신속한 신뢰있는 

응을 가능토록 하 다. 1997비엔나 약과 CSC는 방조치가 합리 인 수 에서 이

루어져야 하고, 합리 인 기 으로서 타당한 원자력손해의 방 조치의 정의가 이루어 

졌다. 한 이러한 방조치들은 거법원의 타당하고 책임 있는 결로서 국내법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 다

1997비엔나 약과 CSC는 원자력사고발생국가의 독 이고 배타 인 거법원인

정 원칙을 다시 확인하 으며, 배타  경제수역에서의 사고시에도 그 수역의 할국가

의 법원이 거법원으로서 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 다. 

국제원자력배상체제의 성립을 진시키는 것과 더불어, CSC는 원자력손해배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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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제체제의 성립의 근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CSC는 모든 국가들이 가입 가능한 

Free Standing 약체제로서 열려있다. 어느 국가든지 기존의 리 약이나 비엔나

약등에 가입하지 않아도 CSC의 회원국이 될 수 있으며, 3억 SDR을 국내사업자와 당

해 정부가 보증하는 등 높은 수 의 배상한도를 유지하게 하고, 국제공공기 의 참여

를 확립하고, 원자력손해에 한 정의를 폭넓게 규정하여 다양한 원자력사고로 인한 

피해의 배상가능성을 높이고, 거법원원칙을 확립하고자 하 다.

기존의 타 약 체약국들도 CSC가입에도 불구하고 기 체결된 1960 리 약과 

1963비엔나 약과 양립 가능하도록 발 되어왔다. 기존 타 원자력손해배상 약가입국

은 CSC의 요 약내용에 부합되도록 국내법을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한 미국의 

약가입을 통한 국제원자력손해배상체계의 편입이 가능하도록 특별한 조항

(Grandfather Clause)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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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CSC의 조항별 구체  의미  한국 가입시 고려

사항

본 에서는 CSC의 주요 조항순서별로 한국의 약가입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서 문

CSC서문에서는 원자력손해 민사배상책임에 한 비엔나 약, 원자력분야의 제3

자 배상책임에 한 리 약  이들 약의 원칙에 부합하여 제정된 원자력 손해

배상에 한 각국의 법률에 규정된 조치의 요성을 강조하여, 기존 약체약국들

이 CSC의 가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며, 약의 목 으로서 원자력손해에 한 

배상액을 인상하기 한 목 과 범세계 인 손해배상 체제의 구축을 희망함을 명시

으로 밝히고 있다.

한국의 약 가입은 바로 이 게 범세계 인 손해배상체제의 가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장의 실효성을 해서는 주변국의 가입을 통해 동아시아의 CSC에 의한 

배상체제의 구축을 달성하는 것이 CSC가입의 궁극 인 지향 일 것이다. 

재 우리의 주변국이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단독가입은 주변국이나 

우리의 원자력사고시에 재 할권의 단일화와 배상에 있어서의 비차별  조치, 환

경방제에 한 주변국보호 등의 약의 실익을 주장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2011년 2월에 개최된 CSC에 한 국제워크 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제1조 정의 (Art. I Definitions)

제 1조에는 일반규정으로서 비엔나 약, 리 약, 특별인출권, 원자로, 시설소

재국, 원자력손해, 원상회복조치, 방제조치, 원자력사고, 원자력설비용량, 법정지법, 

한 조치 등에 한 CSC의 정의를 담고 있다. 

CSC의 가입과 련하여 우리 원자력손해배상법에 CSC의 정의를 추가할 필요

가 있으며, 공공기 의 각출과 법정지법으로의 재 할권을 인정해야 하는 등 범

세계  원자력손해배상체제구축에 가입함으로써의 의무가 발생하는 바 헌법60조에 

의거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차  의무가 부가된다.

3. 제2조 목 과 용 (Art.II Purpose and Application)

제2조에는 원자력손해배상 련 체약국의 입법사항을 보충하고, 체약국 원자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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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서 발생한 평화  원자력사고에 용되며, 부속서는 본 약과 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과 련하여, 한국의 가입방법  비엔나 약이나 리 약의 가입국으

로서 가입하거나, 부속서의 내용을 자국의 법으로 이행입법화 하여 가입하는 방안 

 후자가 가장 실 이고, 이에 하여는 본 조항에서 부속서는 약과 불가분의 

계임을 명시한 바, 이에 기한 한국의 가입방안이 할 것이다. 

4. 제3조 이행 (Art. III Undertaking)

체약국의 국내손해배상액을 3억SDR을 갖추도록 하고, 그 과되는 부분은 약

체약국의 분담방식에 의한 공공기 이 제공됨을 규정하고 있다. 한 배상에 있어

서 비차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과 련하여 약가입시 한국의 분담 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다. 분담 을 부담하는 경우는 2가지가 있는데, 자국의 원자력사고로 그 배상액인 

자국책임분인 3억SDR을 과하는 경우에 공공기 을 요청시 자신의 부담부분을 내

야할 경우와, 타 체약국의 사고시에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CSC 약국인 미

국의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자국의 사고시에 공공기 부담은 원자력발

사업자들의 립 에서 부담하고, 타국의 사고시의 공공기 은 원 수출공 자들이 

분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원자력사업자의 다수당사자가 있고, 수출기업도 다수

인 경우에는 미국식의 방안이 용될 여지가 있지만, 한국은 단독사업자와 단독수

출자의 형태로 원 수출이 이루어 져서 기 을 미국식으로 용 시에는 단일 기업

에게 과 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차선으로 국내사고시에는 공공기 을 사고

련 원 운 자가 부담하고, 타국 사고 시에는 공공기 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

도 가능할 것이다. 아래의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은 국내사고의 경우 사업자가 

CSC에 따른 국가부담 공공기 의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타 체약국사고발생시의 공

공기  납부의무는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참조를 해 작성되었다. 

5. 제4조 분담  계산 (Art. IV Calcuation of Contributions)

본 조항에서는 원자력사고발생시 그 체약국이 공공기 을 요청시에는 원자력사

고발생 년도 각 체약국의 원자력설비용량과 유엔분담  비율을 감안하여 체약국

의 분담 이 결정된다. 90%는 원자력발 소 설비용량의 보유분에 의해, 그리고 10%

는 유엔분담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원자력발 소가 없는 가입국인 경

우 특별히 공공기 의 부담에 없는 신에 약체결로 체약국들이 공여하는 공공기

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 시설이 없는 체약국의 원자력손해배상에 

한 보호가 보장되는 장 이 있다. 그리하여 해안국가나 작은 섬이라고 하더라도 

본 약의 가입을 통해 그 당해국가의 해안에서 원자력물질 운송 등의 사고시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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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시설운 자가 없으므로 특별히 국가의 재정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 공공기

을 활용하여 방재  배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6. 제5조 공간  용범  (Art. V Geographical Scope)

본 조항에서는 원자력손해발생지로서 체약국의 토 내, 체약국 해 밖의 해양 

 상공에서의 체약국 국  선박  항공기, 인공섬과 체약국의 배타  경제  수

역, 륙붕의 역에서 체약국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로서 본 약이 용된다.

우리 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도 제2조의 2의 용범 에서도 특별히 상반되는 사

항이 없는 바, 약의 가입으로 우리법의 특별히 충돌한 사항은 없다.

다만 본 약의 용범 는 명백히 체약국과 체약국 사업자에 한정하고 있는바 

체약국이외의 주변국이 있을 경우 그 국가에게 본 약상의 기 이나 거법, 재

할권을 철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에 따라 주변국과의 공동가입이 약

의 실효성에 큰 고려요소가 된다. 

7. 제6조 원자력사고 통보 (Art. VI Notification of Nuclear Damage)

본 조항에서는 보충기 의 형성으로서 원자력사고 발생하여 총배상액수가 3억

SDR을 과하거나 과할 것 같은 경우에 IAEA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 다른 체약

국에게 통지하고, 체약국들은 지체없이 그와 련한 필요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

하고 있다. 

사고 발생시에 그 사고발생 체약국의 할법원이 사고의 재 할권을 보유하

게 되고, 체약국들의 공공기  분담 은 IAEA의 시설목록에 의거하여 계산  각

출의무가 부과된다. 이 의무는 약에 의한 국가의무로서, 따로 국내법에서 규정하

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만, 국가 산상 사고발생시 제공할 공공기 의 한국부담 부

분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8. 제7조 기 요청 (Art. VII Call for Funds), 제8조 원자력시설목록 

(Art. VIII List of Nuclear Installations)

사고발생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에게 공공기 이 액수와 지 시기 등을 통보하

여야 한다. 그리고 체약국은 그 기 을 배분할 배타  권한을 갖는다. 국내법령과 

특별한 충돌사항은 없다. 제8조의 원자력시설목록을 기탁자에게 통보하여 각 체약

국의 분담율 산정을 해 IAEA에서 리하고 있다. 이 부분에 해서는 원자력시

설목록변경 시에는 사업자가 정부에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9. 제9조 구상권 (Art. IX Rights of Re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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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 을 지불한 체약국들에게 당해 사고지 사업자가 갖는 구상권을 동일하게  

행사가 가능토록 입법조치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약상의 구상권은 제3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발생시 혹은 계약에 의해 원자력사업자가 구상할 수 있도록 특약

시에 공공기  부담한 체약국들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사업자의 사고로 체약국이 공공기 을 사용시에 다른 체약국들이 구상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약 자체로서의 국내법효력

인정하기 보다는 이행입법을 통해 국내 사업자의 구상권과 동일한 권한은 법률상 

인정해 두어야 하므로, 이행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10. 제10조 지불  소송 (Art. X Disbursements, Proceedings)

보충기 의 배분  피해자의 소송개입권이 보장되는 것으로서, 기 의 배분은 

재 할권을 갖는 국내재 소가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이며, 체약국들의 여러 피해

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배상에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

장해 주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헌법상의 기본권에서의 청구권에 있어서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으며, 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약에 의한 상호주의에 

의해 외국인 피해자도 특별한 차별 없이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므로, 

특별한 국내법 개정사항은 없다.

11. 제11조 기 배분 (Art. XI Allocation of Funds)

기 의 50%는 국내  국외 피해자에게 사용하고, 나머지 50%의 공공기 은 

국외피해자와 국경 월 손해에 해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

만, 조항 d에 보면 6억 SDR이상의 배상 액을 국내외 피해배상을 해 비하고 

있는 체약국인 경우 공공기 의 50% 사용목 에 따른 제약은 용되지 않음을 규

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나라는 재 가입국 에는 미국이 용되며, 일본이 

가입한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2. 제12조 선택  행사 

본 조항에서는 체약국들이 기존의 비엔나 약이나 리 약의 가입국인 경우 

그 약에 의한 권한행사가 가능하고, 국제보충배상 약 체약국 상호간의 별도의 

정이 체결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CSC가 리 약과 비엔나 약의 후속

약으로서 기존 약당사국들의 이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조항으로 도입되었

다. 

13. 제13조 재 할권 (Art. XIII. Jurisdiction), 제14조 거법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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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 Appliecable Law)

원자력 사고발생국가의 국내법원이 소송재 할권을 행사하며, 배타  경제수

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련 연안국이 재 할권을 행사하며, 그 재 에 의한 

결에 한 재심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 법정지의 법률이 거법이 된다.

본 조항에 해서는 원자력사고가 타 체약국에서 발생할 경우 우리의 그 사고

피해에 한 결법원을 사고지 국가의 법원의 결을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범세계  원자력손해배상체제에 가입함에 따른 것으로서 장 으로는 신속한 

배상과 한 배상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을 들 수 있다. 다만, 그 법원의 

결의 신뢰성과 결의 기 이 되는 그 할법원의 태도, 법률내용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14. 제19조 가입 (Art. XIX. Accession)

본 조항에서는 비엔나 약이나 리 약의 가입국 는 이 약의 부속서 규정

에 자국 국내법이 부합한다고 선언한 국가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한 원자력

안 약상 정의된 원자력시설을 자국 토 내에 갖는 국가의 경우 원자력안 약

의 가입당사국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CSC의 가입조건으로서 원자력손해배상 약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부속

서의 기 을 부합함에 의거하여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15. 제20조 발효 (Entry Into Force)

본 조항에 따르면 약의 발효를 해서는 40만 단 의 원자력설비용량을 충족

하면서 최소한 5번째 국가가 비 서를 기탁해야 발효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건

을 충족을 해서는 캐나다, 한국의 가입이나 일본의 단독가입이 필요하다. 이 조건

의 충족을 해서 미국은 한국의 약참여 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해 한

국은 IAEA, 한국, 미국, 일본, 국이 참여하는 국제워크 을 개최하여, 동아시아의 

범세계 인 원자력손해배상체제의 가입을 통한 동반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16. 부속서 (Annex)

부속서는 약의 가입조건으로서 리 약이나 비엔나 약의 체약국이거나 부

속서의 기 을 국내법으로 부합시킬 것을 요청함에 따른 그 기 을 제시하고 있다. 

부분의 사항은 1997 개정 비엔나 약의 원칙과 유사하고, 특징 인 사항으로는 

부속서 제2조의 조부조항이 있다. 

제2조는 조부조항으로서 미국의 국내법의 개정 없이 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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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C 가입을 고려한 원자력손해배상법개정 안 >

第1條(目的) 이 法은 原子爐의 運轉등으로 인하여 原子力損害가 발생한 경우

의 損害賠償에 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被害者를 보호하고 原子力事業의 健全
한 발 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3.5.15, 2004.3.11>

  1. "원자로의 운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과 이에 부

수하여 행하는 핵연료물질 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원자핵분열생성

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운반· 장 는 폐기를 말한다.

    가. 원자로의 운

    나. 변환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가공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사용후핵연료처리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것

    마. 핵연료물질의 사용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것

    바. 방사성폐기물의 장·처리·처분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원자력손해"라 함은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과정의 작용 는 핵연료

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방사선작용 는 독성  작용에 의

하여 생긴 손해( 한 환경손상으로 인한 환경이용 련경제  이익의 

하는 특별조항이다. 원자력사업자에 해 엄격책임을 부담시키면서, 민간 원자력발

소 사업자가 최소 10 SDR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기타 시설운 자에게는 최소 3

억 SDR의 배상액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면 사업자의 배타   책임과 재정  

보증한도의 유지, 운송 의 사고 등의 원칙에 해 부합한다고 Grand father 조항

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제 3   CSC의 가입에 따른 한국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 안

한국의 CSC가입에 따른 법령의 개정사항은 부분의 국제원자력손해배상법의 

원칙을 수하고 있음에도 CSC와 공공기 의 개념도입, 공공기 의 각출, 구상권 

조항의 일치  공공기 부담 체약국의 구상권한 인정 등의 개정사안이 발생할 것

이다. 이러한 사항을 반 하여 략 인 개정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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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을 포함한다)와 다음 각목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당해 원자력사업

자가 받은 손해와 당해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손해를 

제외한다.

    가. 한 환경손상을 원상회복하기 하여 재난 리법 등 계 법령에 

의한 조치계획에 따라 취하 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비용

    나.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나 비용을 경감하거나 최

소화하기 하여 는 원자력사고를 발생하게 할 하고도 긴박한 

험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나 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소

화하기 하여 재난 안 리기본법 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방

사능방재 책법 등 계법령에 의한 조치계획에 따라 취하여진 방제

조치비용(방제조치로 인한 추가  손실 는 손해를 포함한다)

  3. "원자력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 는 각목의 자이었던 자를 말

한다.

    가. 원자로  계시설의 건설 는 운 허가를 받은 자

    나. 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는 출항의 신고를 한 외국원자력선운항자

    다.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마.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바.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 허가를 받은 자

    사.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 , 원자력안 문기 과 원자력

련용역  제품생산기

  4. "원자력사고"라 함은 원자력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게 할 수 있는 

하고도 긴박한 험이 있는 사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사건

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보충배상 약”이라 함은 1997년 원자력손해에 한 보충배상 약 본문

과 그 부속서를 말한다. 

  6. “보충기 ”이라 함은 원자력손해 배상을 한 보충배상 약 제IV조에 

명시된 방식에 의거하여 조성되는 공공기 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 용범 ) ①이 법은 한민국의 역( 해를 포함한다)  한민

국의 배타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로 인한 원자력손해에 하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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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이 법은 한민국 국민, 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는 한민국 정부가 입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을 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는 정부에 하여는 그 용을 배제 는 제

한할 수 있다.

第3條(無過失責任  責任의 集中등) ①原子爐의 運轉등으로 인하여 原子力
損害가 생긴 때에는 당해 原子力事業者가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그 損害가 국가간의 武力衝突, 敵對行爲, 內亂 는 叛亂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原子力損害가 原子力事業者間의 核燃料物質 는 그에 의하여 汚染된 

것의 運搬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當該 核燃料物質의 發送人인 

原子力事業者가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그 損害賠償責任
에 하여 原子力事業者間에 特約이 있는 경우에는 그 特約에 의한다.

  ③ 第1項 는 第2項의 경우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
任을 지는 原子力事業者 이외의 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④ 船舶에 設置한 原子爐의 運轉등으로 인하여 생긴 原子力損害에 하여

는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제881조의 規定은 

適用하지 아니한다.

  ⑤ 原子爐의 運轉등으로 인하여 생긴 原子力損害에 하여는 製造物責任
法의 규정은 이를 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배상책임한도) ①원자력사업자는 1원자력사고마다 3억 계산단 의 

한도안에서 원자력손해에 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

자 자신의 고의 는 그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  는 부작 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와 보충배상 약에 따른 보충기 이 원

자력사업자에게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계산단 "라 함은 국제통화기 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액을 말한다.

제3조의3 (보충기 ) ①정부는 법 제2조의 2 제1항의 지역에서 3억 계산단

를 과하는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충배상 약 제VI조와 제VII조에 따라 

다른 체약국들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보충기 을 요청하거나, 보충배상 약 제VI

조와 제VII조에 따른 다른 체약국들의 통보와 요청을 수하며, 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통보와 요청에 련하여 필요한 차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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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원자력사업자는 보충기  분담  산정에 포함되는 시설목록을 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충배상 약상 보충기 의 한민국 분담 은 3억 계산단 를 과

하는 원자력사고가 법 제2조의 2 제1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 원

자력사업자가 부담하며, 그 사고가 다른 체약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가 부담한다. 한민국 분담 의 조성방식과 그 운   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第4條(求償權) ①第3者의 故意로 인하여 생긴 原子力損害를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賠償한 原子力事業者는 그에 하여 求償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 求償權에 하여 特約이 있는 때에는 그 特約에 의한다.

  ③ 정부는 법 제3조의3의 보충기 이 제공된 경우에 다음과 같이 구상권

을 행사할 수 있다.

   1. 정부는 자신 는 보충배상 약 제III조 제1항 (b)의 분담 을 지불한 

국가들을 신하여 법 제3조의 3의 보충기 을 제공받은 원자력사업자

가 갖는 제 4조 1항의 구상권을 원자력사업자와 같이 행사할 수 있다.

第5條(損害賠償措置業務) ①原子力事業者는 原子力損害를 賠償함에 필요한 

措置(이하 "損害賠償措置"라 한다)를 한 후가 아니면 原子爐의 運轉등을 할 수 

없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措置는 原子力損害賠償責任保險契約  

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의 締結 는 供託으로 한다.

第6條(賠償措置額) ①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原子力損害賠償責任保險契約
金額  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金額 는 供託金額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賠償責任限度額의 범 안에서 原子力利用施設의 종류, 취 하는 核燃料物質의 

성질  原子力事故로 발생될 결과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액(이하 

"賠償措置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 은 原子力事業者가 原子力損害를 賠償함으로써 將
來의 原子力損害의 賠償에 충당할 金額이 賠償措置額에 未達하게 된 

경우에 原子力損害賠償의 履行을 확보하기 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原子力事業者에 하여 期限을 정하여 賠償措置額에 達하도록 補完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 있을 경우라도 第5條第1項의 規定은 適用
하지 아니한다.

第7條(原子力損害賠償責任保險契約) ①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原子力損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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賠償責任保險契約(이하 "保險契約"이라 한다)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原子力事
業者의 損害賠償責任이 생긴 때에 一定한 事由로 인한 原子力損害를 原子力事業
者가 賠償함으로써 생기는 損失을 保險者(保險業法에 의하여 責任保險을 營爲할 

수 있는 者에 限한다)가 이를 補塡할 것을 約定하고, 保險契約者는 保險者에게 

保險料를 支給할 것을 約定하는 契約을 말한다.

  ② 原子力事業者가 保險契約을 締結할 때에는 그 契約條件에 하여 교육

과학기술부장 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8條(損害賠償請求權의 優先) ①被害者는 損害賠償의 請求에 있어서 保險金
에 하여 다른 債權者에 優先하여 辯濟받을 權利가 있다.

  ② 被保險者는 被害者에 한 損害賠償額에 하여 自己가 支給한 限度 
는 被害者의 承諾이 있는 限度에서만 保險者에 하여 保險金의 支

給을 請求할 수 있다.

  ③ 保險契約의 保險金支給請求權은 이를 讓渡하거나 擔保로 제공하거나 

押留할 수 없다. 다만, 被害者가 損害賠償請求權에 하여 押留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9條(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 ①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原子力損害賠償
補償契約(이하 "補償契約"이라 한다)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原子力事業者의 

損害賠償責任이 생긴 때에 保險契約에 의하여 補塡할 수 없는 原子力損害를 原
子力事業者가 賠償함으로써 생기는 損失을 政府가 補償할 것을 約定하고, 原子
力事業者는 政府에 補償料를 納入할 것을 約定하는 契約을 말한다.

  ② 補償契約에 하여 필요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0條(補償請求權의 優先) 第8條의 規定은 補償金의 請求에 하여 이를 準
用한다.

第11條(供託) 損害賠償措置로서의 供託은 原子力事業者의 主된 事務所를 管
轄하는 地方法院에 金錢 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有價證券으로 한다.

第12條(供託에 의한 辨濟) 被害者는 損害賠償請求에 하여 原子力事業者가 

供託한 金錢 는 有價證券으로 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第13條(供託의 返還) ① 原子力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 의 承認을 얻어 供託한 金錢 는 有價證券을 返還받을 수 

있다.

  1. 供託에 갈음하는 다른 損害賠償措置를 한 경우

  2. 原子爐의 運轉등을 廢止한 경우

  ② 교육과학기술부장 은 第1項에 의하여 承認을 할 때에는 原子力損害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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償의 履行을 確保하기 爲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 안에서 返還時
期  額數를 指定하여 承認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2(소멸시효) ①이 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는 그 법정 리인이 그 손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신체상

해, 질병발생  사망으로 인한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第14條(政府의 措置) ①政府는 原子力損害가 발생한 경우에 原子力事業者가 

賠償하여야 할 損害賠償額이 賠償措置額을 과하며 한 이 法律의 目的을 達
成하기 爲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억 계산단 의 한도안에서 통령령

에 따라 原子力事業者에 對하여 필요한 援助를 한다.

  ②政府는 보충기 으로도 배상되지 아니한 원자력손해가 있는 경우에 이 

법률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  내에서 국회의 의결

에 따라 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원자를 한다. 

  ③ 정부는 第3條第1項 但書의 경우에 있어서 被害者의 救助  被害의 擴
大를 防止함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15條(原子力損害賠償審議會) ① 原子力損害의 賠償에 한 紛爭을 조정하

기 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原子力損害賠償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처리한다.

  1. 紛爭의 조정

  2. 第1號의 業務를 행하기 하여 필요한 原子力損害의 調査  評價
  3. 보충배상 약에 따라 제공된 보충기 의 배분  그와 련된 업무

  ③ 審議會의 組織·운 ·紛爭의 조정  그 처리에 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보고  檢査) ① 교육과학기술부장 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原子力事業者에 하여 보고를 命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  原子力事業者의 

事務所·工場 는 事業所(原子爐를 船舶에 設置하는 경우에는 그 船舶)에 出入하

여 그 原子力事業者의 帳簿·書類 기타 필요한 物件을 檢査하게 하거나 關係者에

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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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 는 質問을 행하는 公務員은 그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携帶하고 關係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提示하

여야 한다.

第17條(關係部處와의 協議) 교육과학기술부장 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部處의 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8條(適用의 排除) 第5條 내지 第13條의 規定은 政府가 原子力事業을 행하

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9條(罰則) 第5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는 300萬원이하

의 罰金에 處한다. 이 경우 倂科할 수 있다.

第20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
한다.

  1.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 의 보고를 한 者
  2.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는 기피하거나 質問에 하

여 陳述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 의 陳述을 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

학기술부장 이 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30日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 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

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 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
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표자나 법인 는 개인의 리인, 사용인, 그 밖

의 종업원이 그 법인 는 개인의 업무에 하여 제19조의 반행 를 하면 그 

행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 형을 과(科)한

다. 다만, 법인 는 개인이 그 반행 를 방지하기 하여 해당 업무에 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2條(國會에 한 보고) 政府는 상당한 規模의 原子力損害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그 損害의 狀況  이 法律에 의하여 取한 政府의 措置를 지체없이 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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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이 법  보충배상 약에 련한 사항은 보충배상 약이 발효되고 

한민국에 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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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사업자

(무과실책임∙책임집 )
정부

∙정상운 , 천재지변

∙지진, 해일, 폭풍우, 낙뢰

∙보험계약에 의해 미청

구/미지 된 피해자의 

손해

∙핵연료물질․원자핵분열에 

의한 손해(환경손해, 환경

이용 경제 손실)

 ※원자력사업자 손해  사

업자 종업원 손해 제외

∙국가간 무
력충돌, 
행

∙내란/반란

배상조치수단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승인

(정부)

배상조치액 

500억 원

(1만kW이상 원  

당)

배상책임한도

3억 SDR

(약5,400억원)

정 체결국

각출  배상

피해자 배상
조

치

정

부

조

치

   
공 공  
 기

손해액

CSC 약 보충배상조치 범④

민간보험계약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

험

정부보상계약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

약

① ②

  원자력사업자 배상책임 유한책임 범

※ 피해자 보호, 원자력사업자 건 한 발  도모
에 필요한 경우로 인정시 정부지원

③

★

<표1> CSC체제하의 한국원자력손해배상체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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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CSC 련 국제워크 개최  결과검토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가장 요한 연구사업인 CSC에 한 국제워크 의 

배경, 행사내용, 결과분석과 련 사항을 설명하도록 한다.

제 1   CSC 워크  배경

   미국은 1997년 CSC 약의 작성  IAEA 채택에 있어서 핵심 인 역할을 

하 다. 그럼에도 2008년 부시행정부의 비 까지 10여년의 시간동안 미국역시 가입

하지 않아서 CSC의 발효는 요원해 보 다. 그러나 부시 미국 통령은 2008년 미국

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국의 비 을 강력히 요구하 다.

   첫째, 미국이 원자력민사책임에 하여 어떠한 국제 약에도 가입하지 않음

으로써 미국의 원자력기술 공 자들이 잠재 으로 해외시장에서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제한의 제3자 민사책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CSC의 

가입은 이러한 문제 을 제거하여 미국의 기업들이 외국의 경쟁자들과 동등한 시장

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원자력건설자들

은 민간회사로서 원 수출에 있어서, 지 건설 후 원 사고시 원 피해자들이 미

국법원에 건설자의 과실에 한 손해배상청구 시에 미국원자력운 자들과 련되어 

용되는 원자력손해배상법인 Price-Anderson법이 용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에 한 막 한 무제한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에 한 염려를 항상 하여왔다. 

그러나 CSC가 발효되고 원 도입국이 약에 가입시에는 그 사고발생국에서의 

속 할권을 인정받아 미국 국내에서 외국에 건설한 원 의 사고를 이유로 소송이 

진행될 염려를 하지 않게 되므로 활발한 해외사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존하는 원자력손해배상 련 국제 약 하에서 미국 역 밖에 거주하

는 많은 잠재  희생자들이 원자력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 으로 충분하게 그리

고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CSC가 범

하게 비 을 받을 경우 그러한 보장을 제공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리 약

이 유럽국가 주의 지역체제이고, 비엔나 약이 공공기 의 메커니즘을 갖추지 못

함에 따른 부족함을 CSC가 보충해주고 있으므로 이에 한 효과로서 신속하고 확

실한 배상 안 망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8년 CSC에 가입 후 그해 10월 제29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 원회 

신규의제로 한국의 CSC가입이 의제로 채택되어 장기 인 가입 련 검토를 하기로 

합의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일본은 12월에 CSC가입에 한 조 계를 유지

키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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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C 련 한국의 응  연구 황 >

□ ‘03년 : 원자력손해배상 련 국제 약 가입  국내제도 기반 구축에 

한 연구(고려 /박기갑)

     ※ 북경수로사업의 추진과 한반도의 원자력법 체계 구축 련 수행

□ ‘08. 8 : 미국 표단,  교과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을 방문하여 가입

을 극 권유

□ ‘08. 10 : 제29차 한미원자력공동상설 원회 개최시 신규의제로 제안

     ※ 합의록에  추후 장기 인 검토 명시 

□ ‘08. 12 : 제9차 한일원자력 력 의회 개최

     ※ CSC 가입 련 한․일 양국 조 계 유지에 합의

□ ‘08.12 - ’10.2 :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연구(KINS/김상원)

□ ‘09.12.10 : CSC 계기  의견수렴(한수원, KINS, KAERI)

□ ‘09.12.20 : 외교통상부, 우리부에 CSC 가입에 한 의견 요청  회신 

  우리는 본격 으로 CSC에 한 정책연구를 통해 CSC와 우리법제와의 조화

를 모색하여 왔으며, 주변국과의 공동 력이 CSC를 통한 동아시아 원자력손해배상

체제 구축이라는 목 을 달성하기 한 필요조건이라고 보아 2011년 2월에 국제워

크 을 개최하 다.

  당  계획은 UAE와 만도 워크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 으나, 이루지 못하

고 IAEA, 한국, 미국, 일본, 국 문가와 원자력산업계, 발 사업자, 방사성폐기물

리자  각 국 정부담당자의 참여로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행사참여자는 미국 측 인사로는 국무성인사로서 잔 피터 라드보 변호사, 김

혜  국무성 한국담당자, 만K 조 미국 국제무역 원회, 벤 머 이 에 지국 변호사

가 참여하 으며, IAEA측에서는 조약과장인 톤 하우  변호사가 참석하 다. 일본

참석자로는 마사토 도이구치 와세다로스쿨 교수와 미호 마키노 일본 정부 담당자 

 주한 일본 사  서기 이 참석하 다. 

   국내 인사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과장  담당자, 외교부, 법무부, 

지경부 정부담당자와 한수원, 한국 력, 우건설, 건설, 방폐공단, 원자력의학

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 기술원등의 원자력손해배상 련자들이 참석하

여 총 70인의 국내외 문가와 정부담당자, 유 기  책임자들이 참석하 다.

아래는 이러한 CSC에 한 한국의 외교 , 정책  연 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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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12. : 미정부 방문단 교과부 방문(외교부, 지경부, 한수원 동시 방문) 

 우리나라 입장  의견 표명 

□ ‘10.6 - ’11.3 : 국제  수 의 원자력손해배상체제 구축방안 연구(KAERI/

이 성)

□ ‘10.7.20 : CSC 련 미 사 의 Waller참사 과 원자력국장 오찬회동

□ ‘10.8.25 : CSC국제워크  련 미 Waller참사 과 원자력국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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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 KAERI송기동 본부장의 “원자력이용과 안 의 요성 역설”

□ 축사: IAEA 톤하우  과장의 “범세계  원자력손해배상체계로서 CSC”

□ 축사:원자력방재과장의 “본 국제워크 의 의미와 향후 력방안”

□ 발표내용

 1. IAEA 톤하우  

   - 원자력손해배상법제의 특수한 원칙과 국제배상 약체계, CSC의 특징 

 용에 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 짐.

   - 재 로벌 원자력손해배상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곳이 상당하며, 아시

아도 그 의 하나이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회의는 의미가 큼

   - 원자력손해배상 약은 원자력시설운 자의 책임   단독책임의 원

칙, 비차별 인 배상, 최소보증 액의 확보 등의 원칙이 작동함.

   - IAEA주 하의 비엔나 약체제와 OECD의 리 약체계가 공존하며, 

CSC는 두 체제의 을 이루고자 함.

   - CSC의 공공기 은 원 발 용량과 유엔기여  비율별 산식으로 계산되

며, 원 미보유 주변국들의 피해보상을 해서도 바람직함. 

   - 재 미발효 인 CSC의 발효를 한 조건이 조속히 성숙되길 희망함. 

 2. 미국 벤머 이: 

   - 미국 라이스-앤더슨 법과 CSC의 용 련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 짐. 

미국의 공공기 은 원 수출기업들이 부담함.

   - 미국 원자력손해배상법인 라이스-앤더슨법은 CSC이 에 성립된 법제

제 2   CSC 워크  주요 발표내용

  리셉션(2011년 2월 24일 목요일)에서는 해외 문가  행사주최기 , 교과부 

련자 소개  의견교류와 회의계획과 추진사항에 한 국외 문가  정부 표단

의 소개가 있었으며, 본행사 (2월 25일)에서의 행사진행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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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특별한 미국법률변경없이 CSC가입가능하도록 약이 설계됨.

   - 미국의 CSC 약상의 국외사고에 한 공공기 은 미 원 수출자들이 

국가를 신하여 출연토록 되어 있으며, 미국 내 사고의 경우에는 재 

원 운 자 보험풀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음.

   - 미국도 사고발생지 국의 속재 할에 한 논의가 많았으나, 승

견지에서 수락하며, 원 수출자들의 안 을 해서는  속 할권을 

통한 법정소송지의 한정이 매주 요한 요건임.

  

 3. 일본 마사토 도이구치: 

   - 일본과 CSC의 간극은 크며, 가 공공기 을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소

규모 원자력시설에 한 보증책임문제, 주변국과의 재 할권  거

법원에 한 문제를 해소 하여야 함.

   - 일본도 원자력 약의 일반원칙인 책임   단독원칙을 원 운 자에

게 부가하고 있으며, 무제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한국원 사고시의 일본피해자에 한 일본법정에서의 소송은 가능하며 

이럴 경우 원 운 자의 책임한도는 일본법령이 지배될 것임. 

   - 한국원 사고 책임자의 책임법리는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아닌 일

반불법행 법률이 용될 여지가 있음. 

   - CSC가입 련하여 CSC공공기  납입주체와 소 원자력시설운 자에 

한 비용부담과 련하여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으며, 국- 만은 환

경 으로 원 피해 련국가의 력 역시 필요함.

 4. 한국 김상원: 

   - 한국원자력손해배상법 소개  CSC와의 간극해결을 한 고려사항을 

검토하 음. 

   - 한국 원자력손해배상법은 비엔나 약의 일반사항을 수하고 있으며

   - 배상조치액과 실제 책임한도의 공백에 한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며

   - CSC가입과 련하여 국내법의 개정사항을 사 에 이행시켜둘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 의 납부주체와 CSC가입 련 재정부담문제, 주변국과의 

실효 인 보호를 한 력문제, 외국법원의 속 할권 인정문제에 

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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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질의응답: 

   - 미-인도 원자력 력 정의 추진사항, CSC 기 부담국가의 권리, 일본의 

CSC동향, 외교부의 가입 련 망 사항이 논의됨.

   - 톤 하우 는 CSC에 한 상세한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할 비가 되어 

있으며, 재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손해배상법제에 한 자율권을 보유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음. 

   - 벤 머 이는 미국의 CSC가입으로 CSC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으

며, 한국, 일본 등 아시아국가의 원 보유국  수출국으로서의 이익에 

부합되므로 많은 논의와 력을 바람.

   - 마사토 도구이치는 일본의 원자력 수출자와 원 운 자의 이익을 잘 조

화하고, 아시아 련국의 CSC에 한 많은 력이 필요함. 그런 측면에

서 국 문가의 불참이 아쉬움.

   - 김상원은 한국원 운 자의 부담과 약의 여러 논 을 잘 악하여, 

국내외 이해당사자들이 납득 가능한 방안으로 응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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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별 고려사항 >                      

기획재정부 

 ○ CSC가입시 국가가 외 으로 국내사업자의 3억SDR보상을 한 상시 

보험  재정담보를 보장함에 따른 국가부담에 한 검토필요( 약3조)

    (*CSC 원자력손해범주 안에 보험회사 인수불가한 손해에 해서도 국가

가 보증해야 할 필요발생 하므로 -- 약1조 원자력손해  환경손해부분)

  ○ 공공기  납부에 한 국가부담부분 검토( 약4조)

제 3   CSC 워크  결과분석

   CSC워크 의 결과로서 미국의 경우 CSC가입으로 특별한 미국 국내법상의 

개정이 필요 없도록 정비하 음이 악되었다. 미국 국내사고로 인한 공공기 의 

각출분은 미국 원자력발 사업자가 부담하고, 타 체약국의 원 사고로 인한 공공기

의 부담은 미국 Westinghouse와 GE등이 구성한 미국원자력공 자 회에서 궁극

으로 부담하고 있다. 비록  제도가 자기책임의 원칙의 수에 따른 미 헌법상

의 헌요소가 없지 않지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이상 이러한 체제가 구축  유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CSC의 기 부담문제와 더불어 편서풍의 최종도착지로서의 

국과 한국의 원 사고시의 일본의 완 한 배상을 해 한국과 국으로의 재 할

권을 인정함에 있어서의 염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의 경우 아직 원자력손해배상법이 단일한 법으로서 존립되지 않은 상황

에서 자칫 CSC의 가입 등의 움직임은 국의 여건에 버거울 수 있으며, 외국 원

공 자들과의 계속 인 공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입장에서 국내 3억 SDR의 한도

책임을 원자력운 자에게 부담지우는 측면에서의 정책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번 워크 의 문가 참석을 국 외무성이 반 하 다고 추측된다. 

   한국은 이러한 주변국의 입장을 악할 수 있었으며, 차후 일본에서 원자력

손해배상에 한 IAEA주  워크 의 주최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우리 측 

문가와 정부담당자가 극 참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한국의 원

자력산업계와 련기 들의 입장을 청문하여 원자력수출자와 운 자, 정부부처들의 

고유권한상의 CSC가입을 한 상호 조채 을 확보하 다. 

   CSC가입과 련한 한국의 여러 련자들의 검토고려 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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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 미국CSC가입요구에 한 략  과실획득 략수립(부속서2조 조부조항)

  ○ 주변국 미가입시 우리의 선제  가입타당성 검토( 약5조 공간  용)

  ○ 원 수출시 원 운 자를 겸할 경우의 CSC에 따른 책임과

  ○ CSC 약의 국경 손해에 한 아국의 실효  보호를 한 국, 일

본과의 정책공조 구축 ( 약11조 기 배분제약 특칙)

 법무부

  ○ CSC가입으로 1)체약국 원 사고 후 아국 원자력 손해피해시, 2)타국 배 

타 경제수역에서 아국 원자력장치나 물질이 운송  사고시 원자력손

해배상 련 재 할권과 거법은 체약국법원 는 배타 경제수역 

체약국에서 보유하는 CSC원칙에 따른 주권유  발생사항 검토 ( 약13

조,14조)

 지식경제부

  ○ CSC가입과 해외원 수출과의 유 성분석(부속서3조 원 공 자 면책)

     - 미국 Westing House의 외수출시 CSC발효에 의한 원 사고 면책획 

득의 상력강화 등과 련한 아국 수출경쟁력 련 검토 ( 재 한   

원 수출시 WH사의 동의권보유 등과 련한 검토)

   ○ 원자력발 사업자  핵연료주기 사업자, 방폐물 리공단의 CSC에서 

요구하는 보상수 을 만족하는 보험료 부담 등에 한 검토 ( 약3조)

   ○ 핵연료  물질 운반 시 국내발송자인 경우 그 발송자의 운송  원자

력손해에 한 3억SDR 배상보험가입부담 검토

   ○ 원 수출시 원 운 자를 겸할 경우 CSC에 따른 책임과 (부속서3조)

   ○ 한 의 원 수출시 미Westing House사  미국 사 동의권 쟁   

CSC가입 과실 획득문제.

 교육과학기술부

   ○ CSC체약국들과 IAEA에게 국내원자력손해에 해 아국정부가 사업자

(발 로, 연구로, 핵연료주기시설, 방폐 리시설 등)의 최소 3억 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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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시 보험 는 재정  담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장할 의무 ( 약 

3조)

    { 리 약 2004 뤼셀개정의정서(7억 유로 배상한도유지의무)는 미 발효} 

   ○ CSC체약국의 사고발생 시 당해국가 국가보증배상  3억SDR을 과시

체약국별 원 발 량과 유엔분담  계산산식에 따른 기 납부 의무 

부담

   ○ 환경손해 (방제비용 등)에 한 사항은 국제보험계에서 인수불가 측

에 따라 국가가 그 손해에 한 3억SDR을 보증해야 하는 문제 ( 약1

조)

   ○ 주변국 미가입시 우리의 선제  가입타당성 검토

   ○ 각 부처별 역무타당성 조정  완 조

   ○ CSC 련 이행입법의 문제

   ○ 연구용원자로의 3억SDR 보장문제

   ○  정부부처  아래 기  입장 조율

원자력사업자 고려사항

원자력시설 사업자

   ○ 원자력손해배상한도의 최소 3억SDR의 상시보험 는 융장치 마련 

불가피 

   ○ 이로 인한 정부의 원자력배상조치액의 인상 

   ○ 원자력물질 발송시 운송책임강화

   ○ 원자력보험사의 인수거  손해 발생시 이에 한 처 

   ○ 국내사고시 정부제공 공공기 에 한 원 사업자의 납부의무 시 의

견 검토

원전 수출자

   ○ 원 수출과 CSC 약발효의 유 성

   ○ 원 수출시 원 운 자를 겸할 경우의 CSC에 따른 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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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방식처럼 원 수출자가 CSC의 수익자로서 국외사고시 정부제공 

공공기  납부의무 시 의견검토

원자력 시설 보험사

   ○ CSC 약 기 에 부합하는 원자력사업자별 3억 SDR보험료 산정문제

   ○ CSC원자력 손해  인수 가능  불가한 손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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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1971년 핵물질의 해상운송에서의 

민사책임에 한 약 법 분석

   정식명칭은 1971년 핵물질의 해상운송분야에 한 민사배상책임에 한 

뤼셀 약(Convention Relating to Civil Liability in the Field of Maritaime 

Carriage of Nuclear Material)로서 1971년 12월 17일에 채택되어 발효일은 1975년 

7월 15일이다.

   당사국은 2007년 6월 기 으로 17개국으로서 가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

크, 도미니카, 독일, 라트비아, 리베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

티나, 멘, 이태리, 랑스, 핀란드가 있다. 채택배경으로는 국제해사기구(IMO), 국

제원자력기구 그리고 경제 력개발기구(OECD)의 원자력기구인 NEA가 공동으로 

핵물질의 해상수송으로 야기되는 손해에 한 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기 한 국제

약을 채택하기 해 외교회의를 소집하 으며 그 결과 뤼셀 약을 채택하게 되

었다. 이 약의 채택목 은 동일한 원자력손해에 해 가령 선주의 배상책임을 다

루는 국제 약과 원자력사고로 야기된 배상책임을 원자력사업자에게 부과시키는 국

제 약 등이 동시에 용됨으로써 생겨나는 어려움과 충돌을 해결하기 해서이다.

   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문과 총 12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문에서는 

1960년 리 약과 1963비엔나 약에서 규정한 핵물질의 해상수송 도 에 발생한 

원자력사고로 말미암아 야기된 손해의 경우 원자력시설의 사업자가 그러한 손해에 

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국내법 규정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의 해상운송과 련 있는 국제 약을 

그 로 유지시키면서 핵물질의 해상소송 도 에 발생한 원자력사고로 야기된 손해

에 해서는 오직 원자력시설의 사업자만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

다. 

   해상운송사고의 면책사유로서는 원자력시설의 사업자가 1960년 리 약이

나 1963년 비엔나 약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이거나 만일 원자력시

설의 사업자가 원자력손해배상책임을 규율하는 국내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아울러 원자력시설 자체  운송수단에 한 피해에 해서도 면책된다.

   제3조에서는 면책사유의 제한으로서 원자력선 자체의 핵연료나 그에 의해 

생성된 방사능물질 는 방사성폐기물에 의해 발생한 원자력손해와 련해서는 원

자력선 사업자의 배상책임은 면책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본 약의 지향하는 바는 바로 원자력손해배상책임의 원자력시설운 자로

의 배타 ,  책임성을 해상운송에도 용하여 원자력 련 무역의 활발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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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송을 도모하고, 운송자의 책임을 경감시키고, 복 인 원자력보험인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원자력시설 운 자에게로 보험자원이 집 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

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우리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취지와 크게 어 나지 않는다. 우

리 원자력손해배상법 제2조의 2의 공간  용범 에는 해를 포함한 배타 경제

수역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도 우리법에 의거하여 원자력시설운 자가 독 , 배

타  책임을 1차 으로 부담하게 된다. 

    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간의 핵연료물질 

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당해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하여 원자력사업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원

자력사업자가 운송상의 원자력사고에 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약

에 있어서 우리법제가 크게 차이가 있지 않다. 

   이러한 우리법과 본 약상의 기본원칙인 원자력사업자가 해상운송시 원자

력손해에 한  책임을 부담함에 일치하고 있는 바, 약의 가입에 있어서 

특별히 한 한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 원자력발 소 수출시에 있어서도 원자력시설운 허가를 득할 자 역시 

원자력시설 건설자가 아닌 당해 수입국의 원자력시설 운 자가 원자력시설 

Operator로서의 사업자지 를 독 하게 되는 바, 본 약상의 책임주체는 원자력수

입국 시설운 자에게 귀결될 것이다. 

    다만, 약의 가입국들이 면면을 보면 미국, 일본, 캐나다, 국 등 우리와 

한 원자력시설  핵연료 수송과 련된 당사자들이 가입하지 않은 바, 시 하

게 보편  약으로서의 가입필요성은 두되지 않아 보인다. 한 에서 언 한 

CSC에서도 원자력시설운 자에게 해상운송사고에 한 책임성을 부속서 제3조의 

사업자인 Operator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해상운송상의 책임과 련한 본 

약의 필요성은 CSC에 한 우리의 정책 단에 따라 소멸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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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지난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지진  쓰나미와 그로 인한 동경

력이 운 하는 원 사고로 세계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으며, 아직 완 한 해결이 되

지 않은 채 방사성오염물질이 계속 바다와 기 에 방출되고 있다. 이 원 사고

는 정확히 본 연구에서 수행한 원자력손해배상에 한 국제워크  개최 후 2주가 

지나지 않아 발생하여 많은 시사 을 던져 주고 있다.

원자력손해배상과 련한 국제 약에 일본과 주변국인 한국, 국이 가입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일본 후쿠시마 사태로 인한 한국의 피해에 한 배상에 있어서는 

차 으로 우리 토, 해 는 배타  경제수역에서의 발생 피해　  손실의 확

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상가능 손해로서는 ①아국 수역의 오염피해  환경방제비용, ②아국 수산업 

 기타 산업의 직  경제  손실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소문, 풍문으로 인한 

매출 조 손해,③ 일본거주 한국 국민의 직  피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손해가 확정되면 국내법원에 일본 원 사업자의 원 사고에 한 한국

피해에 해 한국법원은 민사상의 재 할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으며, 국내법에 

따라 일본 원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한국 원자력사

업자에게 용되는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용되지 않고 불법행 나 환경 련 법률이 

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방안으로는 일본법원에 한국의 피해에 해 일본원 사업자를 상으

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일본원자력손해배상법이 용되며, 타 

일본 내 피해자들과 동등한 지 를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할 문제가 견된다. 

물론 와 더불어 한국피해에 한 정부의 외교 , 국제법  해결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유엔해양법 약상의 “독성 혹은 유해물질을 방출”과 련한 책임이나 

원자력손해배상 약에 보편 으로 확립된 원자력 손해와 비차별  배상원칙의 용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같이 한국과 주변국간의 확립된 원자력손해배상 약에 가입되지 않은 경

우 배상청구의 차상, 시간 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는 본 연구목 의 하나인 국제  

수 의 원자력손해배상체제의 구축의 한국, 국, 일본의 동아시아의 력의 필요성

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유럽국가 심의 리 약이 OECD주 으로 1960년에 채

택되어 서유럽국가가 심이 된 지역배상체제임에 비해 비엔나 약은 IAEA주 으

로 1963년 채택되어 비유럽국가 심의 35개국이 가입되었으며, 배상한도의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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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R을 최소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의 핵심인 CSC는 비엔

나 약체제에 더해서 공공기 을 각출하여 피해국에게 제공하는 체제를 보강하여, 

범세계 으로 원 보유국가와 비보유국가에게도 가입을 통한 원자력손해배상체제의 

혜택을 하고자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일본, 국은 어느 원자력 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각자 자국

법상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법리의 주요원칙은 따르고 있으면서도 상호 환경 으로 

향을 주고받는 이웃국들과의 통합 인 범세계 인 배상  응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워크 에서도 한반도 주변 이웃국들의 호응이 그리 극 이지 않음이 확

인되었으며, 국은 아직 독립 인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

본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 주변국인 한국과 국은 자국의 원자력손해가 발생할 경

우  체제에서는 특별한 배상메커니즘을 작동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한, ,일의 한반도 주변국간의 원자력손해배상체제구축의 

시 가 되는 워크 의 개최로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겠다. 한 우리 국내 으로

도 CSC의 가입과 기 부담주체, 재 할권의 인정 등의 사항에 한 내부  련

당사자들과의 의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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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Major n clear accident ith ide scale damageMajor nuclear accident with wide-scale damage:

ÆCurrent situation:ÆCurrent situation:
• Compensation may not be adequate or guaranteed
• Claims may be asserted in many countries• Claims may be asserted in many countries
• No certainty on legal principles applicable to the nuclear

accident

IAE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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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This is why it was felt necessary to create a special• This is why it was felt necessary to create a special
nuclear liability regime with the following principles:

IAEA 3

Nuclear Liability PrinciplesNuclear Liability Principles

1.
CHANNELING OF

LIABILITY 2.
ABSOLUTE

7.
NON ABSOLUTE

LIABILITY
NON-

DISCRIMINATION

36 PRINCIPLES
3.

MINIMUM
AMOUNT

6.
CHANNELING OF
JURISDICTION

4.
LIABILITY
LIMITED IN

TIME

5.
MANDATORY
FINANCIAL
COVERAGE

IAEA
TIME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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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The CSS is part of that special regime and follows those
principlesprinciples

IAEA 5

International Nuclear Liability Instruments of
the Special Regimethe Special Regime

OECD IAEA

Nuclear Liability Principles

OECD
REGIONAL

IAEA
GLOBAL1988 Joint Protocol

1960 Paris Convention

2004 Protocol revising
1963 Vienna Convention

Brussels

g
the Paris Convention

1997 Revised
Vienna Convention

Supplementary Conventions

1997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IAEA
Supplementary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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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Main purpose of the CSC is :

• To create a global regime of nuclear liability

• To serve as “umbrella” over:

1. Paris States
2 Vienna States2. Vienna States
3. Annex States

IAEA 7

Purpose
UmbrellaUmbrella

Global RegimeGlobal Regime
All CSC PartiesAll CSC PartiesAll CSC PartiesAll CSC Parties

Paris States Vienna States Annex StatesParis States Vienna States Annex States

Apply basic principles
In Paris Convention

Apply basic principles
in Vienna Convention

Apply basic principles
In Annex

At l t 300 illi SDR d ti l lAt least 300 million SDRs under national law
International fund from contributions by CSC Parties

IAE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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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Gl b l i ld

• Guarantee availability of meaningful amount of

Global regime would:

• Guarantee availability of meaningful amount of

compensation

• Remove uncertainty about legal principles

• Be attractive to nuclear and non-nuclear States

•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uclear projects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uclear projects

• Contribute towards ensuring nuclear safety

IAEA 9

Main features: Free Standing

Unlike the 1988 Joint Protocol linking the Paris Convention and
the Vienna Convention, the CSC is a freefree--standingstanding instrumentinstrument, gg
openopen toto allall StatesStates thatthat acceptaccept:

• Basic principles of nuclear liability law

f f• Broad definition of nuclear damage

• Exclusive jurisdiction of country where accident occursExclusive jurisdiction of country where accident occurs

• Compensation based on 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fund

IAE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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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eatures: uniform liability principles

Uniformity of law

• National law must be based on basic nuclear liability
principles which are common to Paris Convention,principles which are common to Paris Convention,
Vienna Convention and Annex

IAEA 11

Main Features: uniform damage concept

Nuclear Damage in the CSC:Nuclear Damage in the CSC:

• mandatory definition of damage in domestic law
• similar to 1997 Vienna Convention
• responds to longstanding concernsp g g
• identifies types of damage to be compensated:

- personal injury and property damage
- economic losseconomic loss
- environmental damage
cost of preventive measures- cost of preventive measures

IAEA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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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eatures: uniform jurisdiction rules

CSC ensures uniform rules on jurisdiction:

• identical to 1997 Vienna Convention• identical to 1997 Vienna Convention
• enhance traditional jurisdictional rules

b d l f d l t• based on law of sea developments
• responsive to coastal States concerns

Basic rule: Contracting Party has exclusiveg y
jurisdiction over nuclear accident in its territory,
t it i l EEZterritorial sea or EEZ

IAEA 13

Amounts of compensation

CSC compensation framework has two tiers of assured
compensation:p

• First tier: Installation State must
guarantee the availability of at least
300 million SDRs under its national
law

• Second tier: International fund to which
ll C t ti P ti tall Contracting Parties must
contribute

IAEA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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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unts of compensation contd.

Fi t ti ti l ti tFirst tier : national compensation amount

• Installation State must guarantee availability of at least
300 million SDRs

• Flexibility on how Installation State makes funds
available under national law

Ph i 150 illi SDR i i til 29 S t• Phase-in: 150 million SDRs minimum until 29 Sept.
2007

IAEA 15

Amounts of compensation contd.

Second tierSecond tier :

•If damage claims exceed 300 million SDRs, then CSC
provides for second tier to supplement compensation
available under national law

•Second tier is international fund to which all
Contracting Parties must contributeg

IAEA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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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unts of compensation contd.

• Amount of second tier (international fund) is not fixed

• Each Contracting Party’s contribution is based on aEach Contracting Party s contribution is based on a
number of factors, including:

• Installed nuclear capacity of nuclear reactors
within a Contracting Party at time of incident

• Contracting Party’s UN rate of contribution

IAEA 17

Contributions calculation

Calculation:
• 90% on the basis of installed nuclear capacity of
nuclear reactors within Contracting Parties

• 10% on basis of State’s UN rate of assessment

Thus:
• Nuclear States pay most• Nuclear States pay most

• Non-nuclear States pay less than 5% of total fund

Non-nuclear States on minimum UN rate of assessment
will not have to contribute

IAEA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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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s: reactor v. installation

CSC covers all incidents at nuclear installationsCSC covers all incidents at nuclear installations

But for purpose of international fund:
• Installed nuclear capacity is based on nuclear reactorsp y
• non-reactor nuclear installations are not calculated
• non-reactor State contributes as non-nuclear Statenon-reactor State contributes as non-nuclear State

In practice, States with many non-reactor installations
also have many reactor installationsalso have many reactor installations

IAEA 19

Contributions: cap

•Cap operates in early stages of compensation
i t i i i i b d f St tregime to minimize excessive burden for States

with high installed nuclear capacity

•Cap will start to phase out when total installed•Cap will start to phase out when total installed
nuclear capacity reaches 625,000 units

IAE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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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cation of funds: territorial scope

• National compensation fund: Æ flexible

I t ll ti St t f t i l d l d dInstallation State free to include or exclude damage
suffered in a State not party to CSC

• International compensation fund: Æ limited

Not for damage suffered in non-Contracting States
Transboundary damage: only CSC States other than
Installation StateInstallation State

IAEA 21

Allocation of funds: transboundary

• Special treatment of transboundary damage

• International fund:International fund:
• 50% for damage suffered within CSC Contracting
PartyParty

• 50% exclusively for transboundary damage (damage50% exclusively for transboundary damage (damage
suffered within CSC Contracting Party but outside
Installation State )

IAEA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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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into force

• CSC will enter into force when ratified by:

i i f 5 St t ith• minimum of 5 States with

• minimum of 400 000 units of installed nuclear capacityminimum of 400,000 units of installed nuclear capacity

• Latest Status
• Contracting States : 4 (Argentina Morocco Romania• Contracting States : 4 (Argentina, Morocco, Romania,
United States of America)

• Signatories : 14• Signatories : 14

IAEA 23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IAEA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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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 Main Features

Whatever figure is established as the operator’s liability limit or as the limit of insurance or other
cover for such liability may appear to be inadequate in the event of a major nuclear incident causing
extensive damage.

That explains why, at the national level, the legislation of several nuclear countries, even if they are
not party to any international convention, provides that damage exceeding the operator’s liability, or the limit
of liability cover, is to be compensated, to some extent, on the basis of public funds.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1960 Paris Convention was soon followed by the 1963 Brussels
Convention supplementary thereto, which created a system of supplementary compensation based, in part, on
public funds provided by the Installation State and, in part, by all the Contracting parties together. But the
Brussels Convention created a merely regional system: at the world level, there was until recently no system
for supplementary compensation. One of the purposes of the 1997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CSC) is to provide for precisely such a system.

But the CSC is more ambitious than that: perhaps its principal purpose is to create a global regime
of nuclear liability in order to serve as an “umbrella” over the present fragmented situation characterized by
the existence of (a) a group of States party to the 1960 Paris Convention, (b) another group of States party to
the 1963 Vienna Convention and/or the 1997 Vienna Protocol amending the 1963 Convention, and (c) a third
group of States which are party to no international convention on nuclear liability.

The creation of such a global regime, ideally including both nuclear and non nuclear States, would
(a) remove legal uncertainty and thus (b)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uclear projects and (c)
contribute towards ensuring nuclear safety, while at the same time (d) guaranteeing the availability of a
meaningful amount of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a nuclear accident.

Unlike the 1988 Joint Protocol linking the Paris Convention and the Vienna Convention, the CSC is,
therefore, a free-standing instrument, open to all States, irrespective of whether or not they are party to
either one of those conventions. However, all States party to the CSC are expected to abide by the basic
principles of nuclear liability law. For this reason, the CSC sets out in an Annex a number of rules, which are
consistent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both the Paris Convention and the Vienna Convention: unless they
are party to either the Paris Convention or the Vienna Convention, States wishing to join the CSC will have
to conform their domestic law to those rules. A special “grandfather clause” is, moreover, contained in the
Annex to the CSC (Article 2)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the situation of the United States, whose domestic
law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in respect of nuclear damage predates both the Paris Convention and the
Vienna Convention.

Leaving aside the special situa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SC will, therefore, ensure that all
Contracting Parties have legislation in place conforming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nuclear liability law,
even if, for some reason, they do not wish to join either the Paris Convention or the Vienna Convention.
While allowing a great degree of flexibility to national law, the CSC does require that all Contracting Parties
conform their domestic law to the definition of nuclear damage set forth in Article I. This definition, like
the identical definition in the 1997 Protocol to amend the Vienna Convention, responds to longstanding
concerns by explicitly identifying the types of damage that can be compensated: in addition to personal
injury and property damage, the definition deals with the extent to which economic loss, environmental
damage, and the cost of preventive measures can be compensated.

In addition, the CSC will ensure that all Contracting Parties have uniform rules on jurisdiction, as
set forth in Article XIII. These rules, like the identical rules in the 1997 Protocol to amend the Vienna
Convention, enhance the traditional rules on jurisdiction common to both the Paris Convention and the
Vienna Convention by taking into account recent developments in the law of the sea and the concerns of
coastal States over maritime shipments of nuclear material. More specifically, they provide that the courts of
a Contracting Party wi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claims for nuclear damage resulting from a nuclear
accident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or, if that State has no EEZ, in an area of equivalent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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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ing now to the amounts of compensation available under the CSC, the system envisages two
tiers: the Installation State must ensure the availability of the first tier of compensation, whereas the second
tier will come from an international fund to which Contracting Parti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As for the first tier, which may be called the national compensation amount, the Installation State
must ensure the availability of at least 300 million SDRs. This is, in any case, a minimum amount: the
Installation State is free to establish a higher amount if it so wishes. On the other hand, for a transitional
period, which will expire on 29 September 2007 (irrespective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CSC), the
Installation State will be allowed to ensure the availability of a lower amount, though not lower than 150
million SDRs.

In respect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amount, is important to point out that the CSC does not itself
specify how the Installation State is to make those funds available. As a result, each Contracting Party has a
great degree of flexibility, subject, of course, to its obligations under other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which it may be a Party, such as the Paris Convention or the Vienna Convention: it is free to determine the
limit, if any, of the operator’s liability and the extent to which the operator is required to maintain insurance
or other financial security; however, if the operator’s liability and/or insurance or other cover for such
liability is fixed at an amount lower than the national compensation amount or is otherwise unavailable, the
Installation State will have to make public funds available in order to cover the difference.

If the national compensation amount is inadequate to ensure the payment of all claims for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the CSC envisages a system pf supplementary compensation whereby all
Contracting Parties are obliged to contribute to an international fund. The amount of the second tier of
compensation is not, however, fixed by the CSC, which merely establishes a formula on the basis of which
the contribution of each Contracting Party is to be calculated. As a result, the total amount available will
depend on the number of such Contracting Parties at the time of the nuclear incident and, especially, on the
number of Contracting Parties with nuclear reactors.

In fact, under the formula for the calculation of contributions, ninety percent of the total amount
of the international fund will result from contributions calculated on the basis of a State’s installed nuclear
capacity, whereas the remaining ten percent will result from contributions calculated on the basis of a State’s
UN rate of assessment. As a result, most of the money will come from the nuclear States, which will have to
contribute both on the basis of their installed nuclear capacity and on the basis of their UN rate of assessment.
Non nuclear States will only have to contribute to ten percent of the total fund on the basis of their Un rate of
assessment. In addition, non nuclear States on the minimum UN rate of assessment will not be required to
make any contribution.

It is, moreover, necessary to point out that, although the CSC compensation regime covers damage
caused by incidents in (or related to) other nuclear installations also, only nuclear reactors are to be taken
into account in order to determine a State’s installed nuclear capacity. As a result, nuclear installations other
than nuclear reactors are not taken into account in order to calculate a State’s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fund, and a State having nuclear installations but no nuclear reactors would contribute on the same basis as a
genuinely non nuclear State.

Finally, the CSC also envisages a cap on the contributions from any one State, unless that State is
the Installation State in relation to the nuclear incident. However, the cap is expected to operate in the early
stages of the compensation regime only. Under Article XX, the CSC will enter into force when ratified, or
acceded to, by at least five States with at least 400,000 units of installed nuclear capacity.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and until the convention is ratified by a high number of States with nuclear reactors,
the formula for calculating contributions might have created a situation where one or more States with a high
nuclear capacity would have been required to provide an excessively large share of the supplementary
compensation amount. The cap is intended to avoid this, and will start to phase out when the total installed
nuclear capacity of the Contracting Parties reaches the level of 625,000 units.

As for the allocation of the funds for compensation, a distinction has to be made between the
national compensation amount and the international funds to be made available by all the Contracting Parties
together. The national compensation amount is to be made available to compensate damage suffered both
inside and outside the Installation State. On the other hand, the funds to be made available by all the

- 16 -



Contracting Parties in order to compensate damage in excess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amount are to be
distributed in a different way: one of the main features of the CSC is in fact the special treatment of
transboundary damage.

Under the CSC, fifty percent of the international funds is to be used to compensate damage suffered
both inside and outside the Installation State, whereas the remaining fifty percent is to be used exclusively to
compensate transboundary damage. However, the allocation of the international funds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ional compensation amount made available by the Installation State. In fact, if, in the transitional
period, the Installation State avails itself of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national compensation amount
lower than 300 million SDRs, the percentage of international funds exclusively available for compensating
transboundary damage is to be increased accordingly. If, on the other hand, the Installation State makes
available a national compensation amount of 600 million SDRs or higher, then the whole amount of
supplementary compensation is to be used to compensate damage suffered both inside and outside the
installation State.

Of course, in order for transboundary damage to be compensated, it must always be suffered within
the geographical scope of the CSC. In this respect also, a distinction is to be made between the two tiers of
compensation. In respect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amount, the CSC leaves the Installation State free to
include or exclude damage suffered in a State not party to the CSC. But this freedom is subject to obligations
deriving from other liability conventions to which the Installation State may be a party, such as the Paris
Convention, the Vienna Convention and the 1988 Joint Protocol linking the two conventions. On the other
hand, when it comes to the second tier of compensation, the CSC makes it very clear that the international
funds to be made available by all the Contracting Parties together will not be available to compensate
damage suffered in non-Contracting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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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Liability Law of USA and 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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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CSC

PRESENTATION
BY

BEN!MCRAE
ASSISTANT!GENERAL!COUNSEL!

USDOEUSDOE

REASONS FOR CSCREASONS!FOR!CSC

• Protect citizens of CSC Member States• Protect!citizens!of!CSC!Member!States

• Facilitate!international!commercial!
arrangements

Add i i l ibili i• Address!international!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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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 CITIZENSPROTECT!CITIZENS

• Assure!prompt!compensation!with!minimum!
f liti tiof!litigation

• Establish minimum amount of compensationEstablish!minimum!amount!of!compensation

• Require!financial!guarantee!for!this!amount

• Cover!broad!range!of!nuclear!damage

• Require!fair,!equitable!and!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all Member State citizenstreatment!of!all!Member!State!citizens

FACILITATE!COMMERCIAL!
ARRANGEMENTS

• Channels!all!legal!liability!exclusively!to!the!
ibl tresponsible!operator

• Prohibits lawsuits against suppliers investorsProhibits!lawsuits!against!suppliers,!investors!
or!any!person!other!than!the!responsible!
operator

• Grants exclusive jurisdiction to courts of oneGrants!exclusive!jurisdiction!to!courts!of!one!
Member!State!(usually,!country!where!nuclear!
incident!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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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RESPONSIBILITYINTERNATIONAL!RESPONSIBILITY

• International!community,!and!especially!
t i th t t l j t hcountries!that!promote!nuclear!projects,!have!

responsibility!to!ensure!adequate!legal!p y q g
framework!to!compensate!nuclear!damage

b h l• CSC!requires!Member!States!to!have!national!
law!that!incorporates!international!nuclear!p
liability!standards

• CSC!establishes!international!fund!

ENTRY INTO FORCEENTRY!INTO!FORCE

• US!became!fourth!State!to!ratify!CSC!in!2008

• CSC!will!enter!into!force!when!ratified!by!one!
or more States with sufficient installed nuclearor!more!States!with!sufficient!installed!nuclear!
capacity!to!raise!the!combined!installed!

l f ll b bnuclear!capacity!of!all!Member!States!above!
the!required!minimum!400,000!unitsq ,

• Ratification!by!Japan!or!by!Canada!and!ROK!
would!bring!CSC!into!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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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FOR RATIFICATIONREQUIREMENTS!FOR!RATIFICATION

CSC!is!open!to!any!country!that:

• Incorporates!international!nuclear!liability!
standards into its national lawstandards!into!its!national!law,!

• Assures!availability!of!at!least!the!minimum!
compensation!amount!(300!million!SDRs),

• Covers nuclear damage as defined in CSC• Covers!nuclear!damage!as!defined!in!CSC,!

• Accepts jurisdictional rules in CSC, andAccepts!jurisdictional!rules!in!CSC,!and

• Agrees!!to!contribute!to!international!fund

CSC!BENEFITS!FOR!NEIGHBORING!
COUNTRIES

• Promote!public!confidence!that!citizens!of!all!
M b St t ill b t t d f i l i tMember!States!will!be!treated!fairly!in!event!
of!nuclear!incident!in!neighboring!countryg g y

• Assures!availability!of!compensation!for!
b d dtransboundary damage

• Provides clarity concerning transportProvides!clarity!concerning!transport!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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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FUNDINTERNATIONAL!FUND

• Contributions!based!primarily!on!a!Member!
State’s installed nuclear capacityState s!installed!nuclear!capacity

• Ten!percent!of!contributions!based!on!a!
Member!State’s!UN!rate!of!assessment

• Contributions must be made if and only if a• Contributions!must!be!made!if,!and!only!if,!a!
nuclear!incident!occurs!and!the!court!
d t i l t l f d ill bdetermines!supplemental!funds!will!be!
necessary;!no!need!to!set!aside!funds!ahead!
of!time

IMPLEMENTATION OF CSC IN USIMPLEMENTATION!OF!CSC!IN!US

• With!respect!to!a!nuclear!incident!within!the!US,!
Article 2 of the CSC Annex deems the systemArticle!2!of!the!CSC!Annex!deems!the!system!
established!by!Price‐Anderson!Act!!to!be!in!
compliance!with!the!requirements!of!the!CSC!
AnnexAnnex

• With!respect!to!a!nuclear!incident!outside!the!US!
over!which!US!courts!have!jurisdiction,!the!
requirements!of!the!CSC!Annex!are!self‐executing!q g
in!accordance!with!the!chapeau!to!the!CSC!An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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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ANDERSON SYSTEMPRICE‐ANDERSON!SYSTEM

• Price‐Anderson!Act!fits!over!existing!tort!law

• Aggregate!legal!liability!of!all!persons!for!
nuclear damage resulting from nuclearnuclear!damage!resulting!from!nuclear!
incident!is!capped!at!approximately!$13!billion

• Price‐Anderson!Act!establishes!an!
indemnification system that pays theindemnification!system!that!pays!the!
economic!cost!of!legal!liability!and!thus!
assures!compensation!of!victims

PRICE ANDERSON SYSTEM (CONT)PRICE‐ANDERSON!SYSTEM!(CONT)

• First!tier!of!indemnification!is!approximately!$300!
million and comes from commercial insurance ormillion!and!comes!from!commercial!insurance!or!
other!financial!security!maintained!by!operator!
responsible for nuclear incidentresponsible!for!nuclear!incident

• Second!tier!of!indemnification!covers!remainder!
of!aggregate!legal!liability!and!comes!from!a!
retrospective!pooling!arrangement!that!includes!p p g g
operators!of!all!commercial!nuclear!power!plants!
in USin!US

• USG!guarantees!indemnification!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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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ING US CONTRIBUTIONFUNDING!US!CONTRIBUTION

• USG!will!make!US!contribution!to!international!
fundfund

• US!law!requires!beneficiaries!of!CSC!to!reimburse!
USGUSG!

• Reactor!operators!are!viewed!as!the!primary!p p y
beneficiaries!of!CSC!with!respect!to!nuclear!
incidents within the USincidents!within!the!US

• Nuclear!suppliers!are!viewed!as!the!primary!
b fi i i f CSC ith t t lbeneficiaries!of!CSC!with!respect!to!nuclear!
incidents!outside!the!US

FUNDING US CONTRIBUTION (CONT)FUNDING!US!CONTRIBUTION!(CONT)

• CSC,!in!effect,!serves!as!insurance!policy!to!
protect operators and suppliers from claimsprotect!operators!and!suppliers!from!claims!
for!nuclear!damage

• US!law!requires!beneficiaries!to!pay!
retrospective insurance premium if, and onlyretrospective!insurance!premium!if,!and!only!
if,!USG!makes!contribution!to!international!
fundfund

• Retrospective!premium!is!amount!of!USG!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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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ING US CONTRIBUTION (CONT)FUNDING!US!CONTRIBUTION!(CONT)

• With!respect!to!a!nuclear!incident!within!the!US,!
retrospective premium would be paid byretrospective!premium!would!be!paid!by!
operators!with!funds!already!required!to!be!
available under the Price Anderson Actavailable!under!the!Price‐Anderson!Act!

• With!respect!to!a!nuclear!incident!outside!the!US,!
retrospective!premium!would!be!paid!by!nuclear!
suppliers!pp

• USDOE!is!conducting!regulatory!proceeding!to!
develop formula to allocate premium amongdevelop!formula!to!allocate!premium!among!
nuclear!suppliers!on!basis!of!risk

- 28 -



BENEFITS OF THE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Introduction

A global nuclear liability regime based on wide-spread adherence to the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CSC is a critical element of the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achieving the full benefits of nuclear power with respect to climate change, energy
security and economic growth. The CSC was developed to attract wide-spread adherence by (1)
assuring, in the unlikely event of a nuclear incident, the prompt availability of meaningful
compensation with a minimum of litigation and other burdens and thereby promoting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rojects, and (2) providing legal certainty concerning potential liability and
thereby facilitating participation in nuclear projects by operators, suppliers, investors and insurers.
In addition, the CSC contains features especially beneficial to a country (1) that does not have any
nuclear power plants located within its territory or (2) that might be affected by a maritime accident.
The benefits of the CSC are most pronounced in the context of neighbouring countries. After
discussing the benefits of joining the CSC, this paper provides answers to a number of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CSC

Benefits of the CSC

What are the benefits of increased use of nuclear power?

Nuclear power can help address many of our world’s most pressing concerns. It is a clean, reliable,
economic source of energy that can be used to meet a significant portion of current demand for
energy, as well as anticipated future increases in demand. Increased reliance on nuclear power to
generate electricity will permit many millions of people throughout the world to experience an
improved and sustainable quality of life. In addition, by decreasing dependence on fossil fuels,
nuclear power can alleviate price volatility in energy markets and potential supply shortages and
disruptions. Moreover, nuclear power produces large amounts of energy with no emissions of
pollutants such as NOx or SO2, and no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such as CO2.

Why is the CSC essential to fully achieving the benefits of nuclear power?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aken a number of actions to foster the
use of nuclear power in a safe and secure manner. One of the most important actions was adoption
under the auspice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of the CSC to serve as the basis for a
global nuclear liability regime. Such a global regime is a critical element of the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esigning, constructing and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and ensuring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se plants. In the absence of a global regime,
concerns about potential liability will continue to make many operators, suppliers and investors
reluctant to participate in nuclear projects.

How will a global regime based on the CSC address the concerns of suppliers and investors
about potential liability if they participate in new nuclear projects?

Uncertainty concerning their potential legal liability has made many investors and nuclear suppliers
extremely reluctant to engage in new nuclear projects or even become involved in existing nuclear
projects. The CSC reaffirms the principle that jurisdiction over a nuclear incident lies only with the
courts of the country where the incident occurs. Accordingly, a global regime based on wide-
spread adherence to the CSC will provide certainty that all legal claims resulting from a nuclear
incident will be litigated in only one forum (that is, a court in the country where the nuclear incident
occurs) and that the competent court will apply the principles of nuclear liability law. In the
absence of treaty relations pursuant to the CSC, there is no certainty that claims will be litiga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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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one forum or that the principles of nuclear liability law will be applied in all forums. In fact, a
major concern of suppliers, investors and other potential participants in nuclear projects is that
lawsuits will be brought not only in the country where the nuclear project is located but also in the
countries where they or other participants are located. The uncertainty, however, extends beyond
how many lawsuits will be brought. Even if a country has a domestic nuclear law that incorporates
the basic principles of nuclear liability law, it cannot be assumed such a law would apply to a
nuclear incident at a nuclear facility outside that country. Indeed, in the absence of treaty relations,
it is unlikely that a court would apply a domestic nuclear liability law to nuclear incidents at nuclear
power plants located outside that country. For example, the U.S. domestic nuclear liability law (the
Price-Anderson Act) provides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for nuclear incidents at nuclear
power plants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but does not cover nuclear incidents at nuclear power
plants located outside the United States. Accordingly, if a U.S. court took jurisdiction over a
nuclear incident at a nuclear power plant located outside the United States, it would apply normal
tort law and not the special provisions of the Price-Anderson Act that channel liability to the
operator and limit the amount of liability.

What are the primary benefits of joining the CSC?

A global nuclear liability regime must attract broad adherence from both countries that use nuclear
power to generate electricity (generating States) and countries that do not use nuclear power to
generate electricity (non-generating States). Accordingly, the CSC was developed to provide
benefits that would attract broad adherence by both generating States and non-generating States.
Specifically, the CSC (1) provides legal certainty on the treatment of lega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resulting from a nuclear incident and (2) assures, in the unlikely event of a nuclear incident,
the prompt availability of meaningful compensation with a minimum of litigation and other burdens.

How does the CSC provide legal certainty?

The CSC achieves legal certainty by requiring each member country to have national law on
nuclear liability that is based on the Paris Convention, the Vienna Convention or the Annex to the
CSC and that incorporates the provisions in the CSC on jurisdiction, compensation and the
definition of nuclear damage. This requirement ensures that the national law of each member
country will reflect the basic principles of nuclear liability law, which include: (1) channelling all
lega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exclusively to the operator; (2) imposing liability on the operator
without the need to demonstrate fault, negligence or intent; (3) granting exclusive jurisdiction to the
courts of the country where a nuclear incident occurs; (4) permitting liability to be limited in
amount and in time; and (5) compensating damage without any discrimination based upon
nationality, domicile or residence.

Why is legal certainty important?

Legal certainty (1) facilitates participation in nuclear projects and (2) facilitates prompt provision of
compensation with a minimum of litigation and other burdens.

How does legal certainty promote the benefits that result from increa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esigning, constructing and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All countries will benefit from the increased use of nuclear power because of the beneficial effects
on the global economy, on energy prices and supplies, and on efforts to address global climate
change. Legal certainty is essential for investors, nuclear suppliers and plant operators (including
electrical utilities) to engage in nuclear projects. Specifically, many investors and nuclear suppliers
will not participate in nuclear projects in the absence of channelling liability exclusively to the
operator and implementation of the other principles of nuclear liability law. Operators also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nuclear projects if they know the extent of their potential liability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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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an secure insurance or take other measures to ensure they will have sufficient funds available
to cover their potential exposure in the event of a nuclear incident. This knowledge also permits the
rates charged for electricity generated by nuclear power plants to reflect the costs associated with
insurance or other measures. Making the operator exclusively liable permits the insurance industry
to maximize the amount of coverage it can make available to an operator since it can concentrate all
available funds in a single policy.

How does the CSC assure meaningful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promptly with a
minimum of litigation?

All countries have a strong interest in assuring that, in the unlikely event of a nuclear incident, their
citizens receive meaningful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promptly with a minimum of
litigation and other burdens. The CSC has been developed specifically to achieve this beneficial
result.

The principles of nuclear liability law represent a legal approach that focuses on compensating
damage promptly with a minimum of litigation. Incorporation of these principles into national law
eliminates the need to prove who is responsible for causing a nuclear incident, whether there is fault,
negligence or intent, or whether there are any legal defences that might be raised. Under ordinary
tort law, resolution of these and other legal issues could take many years, give rise to multiple
appeals and divert limited funds from compensating damage to paying legal fees. In contrast, under
the principles of nuclear liability law, the only issues to be resolved are whether the nuclear incident
caused the damage and, if so, what is the amount of the damage. Accordingly, claims should be
paid promptly with little or no litigation.

Making the operator exclusively liable for nuclear damage permits the insurance industry to
maximise the amount of coverage it can make available to an operator since it can concentrate all
available funds to insure the operator against claims for nuclear damage. If claims could potentially
be raised against other entities in addition to the operator, the insurance industry would have to
allocate the funds available for insuring against nuclear damage claims among policies issued to the
operator and these other entities.

Granting exclusive jurisdiction to the courts of the member country where a nuclear incident occurs
means all claims will be brought in one forum. Thus, claimants will not have to take part in
proceedings in two or more countries to ensure compensation. In addition, since most nuclear
damage is likely to occur in the vicinity of the nuclear incident, most claimants will not have to
participate in proceedings far from where they live. Requiring all claims to be brought in the courts
of one country minimizes the possibility that funds available for compensating nuclear damage will
be exhausted before all claims are considered. To ensure claimants from all countries receive equal
and fair treatment, the CSC requires all claims to be consider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based on
nationality, domicile or residence.

The CSC also requires member countries to recognise final judgments rendered by the courts of the
member country with exclusive jurisdiction over a nuclear incident and to make them enforceable
without re-examination of the case. This greatly benefits claimants since, in the absence of such a
treaty obligation, it is unclear whether and, if so, under what conditions, the courts of one country
will recognise and enforce judgments rendered by a court in another country.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in cases where the entity against the judgment is issued has few, if any, assets located in
the country where the judgment is issued.

The CSC recognises that prompt compensation with minimum litigation is only attractive if there is
an assured and meaningful amount of compensation available to claimants. The CSC addresses this
concern by requiring the Installation State to guarantee the availability of a first tier amount of SDR
300 million and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fund to provide an additional source of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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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o assuring the availability of a meaningful amount of compensation, the CSC makes
this compensation available to cover a broad range of damage. Specifically, the CSC requires all
member countries to adopt a broad definition of nuclear damage. Moreover, the CSC makes clear
that application of the definition is based on the law of the competent court (that is,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nuclear incident occurs) and thus will reflect the normal practice in the country
where most of the damage is likely to occur.

What aspects of the CSC are especially beneficial to non-generating States?

As noted previously, all countries will benefit significantly from the increased use of nuclear power
to generate electricity because of the beneficial effects on climate change, energy security and
economic growth. In addition, many non-generating States are connected to electrical grids for
which a portion of the electricity is generated by nuclear power and thus will benefit directly from
the generated electricity.

The provisions of the CSC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fund were developed to be especially
attractive to non-generating States. First, most of the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fund will
come from generating States. Specifically, 90% of the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fund will be
based on the installed nuclear capacity in a member country and thus will come from only those
member countries where reactors are located. The remaining 10% of the contributions will be based
on the UN rate of assessment of a member country. Given that many generating States have a large
UN rate of assessment, it is likely that, as a group, non-generating States will provide no more than
2 or 3% of the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fund. Second, one-half of the international fund is
reserved exclusively for transboundary damage (that is, damage outside the Installation State),
which is the type of damage most likely to affect non-generating States.

In addition, the CSC recognizes that the need to adopt national law might be a disincentive to a
country that has no nuclear industry and thus has no need for a nuclear liability regime, except as a
contingency in the event of an incident in its territory, territorial sea or EEZ. Accordingly, the
CSC is clear that a member country need not enact implementing legislation to the extent its
national legal framework makes treaty provisions directly applicable without the need for
legislation. The CSC also is clear that a member country with no nuclear installations on its
territory need only implement those provisions of the CSC necessary to give effect to its
obligations under the CSC.

Why would it not be more beneficial for citizens of a country, and especially of a non-
generating State, to sue in their national court for damage resulting from a nuclear incident
in another country?
The CSC is designed to provide prompt compensation to the citizens of all member countries with a
minimum of litigation. The CSC is explicit that the court with jurisdiction under the CSC cannot
discriminate among claimants from member countries. Claimants need only demonstrate whether
the nuclear incident caused the damage and, if so, what is the amount of the damage. Payment of
these claims is guaranteed through the availability of at least 300 million SDR’s and the amount
contributed to the international fund. All of these funds are available for claims relating to
transboundary damage and one half of the international fund is reserved exclusively for
transboundary claims. The CSC also contains provisions to ensure judgments are easily enforceable.
This greatly benefits claimants from a country where the operator has few, if any, assets located.
Accordingly, transboundary claims should be paid promptly with little or no litigation.

On the other hand, if a claimant brought a claim in the court of a non-member country, the claimant
could potentially sue anyone for an unlimited amount of compensation. However, the claimant
would need to prove who is responsible for causing a nuclear incident and whether there is fault,
negligence or intent, as well as litigate the applicability of any legal defenses that might be ra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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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of these and other legal issues could take many years, give rise to multiple appeals and
divert limited funds from compensating damage to paying legal fees. Moreover, unlimited liability
does not translate into unlimited compensation for damage. A claimant can collect the damage
amount in a judgment only to the extent the tortfeasor has insurance or other financial assets to pay
the judgment amount and those assets are located in a jurisdiction in which the judgment is
enforceable.

What aspects of the CSC are especially beneficial to countries that might be affected by a
nuclear incident during the maritime transport of nuclear material?

The CSC recognizes recent developments in the Law of the Sea and the concerns of coastal States
over maritime shipments of nuclear material by providing that the courts of a member country wi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claims for nuclear damage resulting from a nuclear incident in its
exclusive economic zone (EEZ). This provision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judicial proceedings
will take place in the vicinity of the nuclear incident and that most claimants will not have to
participate in proceedings far from where they live.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in the case of
nuclear incidents during maritime shipments where the responsible operator may be located in a
country thousands of miles from the site of the incident.

The CSC responds to longstanding concerns over the definition of nuclear damage in a manner that
is especially beneficial to countries that might be affected by a maritime nuclear incident. In
addition to personal injury and property damage, the enhanced definition includes five categories of
damage relating to impairment of the environment, preventive measures, and economic loss. The
definition is clear that application of the definition is based on the law of the competent court and
thus will reflect the normal practice in the country where most of the damage is likely to occur.

Why is it especially beneficial for neighboring countries to join the CSC?

As noted previously, uncertainty concerning their potential legal liability has made many investors,
nuclear suppliers and other potential participants extremely reluctant to engage in or acquire any
property, financial or other interest in new or existing nuclear projects. In assessing their liability
exposure, potential participants look not only at the domestic nuclear liability law in the country
where the project is located, but also at the domestic nuclear liability law in neighboring countries
that might suffer nuclear damage in the event of a nuclear incident and whether there are treaty
relations among these countries concerning nuclear liability. They are concerned about the situation
in these neighboring countries because, in the absence of treaty relations concerning nuclear
liability, a court in a neighboring country is very likely to take jurisdiction over a nuclear incident
that causes nuclear damage in the country where the court is located. (A potential participant also
will look at the situation in countries where it or other participants are located or have significant
activities related to the project since courts in these countries may use such connections as a basis to
assert jurisdiction over a nuclear incident involving the project.)

How will joining the CSC benefit a country that might be the location of a nuclear incident
over which a U.S. court might take jurisdiction?

It is reasonable to expect a U.S. court to take jurisdiction over a nuclear incident that causes damage
to U.S. citizens or that involves a nuclear project with a participant located in or having significant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Once a U.S. court takes jurisdiction over the nuclear incident, it will
not confine the judicial proceeding to damage suffered by U.S. citizens but rather will deal with all
damage resulting from the nuclear incident, including damage suffered by citizens of any country.
A U.S. court will apply normal tort law (and not the Price-Anderson Act and accept claims against
not only the operator of the power plant, but also against the owner or anyone else associated with
the power plant, anyone who supplied components, equipment or services used in connection with

- 33 -



the power plant, and anyone else for whom an argument of legal liability could be made. Claims
will not be limited to claims against U.S. individuals and businesses but may be brought against
individuals and businesses from any country. There will be no limit on the liability amount for any
defendant and punitive damages may be available. Given that nuclear power plants might be
characterized as ultra-hazardous facilities, a U.S. court may adjudicate claims against all or some
defendants on the basis of strict liability. After enduring many years of litigation and incurring
substantial legal expenses, the operator and other defendants may be found legally liable and
subject to judgments several times higher than any limit on liability that may exist in the courts of
the country where the nuclear incident occurs.

The prospect of the scenario describ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can have a chilling effect on the
willingness of potential participants to engage in or acquire any property, financial or other interest
in new or existing nuclear projects. By joining the CSC to which the United States already belongs,
a country will eliminate this scenario since its courts wi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nuclear
incidents within its territory.

Frequently Asked Questions

What is the CSC?

The CSC is an international treaty that addresses the treatment of legal liability resulting from a
nuclear incident. The CSC was negotiated during the 1990’s under the auspice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adopted at a Diplomatic Conference in Vienna during September 1997.

What are the purposes of the CSC?

The CSC provides the framework for a global nuclear liability regime that will: (1) assure the
availability of a significant amount of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promptly with a minimum
of litigation; and (2) provide legal certainty as to how legal liability for a nuclear incident will be
treated and how compensation will be made available.

Why is the CSC important?

A global nuclear liability regime based on the CSC is essential to: (1) fully realizing the potential
benefits from nuclear power with respect to economic development, living standards, energy prices
and supplies, and the environment; (2)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esigning,
constructing and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and (3) ensuring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se
plants.

How does the CSC provide the basis for a global nuclear liability regime?

A global nuclear liability regime must attract broad adherence from all countries. Accordingly, the
CSC was developed to attract broad adherence by countries that use nuclear power to generate
electricity, as well as countries that do not use nuclear power to generate electricity. First, the CSC
is a free-standing instrument open to all States. Second, the CSC contains a number of features that
make it attractive all countries (whether or not they use nuclear power to generate electricity).

What does it mean that the CSC is a free-standing instrument?

Free-standing means a country can join the CSC without also having to become a member of the
Paris Convention or the Vienna Convention. The free-standing nature of the CSC is important
because countries with a majority of the existing and planned nuclear power plants (including
Canada, China, Indi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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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with no nuclear power plants, are not members of the Paris Convention or the Vienna
Convention. The CSC makes a global regime possible by providing an umbrella instrument that can
fit over and accommodate countries that belong to the Paris Convention or the Vienna Convention,
as well as those countries that do not belong to either liability convention but are willing to accept
the basic principles of nuclear liability law as set forth in the context of the Annex to the CSC.

Why is the free-standing nature of the CSC important?

Many countries, and especially countries with no nuclear power plants, have been unwilling to join
the Paris Convention or the Vienna Convention because they perceive these Conventions as not
focusing sufficiently on the concerns of those who might suffer nuclear damage in the event of a
nuclear incident. The CSC maintains the basic principles of nuclear liability law set forth in the
Paris Convention and the Vienna Convention, while including provisions to addresses many of the
issues that have discouraged many countries from joining the Paris Convention or the Vienna
Convention. Specifically, the CSC contains enhanced provisions on the amount available to
compensate nuclear damage, the definition of nuclear damage, and the treatment of maritime
nuclear incidents. This more balanced approach is fundamental to attracting the broad adherence
necessary for a global regime.

What features of the CSC makes it attractive to all countries?

The CSC contains features that (1) provide legal certainty on the treatment of lega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resulting from a nuclear incident, and (2) assure the prompt availability of
meaningful compensation with a minimum of litigation and other burdens.

How difficult would it be to bring a claim under the CSC?
As noted previously, the CSC minimizes the need for litigation and grants exclusive jurisdiction o
the countries where most of the damage is likely to occur. Thus, bringing claims under the CSC
should be considerably less difficult than under ordinary tort law where potential claimants might
have to engage lawyers for protracted periods of time and, in some cases, deal with a distant
foreign court. In fact, since a claimant needs only show causation and amount of damage, there is
a strong likelihood that most claims could be resolved through an insurance claims adjustment
process without resort to the court system. As a practical matter, if a nuclear incident were to
occur, potential claimants would be informed very quickly as to how to file claims with insurance
adjustors and such claims would likely be paid in a prompt and consistent manner. Resort to
judicial proceedings would likely only be needed where there was a dispute as to whether a
particular type of damage was covered by the competent court.

How does the CSC assure the availability of meaningful compensation?

The CSC assures the availability of a meaningful amount of compensation by providing for two
tiers of compensation. The amount of the first tier must be at least 300 million Special Drawing
Rights (SDRs) (approximately $450 million). The expectation is that operators of nuclear plants
will cover the first tier amount by securing insurance. To the extent funds from the liable operator
are insufficient to cover the first tier amount; the CSC requires the member country where the
nuclear plant is located to make public funds available to cover the difference. If claims for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exceed the first tier amount, the CSC requires member countries
to contribute to an international fund that will provide the second tier of compensation. The amount
of the second tier of compensation is not fixed, but rather is dependent on the number of nuclear
power plants in member countries and will increase as the number of such plants increase. If most
countries with nuclear power plants adhered to the CSC today, the amount of the second tier
currently would be more than 300 million SD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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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the CSC require member countries with no nuclear power plants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fund?

Yes. All member countries must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fund, except for those countries that
have no nuclear installations and that pay the minimum UN rate of assessment. The provisions of
the CSC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fund, however, were developed to be especially attractive to
countries with no nuclear power plants. First, most of the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fund
will come from countries with nuclear power plants. Second, one-half of the international fund is
reserved exclusively for transboundary damage (that is, damage outside the country where the
responsible operator is located).

While only a small percentage of the total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fund will come from
countries with no nuclear power plants, this contribution represents a very important element of
international solidarity. In addition, given the interdependencies in the world today, all countries
will benefit from the increased use of nuclear power to generate electricity. Moreover, a member
country, regardless of whether there are any nuclear installations located on its territory, receives
important advantages by adhering to the CSC, including the assurance of meaningful compensation
and exclusive jurisdiction over nuclear incidents in its territory, territorial sea or EEZ.

How does the CSC address concerns about the definition of nuclear damage?

In addition to assuring the availability of a meaningful amount of compensation, the CSC makes
this compensation available to cover a broad range of damage. Specifically, the CSC requires all
member countries to adopt a broad definition of nuclear damage, which covers all categories of
damage that are normally covered today. The CSC responds to longstanding concerns over the
definition of nuclear damage by explicitly identifying the types of damage that are considered
nuclear damage. In addition to personal injury and property damage, the enhanced definition
includes five categories of damage relating to impairment of the environment, preventive measures,
and economic loss. The definition is clear that application of the definition is based on the law of
the competent court (that is,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nuclear incident occurs) and thus will
reflect the normal practice in the country where most of the damage is likely to occur. The
enhanced definition thus provides certainty that the concept of nuclear damage includes impairment
of the environment, preventive measures, and certain economic loss, while recognizing that detailed
implementation of this concept is best left to national law.

How does the CSC deal with the principle that a single court should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a nuclear incident?

The CSC reaffirms the principle that jurisdiction over a nuclear incident lies only with the courts of
the country where the incident occurs. Specifically, the CSC requires other member countries to
recognize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the member country where a nuclear incident
occurs and to refrain from asserting jurisdiction over the incident. The CSC updates this principle
to cover not only nuclear incidents in the territory or territorial sea of a member country but also
nuclear incidents in its exclusive economic zone (EEZ). This enhancement recognizes recent
developments in the Law of the Sea and the concerns of coastal States over maritime shipments of
nuclear material.

Would a country that is party to the Paris Convention or the Vienna Convention have to
change its national law to join the CSC?

The CSC has been developed to minimize,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the actions that a
country that is a party to the Paris Convention or the Vienna Convention would need to take to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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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SC. Thus, a country that is a party to the Paris Convention or the Vienna Convention would
have to change its national law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reflect the provisions in the CSC that
apply to all member countries. These provisions include (1) ensuring the availability of at least 300
million SDRs, (2) implementing the enhanced definition of nuclear damage, and (3) extending
coverage to include all member countries. None of these actions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Paris Convention or the Vienna Convention. Annex States would have to take similar actions, as
well as ensure their national laws were consistent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nuclear liability law
set forth in the Annex.

Must each member country, including a member country with no nuclear installations on its
territory, have national law on nuclear liability?
The CSC is clear that a member country must have national law based on the Paris Convention,
the Vienna Convention or the Annex to the CSC. A member country also must implement the
overarching provisions in the CSC, including those related to jurisdiction, compensation and the
definition of nuclear damage.

The drafters of the CSC recognized that the need to adopt national law might be a disincentive to
some countries, especially a country that has no nuclear industry and thus has no need for a
nuclear liability regime, except as a contingency in the event of an incident in its territory,
territorial sea or EEZ. Accordingly, the CSC is clear that a member country need not enact
implementing legislation to the extent its national legal framework makes treaty provisions
directly applicable without the need for legislation. The CSC also is clear that a member country
with no nuclear installations on its territory need only implement those provisions of the CSC
necessary to give effect to its obligations under the CSC.

Where can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CSC be found?
The Explanatory Texts for the 1997 Vienna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nd
the 1997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provides a detailed
discussion an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CSC and its provision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2004)) (the Explanatory Texts can be found by going to the subsection on liability
at the Office of Legal Affairs homepage at the IAEA website ( http://ola.iaea.org/ ). The
Compensation Convention: Path To A Global Regime for Dealing With Legal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SC. (Ben McRae, 61 Nuclear
Law Bulletin 25 (1998)) (available at: http://www.nea.fr/html/law/nlb/NLB-61 ). The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Catalyst for a Global Nuclear Liability
Regime provides a discussion of some of the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since the adoption of the
CSC. (Ben McRae, 79 Nuclear Law Bulletin 17 (2007)) (available at:
http://www.nea.fr/html/law/nlb/nlb-79/welcome.ht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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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Liability Law of China and CSC

Bo Huaitao
China Instit te of N clea Info mation and EconomicsChina Institute of Nuclear Information and Economics

Brief Introduction to China's nuclear developmentBrief Introduction to China s nuclear development

Chinese Government attach great importance to nuclear

energy development.

By 2020, non-fossil energy will account for 15% of

primary energy consumptionprimary energy consumption .

By 2020, carbon dioxide emissions per unit of GDP would

be reduced by 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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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especially after 2004,Chinese nuclear
power industry develop very fast. Now, installed
capacity of nuclear power plant is about 10.8 millionp y p p
KW. There are about 28 Nuclear power units under
construction Capacity under construction is about 30construction. Capacity under construction is about 30
million KW.

¢ Long-term plan of nuclear power plant in China is
being amended The original plan of 40 million KWbeing amended. The original plan of 40 million KW
by 2020, will be adjusted to 70-80million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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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respect of technology, China will master third-
generation nuclear power technology includinggeneration nuclear power technology including
AP1000 nuclear technology transferred from the
W ti h d EPR t h l t f d fWestinghouse, and EPR technology transferred from
France. Through further innovation, China will get
mo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B i f I d i h l l f i2. Brief Introduction to the legal system of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for nuclear damage

A. There is 3 or 4 levels of Chinese law

¢ frist level:NPC(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the NPC Standing Committee
have the rights of legislation. Law, in a narrow sense ,can be drafted by NPC/ NPChave the rights of legislation. Law, in a narrow sense ,can be drafted by NPC/ NPC
Standing Committee.

¢ second level:Administrative regulations made by the State Council;¢ second level:Administrative regulations, made by the State Council;
¢ or local laws and regulations, made by the provincial people's congresses and their

standing committees

¢ Third level : Regulations made by The State Council ministries, provincial
governments, the provincial capital city.g , p p y

Some specil regulations made by government,with a low force, are similar to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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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 special regulations

By far,there are only 2 special regulations about they , y p g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which are 2
Approval Reply of State Council to the nuclearpp p y
company.

In 1986, for the Daya Bay Nuclear Power Station
importation from France, China issued a " the

l thi d t l li bilit (Gapproval on third party nuclear liability (Guo
Han(1986), NO.44)".
It j t h t l b t it t bli h dIt was just a very short approval, but it established
basic principles of the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in
ChinaChina .
It had played a very sigificant role in the nuclear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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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nts of Guo Han(1986) NO 44The contents of Guo Han(1986), NO.44

¢ First, in PRC, the company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 unit designated by government, or supplyplant unit designated by government, or supply
nuclear materials in nuclear power plants, processing,
transportation, are the nuclear power plant or nuclearp , p p
facility operators. Operator shall obtain legal status.

¢ Second, the operator assumes absolute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other people do not take anynuclear damage; other people do not take any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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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for nuclear damage caused by a nuclear accident,
maximum aggregate amount of compensation for all the victims
are 80 million yuan(RMB)are 80 million yuan(RMB).

¢ if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exceeded the maximumif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exceeded the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PRC
government shall provide necessary, l imited financial

ti th i li it 300 illi (RMB)compensation, the maximum limit are 300 million yuan(RMB) .

¢ F th Ri ht f R if th l i id t¢ Fourth, Right of Recourse: if the nuclear incident
results from an act or omission done with intent to
cause damage, against the individual who has acted
or omitted to act.

¢ Fifth, nuclear damage caused by nuclear accidents,, g y ,
as a direct result of armed conflict, hostilities, riots, or
serious natural disasters, None of the operators isp
l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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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xth, the victims of nuclear incidents have the right
to ask the operator for compensation in three yearsto ask the operator for compensation ,in three years
from the date they have known or should have known
the victims of nuclear damage; However Rights ofthe victims of nuclear damage; However, Rights of
compensation shall be extinguished if an action is not
brought within ten years from the date of the nuclearbrought within ten years from the date of the nuclear
incident.

¢ Seventh,nuclear damage from nuclear incidents in
the PRC jurisdiction lie with the courts within whichthe PRC ,jurisdiction lie with the courts within which
the nuclear incident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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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al Reply of the State Council on Compensation
for Liability for Damage Arising from Nucleary g g
Incidents” (Guo Han [2007] No.64,)

issued by the State Council on June 30, 2007 is the
controlling legal authority under the law of the PRCcontrolling legal authority under the law of the PRC
on the subject of third party nuclear liability.

Guo Han [2007] No 64 mainly includeGuo Han [2007] No.64, mainly include

First, defination of nuclear power plant or nuclear
facility operatorsfacility operators.

1) within the territorial boundaries of PRC,
2) b i l l li di l2) obtain legal personality according to law
3) to operate nuclear power plants, civil research
reactors, experimental reactors, civil engineering
units

4) or engaged in civil nuclear fuel production, transport
and spent fuel storage, transportation, re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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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the operator should compensate for
personal injury, property damage or environmentalpersonal injury, property damage or environmental
damage liability caused by nuclear incidents.

Someone other than the operator is not liable for
damagesdamages.

Thi d d d b th l i id t¢ Third, damage caused by the nuclear incident across
the PRC border, according to treaty or agreement of
PRC d th l t t iPRC and the relevant countries .

If there is no treaty or agreement, then use the equal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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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consider the same operator established in
the same site as one nuclear facilitythe same site as one nuclear facility

Fifth, for nuclear damage involving more than 2
operators, and the responsibility of operators can not
be clearly distinguished, the relevant operators shall
b j i tl d ll li bl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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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th, If the nuclear damage was the direct result of
armed conflict, hostilities, war or riots, the operator is
not liable for damages.

Seventh, to operators of nuclear power plants and spent fuel
storage, transport, post-processing, maximum of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caused by a nuclear incident is 300 milliong y
yuan(RMB)

As far as other operators concerned,The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is 100 million yuan(RMB)compensation is 100 million yuan(RMB).

Nuclear damage surpass the maximum of compensation,
government shall provide financial compensation with maximum
amount of 800 million yuan(RMB).

If a major nuclear incident happened government shall increaseIf a major nuclear incident happened, government shall increase
the amount of financial compensation, which is assessed by the
Stat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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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ghth, operators should make appropr iate
arrangements to have financial guarantees tog g
compensate timely and effectively

Before operating of the nuclear power station or
spent fuel storage transport post-processingspent fuel storage, transport, post processing,
operator must purchase enough liability insurance to
meet their liability limitsmeet their liability limits

Ninth, If the operators and others signed a written
contract about recourse agreement the operator cancontract about recourse agreement, the operator can
recourse to others according to the contract .

Nuclear accident damage was caused by a
person’s willful act or omission the operator can
recourse to th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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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th，the natural persons legal persons and otherTenth，the natural persons, legal persons and other
organizations have the right to seek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nuclear inccidents.damages caused by nuclear inccidents.

The contents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jurisdic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 Atomicjurisdic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Atomic
Energy Law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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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tomic Energy Law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Draft)"of China (Draft)"

In Guo Han 2007 NO.64, " Atomic Energy Law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Draft)" should enactePeople s Republic of China (Draft) should enacte
regulations about nuclear liability.

the Atomic Energy Law is being enacted, China's law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does not made
much progress. In the 1980s, China put forward the
formulation of the "China Atomic Energy law", aimed
to tender an unified, comprehensive law specific to
atomic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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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w has not yet been adopted. With the recent
acceleration of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acceleration of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chinese government recognized the need for an
Atomic Energy Law Therefore the draft law is underAtomic Energy Law. Therefore, the draft law is under
revision.

Energy Law in China is also being enacted.
Provisions of Atomic Energy law can not conflict withgy
the Energy Law ,but when the Atomic Energy law
shall be adopted is unknown.In China, the legislationp , g
is a lo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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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law relating to atomic energyChinese law relating to atomic energy

"Radioactive Pollution Control law " the only law in aRadioactive Pollution Control law , the only law, in a
narrow sense,which is enacted by NPC,

Eight regulaitonsEight regulaitons

Eight regulaitonsEight regulaitons

1) "Regula t ions on Safe ty and Pro tec t ion o f
Radioisotopes and Radiation Devices ";

2) "Regulations on Nuclear Material Control";
3) " Regulations on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3) Regulations on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Civil Nuclear Equipment ";

4) " Regulations on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4) Regulations on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Civil Nuclear Safety Equi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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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Regulations on Emergency Management of
Nuclear Accident at Nuclear Power Plant ";

6) " Regulations on Nuclear Export Control ";
7) " Regulations on Export Contronl of Nuclear7) Regulations on Export Contronl of Nuclear
D u a l - p u r p o s e G o o d s a n d R e l a t e d
Technologies";“Technologies ;

8) " Regulations the Administration of Radioactive
Drug "Drug.

There are 13 chapters of provisions in Atomic EnergyThere are 13 chapters of provisions in Atomic Energy
Law(draft)law, including a specific chapter for nuclea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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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nts mainly include:

Operators of nuclear facilities should be liable to
personal injury, property damage caused by nuclear
accident.The State Council should enact specific
detailed regulations.

¢ a) joint and several liabilitya) .joint and several liability
b) .principle of compensation limits,

th i f tisurpass the maximum of compensation ,
financial support from State.
Operators are required to purchase nuclear
liability insurance.y
c).regulations on nuclear liability insurance
should be formulated by the State Councilshould be formulated by the Stat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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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 t t f li it tid). statute of limitations :
casualties, within 30 yearsfrom the date of the, y
accident
property damage within 3 yearsproperty damage ,within 3 years.
e). nuclear damage caused by nuclear accident

th b d h ll b t dacross the border shall be compensated
according to bilateral agreements with the
countries concerned.

f) jurisdiction the courts which has jurisdiction in thef). jurisdiction, the courts which has jurisdiction in the
place where the accident occurred.

g). exemptions, nuclear damage directly caused by the
armed conflict, hostilities, riots, terrorist attacks, operator
of nuclear facilities is not liable for damages.
If nuclear operator could prove that damage was caused
by the intentional act or omission they will not be liable forby the intentional act or omission, they will not be liable for
compensation to the actors.

- 59 -



¢ In 2003, China began its research to enact new
regulation of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the
draft include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joint and
several liability, transportation liability, compensation
limitation, the nuclear accident investigation,
jurisdiction,etc. However, it can not be adopted easily.

4 problems about Nuclear liability law of China4. problems about Nuclear liability law of China

¢ (A) the Approval Reply itself is
¢ too simplep
¢ a low level of law,
¢ with low compensation limitation¢ with low compensation limitation
¢ with no definition of nuclear damage,

geographical scope is not clear

- 60 -



(B) Atomic Energy Law provides the principle of
nuclear liabiltiy ,yet it will take a long time to enact.

(C) Specific regulation is still in the research period.( ) p g p

(D) Nuclear liability law is not given adequate(D) Nuclear liability law is not given adequate
attention

With the booming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in AsiaWith the booming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in Asia,
participation in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is significant to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is significant to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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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ll I Chi th N l Li bilit l i till t¢ Finally, In China, the Nuclear Liability law is still not
perfect, we are actively learning from developed countries
i l di S th K US J d th t iincluding South Korea, US, Japan and other countries.

¢ We hope to get more suggestion and advice fromp g gg
you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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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rief Introduction to China's nuclear development

Chinese Government attach great importance to nuclear energy development.
In 2009,At the UN climate change summit opening ceremony, President Hu Jintao,

said that china would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By 2020, non-fossil energy will account for 15% of primary energy consumption .

In November 2009, the State Council made decision and announced that by 2020,
carbon dioxide emissions per unit of GDP would be reduced by 40% -45% .
In recent years, especially after 2004,Chinese nuclear power industry develop very fast.

Now, installed capacity of nuclear power plant is about 10.8 million KW. There are about
28 Nuclear power units under construction. Capacity under construction is about 30 million
KW.

Long-term plan of nuclear power plant in China is being amended. The original plan of
40 million KW by 2020, will be adjusted to 70-80million KW.

In the respect of technology, China will master third-generation nuclear power
technology including AP1000 nuclear technology transferred from the Westinghouse, and
EPR technology transferred from France. Through further innovation, China will get mo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Brief Introduction to the legal system of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A. There is 3 or 4 levels of Chinese law

l frist level:NPC(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the NPC Standing Committee have
the rights of legislation. Law, in a narrow sense ,can be drafted by NPC/ NPC Standing
Committee.

l second level:Administrative regulations, made by the State Council;
l or local laws and regulations, made by the provincial people's congresses and their

standing committees

l Third level : Regulations made by The State Council ministries, provincial governments,
the provincial capital city.

l Some specil regulations made by government,with a low force, are similar to law.

B. By far,there are only 2 special regulations about the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which are 2 Approval Reply of State Council to the nuclear company.

In 1986, for the Daya Bay Nuclear Power Station importation from France, China issued
a " the approval on third party nuclear liability (Guo Han(1986), NO.44)". It was just a very
short approval, but it established basic principles of the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in
China ,It had played a very sigificant role in the nuclear trade.
The contents of approval letter NO.44 mainly include:

First, in PRC, the company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 unit designated by
government, or supply nuclear materials in nuclear power plants, processing,
transportation, are the nuclear power plant or nuclear facility operators. Operator
shall obtain legal status.
Second, the operator assumes absolute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other people
do not take any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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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for nuclear damage caused by a nuclear accident, maximum aggregate
amount of compensation for all the victims are 80 million yuan(RMB).if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exceeded the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PRC government shall provide
necessary, limited financial compensation, the maximum limit are 300 million
yuan(RMB) .
Fourth, Right of Recourse: if the nuclear incident results from an act or omission
done with intent to cause damage, against the individual who has acted or omitted
to act.
Fifth, nuclear damage caused by nuclear accidents, as a direct result of armed
conflict, hostilities, riots, or serious natural disasters, None of the operators is liable.
Sixth, the victims of nuclear incidents have the right to ask the operator for
compensation ,in three years from the date they have known or should have
known the victims of nuclear damage; However, Rights of compensation shall be
extinguished if an action is not brought within ten years from the date of the
nuclear incident.
Seventh,nuclear damage from nuclear incidents in the PRC ,jurisdiction lie with the
courts within which the nuclear incident occurs.

Approval Reply of the State Council on Compensation for Liability for Damage Arising
from Nuclear Incidents” (Guo Han [2007] No.64,) issued by the State Council on June 30,
2007 is the controlling legal authority under the law of the PRC on the subject of third party
nuclear liability.

Guo Han [2007] No.64, mainly include:

First, defination of nuclear power plant or nuclear facility operators.
1) within the territorial boundaries of PRC,
2) obtain legal personality according to law
3) to operate nuclear power plants, civil research reactors, experimental reactors,

civil engineering units
4) or engaged in civil nuclear fuel production, transport and spent fuel storage,

transportation, reprocessing.

Second, the operator should compensate for personal injury, property damage or
environmental damage liability caused by nuclear incidents.
Someone other than the operator is not liable for damages.

Third, damage caused by the nuclear incident across the PRC border, according
to treaty or agreement of PRC and the relevant countries .

If there is no treaty or agreement, then use the equal principles.

Fourth, consider the same operator established in the same site as one nuclear
facility

Fifth, for nuclear damage involving more than 2 operators, and the responsibility of
operators can not be clearly distinguished, the relevant operators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Sixth, If the nuclear damage was the direct result of armed conflict, hostilities, war
or riots, the operator is not liable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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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th, to operators of nuclear power plants and spent fuel storage, transport,
post-processing, maximum of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caused by a
nuclear incident is 300 million yuan(RMB)

As far as other operators concerned,The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is
100 million yuan(RMB).

Nuclear damage surpass the maximum of compensation, government shall
provide financial compensation with maximum amount of 800 million
yuan(RMB).

If a major nuclear incident happened, government shall increase the amount of
financial compensation, which is assessed by the State Council.

Eighth, operators should make appropriate arrangements to have financial
guarantees to compensate timely and effectively

Before operating of the nuclear power station or spent fuel storage, transport,
post-processing, operator must purchase enough liability insurance to meet their
liability limits

Ninth, If the operators and others signed a written contract about recourse
agreement, the operator can recourse to others according to the contract .

Nuclear accident damage was caused by a person’s willful act or omission the
operator can recourse to the person.

Tenth，the natural persons, legal persons and other organizations have the right
to seek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nuclear inccidents.

The contents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jurisdic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
Atomic Energy Law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Draft)".

3." Atomic Energy Law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Draft)"
In Guo Han〔2007〕NO.64, " Atomic Energy Law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Draft)"
should enacte regulations about nuclear liability.

the Atomic Energy Law is being enacted, China's law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does not made much progress. In the 1980s, China put forward the formulation of the
"China Atomic Energy law", aimed to tender an unified, comprehensive law specific to
atomic energy.

The law has not yet been adopted. With the recent acceleration of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chinese government recognized the need for an Atomic Energy Law.
Therefore, the draft law is under revision.
Energy Law in China is also being enacted. Provisions of Atomic Energy law can not
conflict with the Energy Law ,but when the Atomic Energy law shall be adopted is
unknown.In China, the legislation is a long process.

Chinese law relating to atomic energy shall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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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active Pollution Control law ", the only law, in a narrow sense,which is enacted by
NPC,

Eight regulaitons:
1) " Regulations on Safety and Protection of Radioisotopes and Radiation Devices ";
2) "Regulations on Nuclear Material Control";
3) " Regulations on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Civil Nuclear Equipment ";
4) " Regulations on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Civil Nuclear Safety Equipment ";
5) " Regulations on Emergency Management of Nuclear Accident at Nuclear Power Plant

";
6) " Regulations on Nuclear Export Control ";
7) " Regulations on Export Contronl of Nuclear Dual-purpose Goods and Related

Technologies";"
8) Regulations the Administration of Radioactive Drug. "

There are 13 chapters of provisions in Atomic Energy Law(draft)law, including a specific
chapter for nuclear damages.

The contents mainly include:
Operators of nuclear facilities should be liable to personal injury, property damage

caused by nuclear accident.The State Council should enact specific detailed regulations.
a) .joint and several liability

b) .principle of compensation limits,
surpass the maximum of compensation , financial support from State.
Operators are required to purchase nuclear liability insurance.

c).regulations on nuclear liability insurance should be formulated by the State Council.
d). statute of limitations :

casualties, within 30 yearsfrom the date of the accident
property damage ,within 3 years.

e). nuclear damage caused by nuclear accident across the border shall be
compensated according to bilateral agreements with the countries concerned.
f). jurisdiction, the courts which has jurisdiction in the place where the accident
occurred.
g). exemptions, nuclear damage directly caused by the armed conflict, hostilities, riots,
terrorist attacks, operator of nuclear facilities is not liable for damages.
If nuclear operator could prove that damage was caused by the intentional act or
omission, they will not be liable for compensation to the actors.

In 2003, China began its research to enact new regulation of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the draft include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joint and several liability,
transportation liability, compensation limitation, the nuclear accident investigation,
jurisdiction,etc. However, it can not be adopted easily.

4. problems about Nuclear liability law of China
(A) the Approval Reply itself is

too simple
a low level of law,
with low compensation limitation
with no definition of nuclear damage,
geographical scope is not clear

(B) Atomic Energy Law provides the principle of nuclear liabiltiy ,yet it will take a long
time to en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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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pecific regulation is still in the research period.
(D) Nuclear liability law is not given adequate attention

With the booming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in Asia, participation in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is significant to China.

Finally, In China, the Nuclear Liability law is still not perfect, we are actively learning
from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US, Japan and other countries. We hope
to get more suggestion and advice from you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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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to Dogauchi
Professor at Waseda University Law SchoolProfessor at Waseda University Law School

February 25, 2011

T bl f C t tTable of Contents

1 I t d ti1. Introduction
2. Nuclear Liability Law of Japan
3. Cross-Border Nuclear Accident without the CSC
4 Cross-Border Nuclear Accident with the CSC4. Cross Border Nuclear Accident with the CSC
5. Legal Issues to be Examined for Japan to Join

the CSCthe CSC
6.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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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t d ti1. Introduction

Japanese Law:p
¢Act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Damage
(Act No 147 of 1961 as Amended by Act(Act No.147 of 1961, as Amended by Act
No. 19 of 17 April 2009)

2 N l Li bilit L f J2. Nuclear Liability Law of Japan

Features of Nuclear Liability Law in GeneralFeatures of Nuclear Liability Law in General

a. No-fault liability:a. No fault liability:
b. Limitation of immunity reasons
c. Channeling of liabilityg y
d. Limited liability
e. Financial securityy
f. Indemnity or financial support by the

government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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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 l Li bilit L f J2. Nuclear Liability Law of Japan

Features of Japanese LawFeatures of Japanese Law

a. No-fault liabilityä Section 3
b. Limitation of immunity reasonsä Section 3
c. Channeling of liabilityä Section 4
d. Limited liabilityä Unlimited liability
e. Financial securityä Section 6
f. Indemnity or financial support by the

governmentä According to Section 16, the
t d t b d t t dgovernment does not bear duty to do so.

55

2 N l Li bilit L f J2. Nuclear Liability Law of Japan

Relevant Sections of Act on Compensation of Nuclear DamageRelevant Sections of Act on Compensation of Nuclear Damage

Section 3, Paragraph 1
Wh l d i d lt f t ti t d i hWhere nuclear damage is caused as a result of reactor operation etc. during such
operation, the nuclear operator who is engaged in the reactor operation etc. on this
occasion shall be liable for the damage, except in the case where the damage is
caused by a grave natural disaster of an exceptional character or by an insurrection.

Section 4, Paragraph 1, g p
Where nuclear damage is covered by the preceding section, no person other than
the nuclear operator who is liable for the damage pursuant to the preceding section
shall be liable for the damageshall be liable for the damage.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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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 l Li bilit L f J2. Nuclear Liability Law of Japan

Relevant Sections of Act on Compensation of Nuclear DamageRelevant Sections of Act on Compensation of Nuclear Damage

Section 16
1 Wh l d th G t h ll i l t1. Where nuclear damage occurs, the Government shall give a nuclear operator
(except the nuclear operator of a foreign nuclear ship) such aid as is required for him
to compensate the damage, when the actual amount which he should pay for the
nuclear damage pursuant to Section 3 exceeds the financial security amount and
when the Government deems it necessary in order to attain the objectives of this
act.
2. Aid as provided for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given to the extent that the
Government is authorised to do so by decision of the National Diet.

77

3. Cross-Border Nuclear Accident3. Cross Border Nuclear Accident
without the CSC

What if a nuclear accident happens in Korea and Japanese
f ff f ?fishermen suffer damage within the territorial sea of Japan?

88

- 74 -



3. Cross-Border Nuclear Accident3. Cross Border Nuclear Accident
without the CSC

Scenario 1
1. If such fishermen file a lawsuit in Japan against Korean operator, the

Japanese court will sustain its jurisdiction over the case on the
ground that Japan is the place of tortground that Japan is the place of tort.

2. The Japanese court will apply Japanese law as the law of the place of
tort.

3. Sinc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ct on Compensation of Nuclear
Damage is limited to Japanese nuclear operators, the above applicable
Japanese law is normal tort law provided for in the Civil CodeJapanese law is normal tort law provided for in the Civil Code.

4. According to the normal tort law, the fishermen will have to prove the fault
of the Korean operator; if such fault is to be proved, the operator will bear
unlimited liability.

5. The resulting Japanese judgment ordering Korean operator to pay huge
amount of money would not be enforced in Korea since it would be

99

amount of money would not be enforced in Korea, since it would be
deemed to be contrary to Korean public policy.

3. Cross-Border Nuclear Accident3. Cross Border Nuclear Accident
without the CSC

Scenario 2Scenario 2

6. If the Japanese court finds that the accident in Korea was caused by
d f t t f A i f t it ill b th d tdefect parts of an American manufacturer, it will bear the product
liability.

7. It is not certain that the resulting Japanese judgment ordering American7. It is not certain that the resulting Japanese judgment ordering American
manufacturer to pay huge amount of money would be enforced in
America.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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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ross-Border Nuclear4. Cross Border Nuclear
Accident with the CSC

What if a nuclear accident happens in Korea and Japanese fishermen sufferpp p
damage within the territorial sea of Japan?

Scenario 1Scenario 1
1. If such fishermen file a lawsuit in Japan against Korean operator, the Japanese

court will dismiss the case. (CSC, Article XIII)
2 All court proceedings will be pursuit in Korea and Korean courts will apply Korean2. All court proceedings will be pursuit in Korea and Korean courts will apply Korean

Law. (CSC, Article XIV)
3. Korean nuclear operator will bear limited liability under Korean nuclear law.

Scenario 2
4. In the court proceedings in Korea, even if the accident in Korea was caused byp g y

defect parts of an American manufacturer, it will not bear the product liability.

1111

5. Issues to be Examined for Japan5. Issues to be Examined for Japan
to Join the CSC

Among others:Among others:

a. who bears the contributions of the CSC fund;a. who bears the contributions of the CSC fund;
b. how to secure public funds to make up the gap

between the exceptional smaller amount for smallp
scale nuclear installations and 300 million SD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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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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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Liability Law of KoreaNuclear Liability Law of KoreaNuclear Liability Law of KoreaNuclear Liability Law of Korea
and CSCand CSC

Sang W KIMSang W. KIM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ContentContentContentContent
P IPart I
Overview of Nuclear LiabilityOverview of Nuclear Liability
Law of KoreaLaw of Korea

Part II
N l Li bili L f KNuclear Liability Law of Korea
and CSCand CSC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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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Part I

Overview of NuclearOverview of Nuclear
Liability Law of KoreaLiability Law of Korea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2

11 L i l ti N l Li bilitL i l ti N l Li bilit1.1. Legislation on Nuclear LiabilityLegislation on Nuclear Liability

Ü Nuclear Liability Act (“NLA”) of 1969
W Basic framework for nuclear liability
W Amended in 2001 to reflect the spirit of 1997W Amended in 2001 to reflect the spirit of 1997

Vienna Convention

Ü Act on Indemnity Agreement for Nuclear
Liability of 1975Liability of 1975
W Provision for indemnity agreement which isy g

one of financial security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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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 l Li bilit A t2 N l Li bilit A t2. Nuclear Liability Act2. Nuclear Liability Act

Ü Nuclear Liability Act

W Balance between the interest of victims
and the benefits of nuclear energy forand the benefits of nuclear energy for
economy

W The NLA holds the “Nuclear Operator”p
liable for “Nuclear Damage” caused by
the “Activity” listed in ¤ 2the Activity listed in ¤ 2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4

3 2001 Amendment to NLA3 2001 Amendment to NLA3. 2001 Amendment to NLA3. 2001 Amendment to NLA
E l d th d fi iti f N l DW Enlarged the definition of Nuclear Damage

W Newly put a limit on liability amount of 300W Newly put a limit on liability amount of 300
Million SDRs

W Raised the ceiling of security amount of 300
Mil SDRs

W Exclusion of extraordinary natural disaster
from exonerationfrom exoneration

W Extension of prescription period to 30 yearsp p p y
for personal injury, loss of life, etc.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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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 i i l Ad t d i NLA4 P i i l Ad t d i NLA4. Principles Adopted in NLA4. Principles Adopted in NLA

A. Nuclear operator is strictly liable

B. Nuclear operator is exclusively liable

C. Operator’s liability is limited in amount
and in time

O fi i llD. Operator must financially secure
liabilityy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6

A SA St i t Li bilitt i t Li bilitA. SA. Strict Liabilitytrict Liability

W Nuclear operator is liable regardless of
faultfault
- The simple existence of causation of damageThe simple existence of causation of damage

is the basis of operator’s liability.

- Exoneration from liability in case of nuclear
incident due to act of armed conflict orincident due to act of armed conflict or
hostilities among the nations, civil war or
insurrectioninsurrection.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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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 l i Li bilitB E l i Li bilitB. Exclusive LiabilityB. Exclusive Liability

W Only operator (or licensee) of nuclearOnly operator (or licensee) of nuclear
facility is exclusively liable for nuclear
damagedamage.

W Consignor operator is liable in case ofW Consignor operator is liable in case of
transportation
- Unless agreed otherwise between operators

involvedinvolved.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8

C LC Li biliti bilit Li it d i t / iLi it d i t / iC. LC. Liabilityiability Limited in amount / inLimited in amount / in
timetimetimetime

W Limited in amount: SDRs 300 Million

Li it i tiW Limit in time
- The right of claim shall lapse if not exercised- The right of claim shall lapse if not exercised

within;
3 f3 years from awareness, or
10 years from incident with exception of 30

f l i j l f lifyears for personal injury, loss of life, etc.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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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i i l S itD Fi i l S itD. Financial SecurityD. Financial Security

W The operator is required to take out
financial security before the activity.financial security before the activity.

W Form of financial securityy
- Deposit; or
Liability Insurance + Indemnity Agreement- Liability Insurance + Indemnity Agreement

W Indemnity Agreement covers the lossW Indemnity Agreement covers the loss
arising from compensation which is not
covered by insurancecovered by insuranc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0

D Fi i l S it ( )D Fi i l S it ( )D. Financial Security (…)D. Financial Security (…)

W Security amount actually required to take out is
shown in the Presidential Decreeshown in the Presidential Decree
¡ NPP: \ 50 Billion
¡ HANARO Research Reactor: \ 6 Billion
¡ Transport of Spent Fuel: \ 200 Millionp p

* Limit in amount: 300 Million SDRs
- Amount varies according to the category and

power of the installationpower of the installation.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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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i i l S it ( )D Fi i l S it ( )D. Financial Security (…)D. Financial Security (…)

W Loss covered by the Indemnity Agreement

1. nuclear damage caused by normal operation
2 Nuclear damage arising from a tidal wave flood2. Nuclear damage arising from a tidal wave, flood,

storm, strike of lightning or earthquake
3 Nuclear damage for which insurance claim was3. Nuclear damage for which insurance claim was

not filed by the operator until the expiration of
period during which he should be compensatedperiod during which he should be compensated
under the nuclear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 Between Government and the OperatorBetween Government and the Operator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2

Nuclear Liability System ofNuclear Liability System of
Korea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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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ssues for Improvement5 Issues for Improvement5. Issues for Improvement5. Issues for Improvement

Ü Liability beyond the limit of 300 Million
SDRsSDRs

Ü Gap between liability amount and theÜ Gap between liability amount and the
Security amount

Ü Financial security for the risks extended
or newly included into new definitionor newly included into new definition
W environmental damage, cost of preventiveg , p

measures, personal injury emerged out after the
insurance period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4

Part IIPart II

Nuclear Liability Law of KoreaNuclear Liability Law of Korea
and CSC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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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th for Adherence to CSC1 Path for Adherence to CSC1. Path for Adherence to CSC1. Path for Adherence to CSC

Ü Possible way to adhere to CSC
W Adherence to the CSC after joining 1963

Vienna Convention
W Adherence after joining 1997 Vienna

ConventionConvention
W Direct adherence to the CSC

ô Direct adherence seems the most
realistic option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6

2 D ti P d2 D ti P d2. Domestic Procedure2. Domestic Procedure

Ü Consent by the National Assembly is
d d f th tifi ti f CSCneeded for the ratification of CSC

W ¤ 60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W ¤ 60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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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ype of Implementing Legislation3 Type of Implementing Legislation3. Type of Implementing Legislation3. Type of Implementing Legislation

Ü Amendment to current legislation or
enactment of a new special law?enactment of a new special law?
W Amendment of current legislation (theg (

Nuclear Liability Act and the Act on
Indemnity Agreement) is usual and desirabley g )
on the condition;
¡ existence of domestic law governing the matters;g g ;
¡ compatibility of convention with existing law;
¡ adoptability of requirement in the convention toadoptability of requirement in the convention to

current law maintaining the same entity.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8

4 I l ti L i l ti4 I l ti L i l ti4. Implementing Legislation4. Implementing Legislation

A. Entity to pay the contribution toA. Entity to pay the contribution to
International Fund
Ü Government or Operator?

Ü Two ways system?Ü Two-ways system?
W Incident in the territory of Korea: Operator
W Incident outside Korea: Government

¨ Estimated Contribution of Korea:¨ Estimated Contribution of Korea:

17 mil. SDRs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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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 l ti L i l ti ( )4 I l ti L i l ti ( )4. Implementing Legislation (....)4. Implementing Legislation (....)

B. Clause for Right of Recourse

Ü Right for Recourse required shall be newlyÜ Right for Recourse required shall be newly
inserted in the Nuclear Liability Act

W Article IX of the CSC requires the clause of
recourse for the Installation State and the
Contributor Stat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20

4 I l ti L i l ti ( )4 I l ti L i l ti ( )4. Implementing Legislation (….)4. Implementing Legislation (….)

C. Filling up the Gap between Liability and
S itSecurity
Ü Increase of Financial SecurityÜ Increase of Financial Security

W Current Security Amount( 30 mil. SDRs)Current Security Amount( 30 mil. SDRs)

ô 300 mil. SDRs; or

Ü New clause for provision by government of
f d t fill th diffnecessary fund to fill up the differenc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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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plementing Legislation ( )4 Implementing Legislation ( )4. Implementing Legislation (….)4. Implementing Legislation (….)

D. Lower Liability Amount

Ü Lower liability amount together with the
p blic f nd in accordance ith Art 4 2public fund in accordance with Art. 4.2
of Annex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22

5 P liti l C id ti5 P liti l C id ti5. Political Consideration5. Political Consideration

Ü Financial Burden by the operator
W i f filli th llW premium for filling up the gap as well as

contribution to international fund

Ü Stance by neighboring countries for
effective operation of CSCeffective operation of CSC

Ü Submission to foreign jurisdiction andÜ Submission to foreign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P ibl iti b NGO d iW Possible opposition by NGO and various
sides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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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 l i6 C l i6. Conclusion6. Conclusion

Ü Motivation of Adherence
W Joining the global nuclear liability regime
W a useful (partial) resolution of compensation in(p ) p

excess of current liability amount

El b k f h i i i hÜ Elaborate co-work for harmonization with;
W the Civil Code (tort law, right of recourse)t e C Code (to t a , g t o ecou se)
W Civil Procedural Act

I t ti l LW International Law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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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충배상협약 국제워크숍, 서울, 한국, 2011년 2월 

24-25일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충배상협약 개관

IAEA 법무팀 원자력 협약분과장 월프람 톤하우저

PP2

광대한 규모의 손해를 수반하는 중요 원자력 사고:

현 실태:

• 배상은 적절하지 않거나 지급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 소송은 많은 나라에서 제기되어 소송분쟁이 복잡화될 수 있으며

• 원자력사고에 대한 명백한 법적 원칙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PP3

개관

위와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원칙이 원자력손해배

상체계에 적용된다.

PP4

원자력손해배상원칙

1. 배상책임자의 일원화

2. 절대책임의 원칙

3. 최소보장금액

4. 소송제기시간의 제한

5. 의무적 재정보증

6. 소송관할권의 일원화

7. 비차별주의

PP5

CSC는 위와 같은 원칙을 적용시키는 특별한 체계의 한 부분이다.

P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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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국제적 특별체계

원자력손해배상원칙에 입각하여 

OECD지역은 1960 파리협약, 2004 파리개정협약, 브뤼셀보충협약

IAEA는 1963 비엔나협약, 1997 개정비엔나 협약

위 양 협약은 1988 통합협약에 의해 연결되고

종국적으로 1997 CSC로 통합연결되어 있음.

PP7

목적

CSC의 주요목적은

• 원자력손해배상체계의 국제시스템 구축

• 우산 (모두 감싸고 통합하기)처럼 1. 파리협약가입국, 2. 비엔나협약가입

국, 3. 기타 가입국들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음.

PP8

통합적인 국제체제로서의 CSC협약에 파리협약국(파리협약의 기본원칙준수

국), 비엔나협약국(비엔나협약의 기본원칙 준수국), 기타 국가(CSC의 부속서 

원칙준수국)들이 가입하여 국내법으로 최소 3억 SDR을 유지하고 CSC체약

국으로서의 공공기금 갹출을 의무화함.

PP9

국제체제는

• 배상준비금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보장함

• 법적 해결원칙의 불확실성을 제거함

• 원자력 발전국가와 비발전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함

• 원자력사업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시킴

• 원자력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함

PP10

파리협약과 비엔나협약을 연결하는 1988 통합협약과 다르게 CSC는 모든 나

라의 가입을 위해 아래의 원칙만 준수한다면 개방되어 있음

• 원자력손해배상법의 기본원칙을 준수

• 원자력손해에 대한 폭넓은 배상의무

• 원자력사고발생국에게 전속관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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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법과 국제공공기금에 대한 근거한 배상원칙 준수

PP11

법률 통합

• 자국법은 파리협약, 비엔나협약, 부속서의 공통원칙에 근거한 원자력손해

배상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PP12

중요특색: 원자력손해에 대한 공통개념

CSC체제하의 원자력손해는

• 국내법에 의무적으로 손해개념 포함

• 1997 비엔나협약과 유사하고

• 장기간의 피해에 대한 고려를 담고 있으며

•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개념을 명확히 함

-인적손해와 재산손해, 경제적 상실, 환경손해, 예방조치 비용

PP13

중요특색: 통합적인 재판관할권 원칙들

CSC는 재판관할권에 대한 통합적 원칙을 보증한다:

• 1997 비엔나협약과 동일하고

• 전통적인 관할권원칙을 강화시키고

• 해상법의 발전양상을 준수하고

• 바다인접국가의 원자력손해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며

기본원칙으로 자국영토와 자국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독점적이고 배타

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함.

PP14

배상금액

CSC는 배상체계의 2단계 기본구조를 갖고 있음.

• 1단계-원자력 시설보유국이 반드시 3억 SDR의 배상금액을 보증함

• 2단계-협약가입국이 공공기금을 갹출하여 국내배상금액 초과분을 지원함

PP15

배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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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국내배상금액

• 원전시설보유국이 최소 3억 SDR의 배상금액을 보증함

• 보증방식에 대한 국내법상의 자율성이 있음.

• 2007년 9월 29일까지 1억5천만 SDR에서 3억 SDR까지 점증 방식가능

PP16

배상금액

2단계

• 만약 피해가 자국 보증금액인 3억 SDR을 초과한다면, CSC는 2차적으로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보충배상금액을 제공함

• 2단계는 모든 체약국들이 반드시 공여하는 공공기금임.

PP17

배상금액

• 2단계 배상금액(공공기금)은 고정적이지 않음

• 각 계약당사자의 공여금액은 사고당시의 체약국 개별국가의 원자력발전용

량과 UN분담금을 고려하여 할당됨.

PP18

공공기금 공여금 계산

계산: 협약체약국가 내에 있는 원자력시설 발전용량 기준이 그 당해국가 공

여금의 90% 비중

     UN분담금에 근거한 10%의 비중

따라서

• 원자력시설 보유국가는 반드시 공공기금을 할당받고

• 원자력시설 비보유국가는 총 공공기금의 5% 미만을 할당받게 됨.

-UN분담금이 최소수준인 원자력시설 비보유 체약국은 공공기금 갹출의무 

없음.

PP19

공공기금각출: 원자로 vs. 원자력시설

CSC는 원자력시설내의 모든 사고를 포괄하고 있으나

공공기금의 중요목적은:

• 원자로에 근거한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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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이외의 시설보유국가는 공공기금계산에 반영되지 아니하며

• 원자로 이외의 시설보유국가는 비원자력시설 보유국가로서 간주되나,

실제적으로 원자로 이외의 시설보유국가는 통상 원자로 역시 보유함.

PP20

공공기금: 최대한도

• 최대한도는 초기의 원자력손해배상체제에서 과도한 원전보유국가의 부담을 

덜고자 하였고

• 최대한도는 625,000 Units의 원자력시설용량에 도달시에 폐지됨

PP21

공공기금의 배분: 영토영역

• 국가내부의 배상기금: 유동적임

 협약체약국은 국내배상금을 비체약국에게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자율성

이 있음.

• 공공기금: 제한적임

 비체약국의 배상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으며, 체약국들의 피해배상에 사

용되어짐.

PP22

공공기금의 배분: 초국경손해

• 초국경손해에 대한 특별대비

• 공공기금의 50%는 반드시 CSC체약국 자국피해를 위해 배상하고, 50%는 

오직 CSC체약국인 주변국들의 피해배상에 사용되어져야 함.

PP23

협약의 발효

• CSC는 최소 5개국의 가입과 최소 400,000 Units의 원자력시설설비용량이 

채워져야 발효됨

• 최근 동향으로 4개국(아르헨티나, 모로코, 루마니아, 미국)이 가입하고 14

개국이 서명중임.

PP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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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배상협약의 주요특색 (톤하우저 제공문서)

대규모 원자력사고시에는 어떠한 배상금액이나 보험, 책임담보금액도 부족하

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적인 입법으로서도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넘는 부분에 

대한 공적인 기금이 투입되게 되는 이유가 됨.

국제적 수준에서 보면 1960 파리협약과 1963 브뤼셀보충협약이 공공기금을 

원자력보유국들에게 제공하여 공동으로 사고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브뤼셀협약은 단지 유럽지역공동체의 대응장치일 뿐이고, 범 세계적인 대응

장치로는 CSC(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충배상협약)이 유일하다.

그러나 CSC는 그것 이상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 아마도 원자력배상에 관

한 국제체제의 구축을 목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파리협약국들이나 1963

비엔나 협약국들, 그리고 비체약국들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범세계적체제의 구축은 원자력시설보유국이나 비보유국을 포함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원자력사업에서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동시에 

원자력안전을 확보함에 기여하고 원자력사고발생시에 의미있는 피해보상금

을 확보하는 것을 보증하도록 한다.

파리협약과 비엔나협약의 연결협약인 1988 통합협약과 다르게, CSC는 그러

므로, 자유로운 가입가능장치로서 모든 나라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가입국들은 원자력손해배상체제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CSC는 부속서에 몇 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원칙들

은 기존의 파리협약과 비엔나협약과 대동소이하며, CSC 가입국들은 이 원칙

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별조항으로 “조부조항”이 있으며 이 조항은 미국의 

국제원자력손해배상체제에 대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미국국내

법이 역사적으로 먼저 제정된 데에 따른 미국법의 개정의무를 낮추기 위해 

도입되었다.

미국의 특수한 사정을 별도로 하고, CSC는 모든 체약국들에게 파리협약이나 

비엔나협약에 가입하지 않고자 하여도 원자력손해배상의 기본원칙에 준수하

는 국내법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국내법의 CSC협약내용 준수에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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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CSC는 모든 협약체약국에게 CSC 조항 1의 원자

력손해개념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개념은 기타의 원자력협약상의 

원자력손해개념과 일치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적손해, 재산손해, 경제적 손

해, 환경손해, 예방조치비용 역시 원자력손해로서 배상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부가적으로, CSC는 모든 협약체약국들이 관할권에 대한 통합적인 원칙을 준

수하도록 한다. 조항 13에 의거하여, 파리협약이나 비엔나협약과 동일하게, 

해안국가나 바다인근 국가의 해상운송으로 인한 원자력피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더 특별하게는 원자력사고발생 영토국, 영해국, 배타적 경제

수역국가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재판관할권을 보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

다.

CSC체제하의 배상금액에 있어서 2단계의 장치를 구축하고 있다. 1단계는 

자국의 보증금액을 통해 원자력사고에 배상하고, 2단계는 체약국들 사이의 

공공기금을 갹출하여 배상체계를 구축한다.

1단계 배상장치로서 국가배상금액은 원자력시설 보유국가가 반드시 3억 

SDR의 가용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어느 경우든지 최소금액으로서, 원

자력시설 보유국가는 더 많은 금액으로 인상하여도 무방하다. 

국가배상금액에 대하여 CSC는 특별히 그 준비방식에 대한 정형화된 규정으

로 특정하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각 협약체약당사자들은 많은 자율성을 갖

고 있으며, 기존의 협약의 준수에 대한 자율성도 여전히 보장받는다. 또한 

원자력시설운영자의 책임과 보험방식, 재정보증방식에 대한 체약국의 결정방

식에도 제약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만, 원자력시설운영자의 책임한도가 

CSC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국가의 기금으로 그 부족분을 보충시켜야 한다.

만일 국가배상금액이 원자력사고의 모든 배상금 지급에 부족할 경우에는 

CSC는 모든 체약국들에게 공공기금의 출연을 의무화하여 보충적 배상금액

을 지원하게 된다. 이 이차적 기금체계는 CSC에 의한 정액된 금액이 아니라 

계산산식에 의해 부여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용한 총 가용금액은 원자력사

고당시의 가입체약국의 수와 원자로 보유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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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으로 공공기금 계산산식에 의거하여 90%의 기금출연금은 그 협약국

의 원자력시설보유량에 의거하고, 10%는 UN분담금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2차적 기금의 대부분은 원자력시설보유국가로부터 갹출되게 되

고, 원자력시설 비보유국은  단지 UN 분담금 비율에 따른 10%의 공공기금

을 부담하게 된다. 부가적으로 최소한의 UN 분담금 부담의 원자력시설 비보

유국가는 실제적으로 낼 금액이 없다.

또한 CSC 보상체계에서는 모든 원자력사고에 대해 보상을 규정함에도 단지 

원자로만 그 나라의 원자력시설용량에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원자로 이외의 

원자력시설 보유국가는 원자력시설 비보유국으로 간주되고 그에 의한 공공

기금부담에 있어서도 원자력시설 비보유국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CSC는 어느 국가로부터도 공공기금 각출의 최대한도를 부여받

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최대한도는 배상체제의 초기단계에서 작용하는 것

이고, 조항20에 의거하여 CSC가  5개국 이상의 가입과 최소 400,000 

Units의 원전설비용량조건을 달성하게 되면 발효된다. 발효이후에는 많은 원

자력시설보유국가들이 가입하기 전까지는 몇 나라가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최대한도규정은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하며, 625,000 Units의 설비

용량에 도달하면 공공기금 최대 갹출한도 규정은 소멸하게 된다. 

공공기금의 배분에 있어서도, 국가배상금액과 공공기금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국가배상금액은  원자력사고국가의 내외부에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으

나, 공공기금은 단지 국가배상금액의 초과시에만 활용되고 일정부분은 실제

적으로 초국경손해에 대해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

CSC에 따르면, 50%의 공공기금은 원자력시설 보유국가의 내외부에 자유롭

게 사용되지만, 잔여 50%는 배타적으로 초국경손해의 배상에만 사용되어져

야 한다. 그러나, 기금의 배분은 그 원전시설 보유국가의 국내배상금액 보유

가용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국내배상금액이 6억 SDR 이상을 보유

한 국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50%의 사용제약 없이 자유롭게 국내외 배상

에 공공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초국경손해의 배상을 위해서, CSC의 지정학적인 범주내에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2단계 배상체계사이의 큰 차이다. 국가배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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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자력시설보유국이 자유롭게 CSC비체약국에게도 배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나, 2차배상기금은 다른 협약들과 달리 비체약국의 피해배상을 위해

서는 사용되어 질 수 없고, 다만 협약체약국들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한

다. 

IAEA 제공문서

1997 원자력손해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1997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충배상협

약 설명서; IAEA 국제법시리즈 

IAEA 원자력손해배상책임체제의 최근동향 분석

1. 국제원자력손해배상체제의 발전에 있어서 1997 비엔나협약과 1997 보충

배상협약의 채택은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두 협약은 준거법원과 관할권의 

배정원칙과 원자력손해의 범위, 보상규모의 적절성의 중대한 발전사항을 담

고 있다. 더구나 1997 CSC는 원자력발전국가와 비발전국가 모두의 광범위

한 원자력손해배상체제를 구축하는 중요 체제를 제공하고 있다.

2. 일반적인 원자력손해배상협약의 일반원칙

  - 원자력시설 운영자의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타적인 책임원칙: 원자력물

질의 운송을 포함한 모든 원자력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자력시설운영자에게 

부담지운다. 국제협약에 따라, 원자력시설운영자는 단독으로 원자력사고에 

대한 책임을 타 당사자를 배제하고 부담한다.  두 가지 이유에서 원자력시설

운영자의 단독 배타적 책임을 인정하게 하는데, 우선 원자력사고에 대한 법

적 책임의 상호 소송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고자 하고, 둘째로 원자력시

설 건설자와 건설과정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을 배상책임에서 배제하여 보

험의 인수가능한 범위내에서 위험이 관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원자력시설 운영자의 엄격한 무과실 책임원칙: 위험한 행위와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오랫동안 확립된 법적 책임원칙으로서 그 위험을 야기

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그 위험자체에서 발생하는 손해책임은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부담케 함.

  - 한 국가의 법원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할권을 부여: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협약의 체약국법원에 독점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만약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동일한 사고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의 불균형

적인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배상처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임. 한 국가내에서 그 원자력운영자의 사고에 대한 독점적인 사법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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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원칙임. 

 -배상책임의 유한성과 소멸시효: 책임의 유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사고

발생시 직면하게 될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며, 원자력시설 사업자는 적절

한 보험인수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원자력손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은 방사능에 의한 신체손해에 대한 명백한 증상발현이 시일이 소

요될 것인바, 너무 장기간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면 원자력시설

운영자와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배상의 명확한 책임을 부담하기 어려워 진다. 

반면에 원자력사고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청구를 위한 기간이 너무 짧다면 

법적 균형을 잃게 됨. 그리하여 이 양 당사자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본 협약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이다.

3. 1996 비엔나협약과 1997 CSC는 위와 같은 원칙들을 확립시켜 왔으며, 

세 가지 의미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높은 배상준비금과 원자력손해에 

대한 폭넓은 범위, 재판관할권의 최신화와 더불어 1997 비엔나협약은 비체

약국의 거주민도 배상청구가 가능토록 함. 

4. 1997 비엔나협약과 1997 CSC는 3억 SDR의 최소 배상준비금액으로서 

체약국이 반드시 자국법에 의거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함. 이 금액한도는 지

난 1960 파리협약과 1963 비엔나협약의 요구금액보다 비약적인 증액이고, 

더구나 1997 CSC는 체약국간의 공공기금으로서 지원가능한 체제를 구축하

고자 한다. 대부분의 원자력발전국이 CSC에 가입한다면 자국 보유금액인 3

억 SDR에다 체약국 공공기금으로 3억 SDR이 추가적으로 지원되므로, 6억 

SDR의 금액이 보유되는 효과가 있다. 이 기금의 갹출은 원자력발전소 열출

력 비중이 90%, 10%는 UN 분담금비율을 계상하도록 하여 균형을 이루고

자 하였다. 통상적으로 원자력발전소 비중이 높은 나라가 UN 분담금비율이 

높으므로 공공기금 갹출에 있어서의 위험부담의 공평을 이루었다고 본다. 

1997 CSC는 모든 초국경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체약국들의 공공기금

의 50%를 반드시 사용되어지는 의무를 부가하여 이웃국들의 피해를 고려하

고자 하였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초국경적 손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이라

는 중대한 대응이다.

5. 1997 비엔나협약과  1997 CSC는 반드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원자력손

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환경손해, 예방조치, 경제손실에 관한 다

섯 가지 손해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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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원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선명성을 강화해 주었다. 

6. 1997 비엔나협약과 1997 CSC는  원자력사고의 개념 역시 분명히 하여 

실제적인 방사능의 누출이 없을 경우에도 예방적 조치들이 원자력손해 발생

의 긴급한 위기상황에서도 강구되도록 하였다. “거대하고 심대한”이라는 개

념을 차용함으로써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신속한 신뢰있는 대응을 가

능토록 하였다. 1997 비엔나협약과 1997 CSC는 예방조치가 합리적인 수준

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서 타당한 원자력손해의 예방 조치

의 정의가 이루어 졌다. 또한 이러한 예방조치들은 준거법원의 타당하고 책

임있는 판결로서 국내법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7. 1997 비엔나협약과 1997 CSC는 원자력사고발생국가의 독점적이고 배타

적인 준거법원 인정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사고

시에도 그 수역의 관할국가의 법원이 준거법원으로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국제원자력배상체제의 성립을 촉진시키는 것과 더불어, 1997 CSC는 원

자력손해배상에 관한 국제체제의 성립의 근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1997 

CSC는 모든 국가들이 가입가능한 Free Standing 협약체제로서 개방되어 있

다. 어느 국가든지 기존의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1997 CSC의 회원국이 

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배상한도를 유지하게 하고, 국제공공기금의 참여

를 확립하고, 원자력손해에 대한 폭넓은 개념으로 포섭하여 배상가능성을 높

이고, 준거법원원칙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1997 CSC는 체약국이 유지하고 

있는 다른 원자력배상체계에서의 유사한 조항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9. 최대한도로 1997 CSC는 기존의 1960 파리협약과 1963 비엔나협약과 

양립가능하도록 발전되어왔다. 기존 협약가입국은 1997 CSC의 중요협약내

용에 부합되도록 국내법을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미국의 협약가입을 통한 

국제원자력손해배상체계의 편입이 가능하도록 특별한 조항을 보유하고 있다.

10. 1997 비엔나협약과 1997 CSC의 중대한 조항의 의미와 적용에 대한 사

항은 구체적인 조항별 설명을 통해 이루어 짐. 

1997 원자력손해의 민간배상책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1997 원자력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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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보충배상협약

설명문

1. 도입

1.1. 국제원자력손해배상체계의 기원

1950년도의 평화적인 원자력이용이 시작된 이후 원자력물질의 수송과 원자

력시설의 운영상의 사고 및 손해에 대한 특별한 법규가 요구되었음.

대부분의 법률체계에서 특별한 원칙이 통상적인 위험한 사업행위에 의해 야

기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체계로서 확립되었다. 제3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규정들로서 통상적으로 가해자의 과실이 요구되었음. 

원칙적으로 원자력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되었다. 반면에 일반불법행위책임론

체계에서의 다수가해자의 책임원칙에 따른 피해자의 가해자의 과실입증에 

대한 증명에 어려움에 봉착했다. 부가적으로 원자력행위자의 책임은 무한책

임의 원칙에 의거하여 배상보험의 가입이 어려웠다. 전통적인 위험한 사업보

다도 원자력사업은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일부 입법자들이 원자

력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신속한 배상을 받고 초기의 원자력사업의 지속적

인 발전과 보호를 위해 특별한 법률체계에서 관할해야 함을 느꼈다. 

국가입법의 발전은 국제협약의 채택을 통한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달성할 

수 있었다. 원자력위험의 특수성과 원자력손해의 심대함과 그 발생가능성, 

한 국가의 국경을 초월한 피해의 발생가능성에 의해 많은 국가의 단일한 협

약의 가입이 바람직함에 대한 인식에 의거하여 국가의 법률체계에 특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국제협약의 가입이 도모되었다. 

최초의 원자력손해배상협약의 출범은 유럽국가들에 의해 시도되었으며, 그 

유럽국가들 사이의 활발한 원자력산업 협력, 물자이동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협력적 분위기를 위해서, 그리고 원자력기술 수출국의 해외 수입국사고에 대

한 피해보상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하기 위해서 국제협약의 형태로 시작되었

다. 

그리하여 원자력운영자가 책임을 독점적으로 부담하고, 원자력기술 수출자 

및 건설자는 반드시 그 원자력사고에서 면책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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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대가 형성되었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원자력행위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여러

개의 국제협약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협약들은 원자력산

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원자력손해배상의 동등한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다. 

지역적 수준에서, 1960년 원자력에너지분야에서의 제3자 배상책임에 관한 

파리협약이 OECD국가들에 의해 채택된 후 1963 브뤼셀보충배상협약으로서 

국내 및 국제손해에 대한 공공기금체제를 제공하였다.

공통의 원자력손해배상체제의 필요성이 국제적 수준에서 요구되어 1963년 

5월 21일 원자력손해에 관한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채택되어 1977

년 11월 12일에 발효되었다. 1963 비엔나협약의 발효 한 해 전에 원자력동

력선박 운행에 관한 1962 브뤼셀 협약이 있었으나 발효되지 못했다. 마지막

으로 원자력물질의 해상운송분야에 관한 1971 브뤼셀협약이 국제해상조직에 

의해 채택되어 1975년 7월 15일에 발효되었다.

1.2 1963 원자력손해에 관한 민사책임에 있어서의 비엔나협약의 목적과 적

용범위

1963 비엔나협약은 1960 파리협약과 같은 기본원칙적 목적을 갖고 있다. 

원자력손해에 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실제

로 조항 18에서 이 협약은 원자력손해에 있어서 국제법의 일반원칙아래 협

약국들을 제약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 협약은 모든 협약체약국들에 의해 적용가능한 많은 일반적인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약국들에게만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비체약국들에

게는 이러한 원칙들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원칙의 혜택을 주장할 수 

없다.

이 협약은 그 자체로 국내법적인 효력이 발휘하게 되어 각 협약체약국은  

자국의 법체계에 협약을 입법화하거나 그 협약자체로서 자국법으로 기능하

도록 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경미한 정도의 체약국

의 자율성을 인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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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주는 1960 파리협약과 크게 동일하지만, 비엔나

협약은 명시적으로 체약국의 원자력사고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

지 않다. 

원자력손해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원자력시설과 원자력물질의 운송중의 원

자력사고에 적용된다. 원자력사고의 정의로서 원자력손해를 야기한 동일한 

근원에 대한 사고나 연속된 사고로서 개념화되어 있다. 원자력손해는 원자력

연료나 원자력물질이나 방사성폐기물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야기된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손해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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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II

미국원자력손해배상법과 CSC

(미국 에너지국 법률가 벤머레이)

PP-1

CSC

PP-2

CSC 가입이유

• CSC회원국 국민의 보호

• 국제상업협의체제의 구축

• 국제적 책임성 강화 

PP-3

시민보호

• 최소한의 소송으로 신속한 배상

• 배상의 최소한도의 안정체제 구축

• 배상금액에 대한 재정적 담보장치

• 원자력손해의 폭넓은 보호

• 공평하고 동등한 비차별적으로 모든 체약국 시민 보호

PP-4

상업협의체제의 구축

• 책임있는 원자력시설운영자에게 모든 책임을 집중시킴

• 공급자, 투자자 등 원자력시설운영자 이외의 자에 대한 소송금지

• 체약국법원에 배타적인 관할권의 부여 (통상 원전사고국)

PP-5

국제적 책임

• 국제사회와 원자력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나라들은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적절한 법률체계를 갖출 의무를 갖고 있다.

• CSC는 체약국들에게 원자력손해배상의 기본원칙들을 입법화하게 한다.

• CSC는 공공기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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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

발효조건

• 미국은 2008년 네번째 가입국이 됨.

• CSC는 최소 4십만 Units의 설비용량을 채우면서 몇 국가의 가입이 필요

함

• 일본이나 캐나다와 한국의 가입이 CSC의 발효를 충족시킴.

PP-7

비준을 위한 요구사항

CSC협약은 모든 국가가 아래조건 충족시 가입가능함

• 국제원자력배상기준을 자국법으로 입법화함

• 최소 3억 SDR의 국가배상책임을 준비함

• CSC의 원자력손해개념을 자국법으로 받아들임

• CSC의 전속관할원칙의 수용

• 공공기금의 갹출에 동의

PP-8

CSC 비준을 통한 이웃국들의 이익

• 모든 체약국시민들의 원자력사고시 동등한 대우와 확실한 보상에 대한 공

공수용성증진

• 초국경손해에 대한 배상체계의 마련

• 운송책임에 대한 명확성 부여

PP-9

공공기금

• 원자력시설보유국가에게 주로 기금갹출의무 부가

• 10%는 UN 분담금비율을 반영함

• 원전사고발생시 법원이 보충기금이 필요함을 결정시에 투입되며 특별한 사

전부담은 없음

PP-10

미국에서의 CSC 반영

• 미국내 원자력사고시 CSC부속서 조항2에 의거하여 미국의 프라이스-앤더

슨 법의 CSC부합됨을 보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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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외 사고에 대해서는 CSC규정자체로서 국내법적 효력발휘

PP-11

프라이스-앤더슨 법체계

• 프라이스-앤더슨 법은 현재의 불법행위법체계 상위규정임

• 약 130억달러를 최대한도로 모든 원자력사고 야기 당사자는 책임부담함.

• 프라이스-앤더슨 법은 법적 책임의 경제적 비용을 면책하는 장치를 구축

하여 피해자보상의 확신을 강화시킴

PP-12

프라이스-앤더슨 법체계

• 1단계 보상체계로서 3억 SDR이고, 이는 민간보험이나 다른 재정담보에 의

해 취해짐

• 소급적 적립금체계에서 모든 원자력시설운영자의 적립금으로 2차적으로 

투입

• 미국정부가 그 배상체계에 대한 보증을 함.

PP-13

미국의 분담금 부담방식

• 미국정부는 미국의 공공기금부담을 보증함

• 미국법은 CSC수혜자들에게 정부부담액을 환급요청하도록 함

• 원전운영자는 미국내 사고의 수혜자들이므로 국내사고로 인한 공공기금갹

출분을 부담.

• 원전공급자는 CSC로 인한 해외사고시 정부부담에 대해 수혜자로서 공공기

금갹출분 부담.

PP-14

미국의 분담금 부담방식

• CSC는 원자력손해에 대한 원자력시설운영자와 공급자를 보호하는 보험정

책으로 기능함.

• 미국법은 소급보험금으로 수혜자들이 비용지급토록하고, 미국정부는 공공

기금을 지급함.

• 소급보험금이 미국정부의 공공기금 부담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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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

미국의 분담금 부담방식

• 미국내 원전사고시에는 원전운영자들이 적립한 소급보험금에서 정부 공공

부담금 지급

• 미국외 원전사고시에는 원전공급자들의 적립한 소급보험금에서 정부 공공

부담금 지급

• 미국 에너지국은 위험도에 따른 원전공급자들 사이의 소급보험금배분산식

을 관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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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충배상협약의 여러 가지 이익 (벤 머레이 제공문서)

도입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와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원자력에너지의 모든 이

익들을 향유하기 위해서 CSC에 기반한 국제원자력손해배상체제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CSC는 최소한의 소송을 통해서 신속하고도 의미있는 배상을 받을 수 있으

며, 잠재적인 책임에 대해 원전운영자와 공급자, 보험자 모두에게 법적 안정

성을 제공하고 있다.

부가적으로, CSC는 자국영토에 원자력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나라와 해상운

송사고에 영향받는 나라의 보호에 큰 이익이 있다. CSC의 이익들은 주변국

들에게도 이익이 된다. CSC가입의 이익을 논한 후에 여러 반복되는 궁금증

에 답변을 하고자 한다.

CSC의 여러 가지 이익

원자력에너지의 증가되는 이용에 대한 이익은 무엇인가?

원자력에너지는 우리세계의 가장 중대한 염려들을 해결할 수 있다. 깨끗하고 

신뢰가능한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이용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삶

의 질을 유지하면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전기를 공급해줄 수 있다. 더구나 

원자력에너지는 황이나 질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왜 CSC가 원자력에너지 이용의 완전한 달성에 중요한가?

지난 20년동안 국제사회는 안전과 안정적인 방식으로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가장 중요한 행위들 중 하나가 CSC를 IAEA

가 채택하여 범세계적 원자력손해배상체제구축에 이바지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범세계적 체제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을 촉진함에 큰 역

할을 하였다. 국제체제의 부재시에는 잠재적 책임위험으로 많은 원전운영자, 

공급자와 투자자들이 원자력사업에 관여함을 주저하게 된다.

원전공급자와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안전장치를 CSC가 부여해 주는가?

원전공급자와 투자자에게 잠재적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은은 새로운 원

전사업에 대한 참여를 주저하게 만든다. CSC는 원자력사고국가의 법원에서

의 전속관할권을 인정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사고시에 한 

법원에서 모든 배상문제를 처리함에 다른 신속한 처리를 CSC는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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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고 있다. CSC가 없다면 여러 관련되는 모든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번잡성과 그에 대해 적용되는 법적 원칙에 있어서도 원자력배상원칙이 확립

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원전공급자와 투자자입장에서 원자력사업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자신의 모국에서 소송이 벌어져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해

야 하는 것이다. 불확실성은 법적 소송에 대한 염려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

다. 원자력손해배상원칙이 확립된 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의 사고에 대한 대처

에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자면 미국국내원

자력배상법은 미국내 원자력사고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외국의 사고에 대

한 미국법원의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일하게, 만약 미국이 

미국이외의 지역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인정한다면, 일

반적인 불법행위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해외사고 원전의 관계공급자와 투자자 

모두가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CSC가입의 최대장점은 무엇인가?

원자력시설을 보유한 국가나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게도 범세계적 원자력손

해배상체제는 이익이 된다. 특히 원자력사고로 인한 법적 해결에 명확성을 

부여하고, 소송에 대한 작은 부담을 주면서 신속하고 의미있는 배상이 이루

어지게 한다.

어떻게 CSC가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가?

CSC는 파리협약이나 비엔나 협약, CSC협약부속서에 나온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각 체약국의 국내법이 

모든 원자력손해에 관한 원전운영자 책임절대 및 단독의 원칙, 무과실책임, 

사고지 법원의 전속관할권 인정, 제소기간의 명확화, 국적 및 거주지에 따른 

차별금지 등의 원칙을 국내법화 하도록 한다.

왜 법적 명확성이 중요한가?

법적안정성 또는 명확성은 원자력사업에 있어서의 참여를 독려하게 하고, 최

소한의 소송분쟁과 부담으로 신속한 배상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원자력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의 이익을 법적명확성이 

유도하는가?

원자력에너지의 이용의 증대는 모든 나라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이고 이는 

국제경제와 에너지가격과 공급, 그리고 기후변화의 대응에도 좋은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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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것이다. 법적 명확성은 투자자와 원전공급자와 운영자에게 원자력사업의 

참여에 중요하다. 특별하게도, 많은 투자자들과 원전공급자는 원전운영자에

게 책임의 집중이 없다면 그 사업의 참여를 주저하게 된다. 원전운영자도 만

일 자신의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고 다른 기금을 통해서 자신의 사고위험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더욱 사업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다. 이는 원전운영

상의 보험이나 기타 대응장치를 위한 비용에 반영될 것이고, 원전보험사도 

이 원칙아래 원전운영자에게만 집중하여 보험을 제공하면 되기 때문이다.

CSC는 적은 소송으로 원자력손해배상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어떻게 가능하

게 하는가?

모든 나라들은 적은 소송으로 적절한 원자력손해배상을 신속히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CSC는 이러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기능하도록 발

전되어왔다.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원칙은 최소한의 소송으로 신속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내법에 원자력손해배상일반원칙을 입법화하도록 하여 과실의 유무

나 법적 항변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하였다. 일반적인 불법행위법에 의한 처

리인 경우에는 장기간의 소송과 많은 법률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대조적으

로, 원자력손해배상법체계 내에서는 손해의 발생인과관계와 그 피해액만이 

문제된다. 그래서 매주 적은, 혹은 소송없이 해결된다.

원자력시설운영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원자력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

하게 하여, 원자력손해에 대한 소송에 대해 기금이나 보험이 집중적으로 지

급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만약 원전운영자이외의 자에게 배상책임이 가도록 

해 둔다면, 보험산업은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보험자원을 공급하기 위한 자

원분산이 발생할 것이다.

사고지 법원에 전속관할권을 부여하여 한 법원에서 모든 배상문제를 처리하

도록 한다. 그리하여 소송당사자들은 둘, 셋의 법원에서 소송참가를 위한 낭

비를 할 필요가 없다. 부가적으로 모든 원자력손해는 원자력사고지 주변의 

희생자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소송참가자들이 사고지 법원이외의 장소에 

갈 이유가 없다. 이로 인해 기금의 소송비용으로 낭비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든 나라의 소송피해자들에게 공평하고 균형적인 배상을 받도록 CSC

는 비차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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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는 또한 모든 체약국들이 원자력사고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부과가 없다면 역시 집행상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

문이다. 한 국가의 법원의 판결을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 집행을 위해 인정하

도록 하고 있다. 이는 특별히 판결지 법원에 자산이 적은 패소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CSC는 적은 소송으로 신속한 배상이 만일 소송당사자에게 의미있는 배상금

액이 보증된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CSC는 원전보유국가들에게 1차적으

로 최소한의 3억 SDR의 준비를 요구하고, 부가적으로 2차적인 공공기금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의미있는 배상금액의 준비를 확인함과 동시에 CSC는 원자력손해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포섭하고 있다. 특별히, CSC는 모든 체약국들이 CSC의 원자력

손해개념을 입법화하게 하였다. 더구나, CSC는 타당한 법원의 법률에 근거

하여 이러한 원자력손해개념이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있다.

CSC의 어떤 측면이 원전비보유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가?

위에서 상술하였듯이, 모든 나라들은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함에 따라 온실효

과와 에너지안보와 경제성장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원전비보

유 국가들은 타국 원전시설의 전기를 활용할 수 있다.

CSC에서의 공공기금은 원전비보유국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준비되었다. 첫

째 90%의 기금은 원전보유국의 원전발전용량에 의해 부가되고, 10%는 UN 

분담금비율에 의거하여 배분된다. 그리하여 원전비보유국가는 전체 기금의 

2%에서 3%를 넘지 않는 부담을 하게 되고, 기금의 50% 이상은 꼭 국경초

월 손해에 대한 배상에 활용되도록 하여 수혜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부가적으로 CSC는 원자력사업이 없거나 원자력배상법의 필요가 없는 나라

에게도 영토,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사고에 있어서 의미있는 역할을 한다. 

CSC는 특별히 국내법으로 바로 기능하도록 하여, 국내법상의 원자력배상법

을 입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CSC는 또한 원전비보유

국가에게 CSC에 따른 의무사항의 준수를 위한 적용조치만 하면 된다.

다른 나라의 원전사고시에 원전비보유국가들에게 어떻게 이익이 돌아가는



- 25 -

가?

CSC는 최소한의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배상을 해 주기 위해 

준비되었다. CSC는 체약국의 다른 피해자를 차별하지 않게 하고 있다. 소송

제기자는 원자력사고의 피해와 피해액에 대한 입증만 하면 된다. 소송의 배

상액으로서 최소 3억 SDR이 준비되어 있으며 공공기금도 마련되어 있다. 모

든 이러한 기금들은 국경초월손해에 대해서도 지급될 수 있으며 공공기금의 

50%는 반드시 국경초과손해의 배상에 사용되어져야 한다.

반면에 비체약국에게는 피해자들은 배상에 대한 무제한의 소송권리가 있지

만, 소송피해자들은 배상의 입증책임과 과실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

러한 과정들은 매우 장시간의 소모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더구나 무제한 

책임은 배상의 무제한적인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피해

에 대한 집행을 법원에 의해 처리함에도 많은 제약을 갖게 된다.

CSC의 어떤 특성이 해상운송에 대해 도움이 되는가?

CSC는 해상운송에 의한 원자력사고에 있어서도 그 해상영토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보유국가에게 전속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국가의 법

원에서 바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별히 책임을 부담하는 원자력사

업자가 먼 격지에 있음에도 소송피해국가의 전속관할권은 매우 중요한 의미

가 있다.

원자력손해의 정의에 있어서 CSC의 오랜 고민은 해양사고에 영향받는 국가

들의 보호에 있었다. 인적손해와 재산손해 또한 환경손해와 예방조치와 경제

적 손해의 개념을 명확화 함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손해개념은 전속관

할법원의 판결과 조치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CSC의 가입이 이웃국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잠재적 법률책임의 불명확성은 많은 원전공급자와 투자자들과 잠재적 참여

자들에게 원자력사업의 가담을 주저하게 만든다. 이러한 배상책임의 노출에 

있어서 잠재적 참여자들은 그 나라의 법률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법률에 대

해서도 원자력사고발생시의 책임에 대한 염려로 고민하게 된다. 이웃국들과

의 원자력배상에 대한 협약이 없는 상황에서 그 이웃국법원에서의 소송은 

매우 불확실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잠재적인 참여자는 또한 자국에서 원

자력사업에 대한 연결로 인해 타국의 원자력사고에 대한 관할권을 자국법원

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염려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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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장소에서의 원자력사고시 CSC가 

어떤 도움이 되는가?

미국법원은 외국에서의 미국시민의 원자력손해나 미국에서의 중요한 사업이 

진행된 외국의 원자력사업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단 미국법

원이 원자력사고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면  미국시민만의 법률문제뿐 만아

니라 이와 연관된 모든 타국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한 것까지 다룰 수 있게 

된다. 미국법원은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을 원자력사업자뿐 만 아니라 그 원

자력발전소와 유관한 모든 관련자에게 적용하게 된다. 이는 소송자체가 미국

개인과 사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고와 유관한 어느 나라로부터의 관

련사건을 다 병합하게 될 우려도 있다. 또한 외국원전사고의 미국법원에서의 

심리에는 미국원자력손해배상법이 적용되지 않아 징벌적 배상까지 가능하게 

된다. 원자력발전소는 매우 위험한 시설로 분류되므로 미국법원은 엄격책임

의 원칙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많은 기간 동안의 소송과 법률비용을 지출한 

후에는 원전운영자가 다른 피소당사자도 원자력사고발생법원의 판결보다 더 

심각한 피해배상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원자력사업의 신규시행이나 기존사업의 참여자들에게 선제적

으로 위협이 되는 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CSC에 가입함으로써 이러한 위험

을 벗어나 사고발생국가에서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항상 자주 문의되는 질문들

CSC가 무엇인가?

CSC는 국제협약으로서 원자력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협약으로서 1990년도에 

협상이 IAEA에서 시작되었으며 1997년 비엔나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다.

CSC의 목적이 무엇인가?

CSC는 범세계적 원자력배상체제를 위한 틀을 제공해 주어 매우 적은 소송 

비용으로도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을 이루어지게 하고, 원자력사고의 처리와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책임방식의 명확성을 확보해 주고 있다.

CSC가 왜 중요한가?

CSC에 기반한 국제원자력손해배상체제는 경제발전과 삶의 질, 에너지가격과 

공급, 환경보호의 최대한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의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고 발전소의 안전과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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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CSC는 범세계적 원자력배상체제에서 어떤 기여를 하는가?

범세계적 원자력배상체제는 모든 나라에게 있어서 수용가능해야 한다. CSC

는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나라나 보유하지 않은 나라 모두에게 수용가능한 

이익을 제공한다. 첫째 CSC는 모든 나라가 가입가능하게 열려있으며, 모든 

나라가 이익이 되는 사항을 담고 있다.

CSC가 자유가입가능협약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자유가입가능협약(Free Standing)이라는 것은 파리협약이나 비엔나협약의 

가입할 필요없이 CSC에 가입가능하다는 의미이다. CSC의 자유가입가능속성

은 현재 많은 원자력발전주요국들이 파리협약이나 비엔나협약을 가입하지 

않은 현실에서 매우 중요하다. CSC는 파리협약이나 비엔나협약에 속한 나라

들을 포함하여 CSC부속서의 준수를 한다는 조건에서 모든 나라들이 가입가

능한 협약이다.

왜 CSC에서 자유가입속성이 중요한가?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지 않는 나라들은 파리협약이나 비엔나협약에 가입을 

주저한다. 그 이유로 파리협약이나 비엔나협약의 주 목적이 피해보상에 주력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CSC는 이 협약들의 원칙을 준수함에도 파

리협약이나 비엔나협약의 가입을 주저하는 국가들의 염려를 해소하고자 하

였다. 특별히 원자력손해의 개념의 확대와 해상운송사고에서의 처리에 있어

서도 고려하고 있다. 범세계적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더 넓은 측면에서의 

양자의 이익의 조화가 중요하다.

모든 나라에게 CSC의 어떤 속성이 도움이 되는가?

CSC는 원자력사고로부터 야기된 원자력손해의 처리에 있어서의 법적 명확

성을 부여하고, 최소한의 소송과 부담으로 신속하고도 의미있는 배상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CSC체제하에서 소송제기가 어렵나?

CSC는 소송의 필요를 줄이고 원자력사고발생국에게 독점적인 관할권을 부

여한다. 따라서 CSC체제하에서의 소송은  일반적인 불법행위 소송보다는 쉽

고, 먼 타국의 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사실 피해자는 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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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피해만 증명하면 법원소송절차가 아닌 보험사의 보험처리로서 해결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원자력사고가 발생하면, 잠재적 피해자는 신속하게 보

험담당자로부터 신속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배상처리를 받게 될 수 있다. 

CSC가 의미있는 배상을 어떻게 해주나?

CSC는 명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의 배상체제를 갖고 있다. 첫째는 협약체약

국이 3억 SDR의 보장과 더불어서 원전운영자는 보험으로 그 배상한도를 유

지한다. 그 금액으로 배상함에 부족하다면, CSC는 모든 체약국에게 2단계자

금으로서의 공공기금을 갹출하게 한다. 갹출금액은 고정적이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증액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원자력발전소 보유국들이 

가입한다면 공공기금은 3억 SDR을 초과할 것이다. 

CSC는 원자력시설 비보유국에게도 공공기금을 내도록 하는가?

그렇다. 모든 체약국들은 공공기금을 원전을 보유하지 않거나 UN 분담금이 

약소하지 않다면 내야 한다. 공공기금에 관한 사항은 원전비보유국에게 매우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우선, 대분분의 공공기금 각출자들은 원자력발전소 보

유자들이고, 둘째로 공공기금의 절반은 초국경손해배상을 위해 준비되어져야 

한다. 

매우 작은 부분이 공공기금에서 비발전원전국가로부터 거두어질 것이고, 이 

기여는 국제연대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오늘날의 세계에서 원

전발전국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원전을 보유하지 않아도 CSC에 

의거하여 자국 영토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독점적 법원관할권을 행

사할 수 있다.

원자력손해의 정의에 있어서 CSC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

충분한 원자력손해배상금액의 충족과 더불어, CSC는 넓은 의미의 손해를 보

상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히, CSC는 인적손해와 재산손해, 환경보존에 관한 

다섯 가지 중요개념들, 예방조치들과 경제손실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정

의의 적용이 원자력사고관할법원에서 명백히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

고 원자력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나라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

다. 원자력손해의 개념이 환경의 보호, 예방조치들, 특정 경제손실개념을 포

함하고 있으며, 국가법률로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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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가 한 법원이 반드시 독점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원칙을 어떻

게 적용시키는가?

CSC는 원자력사고가 난 국가의 법원에서 전속관할을 하도록 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특별히, CSC는 체약국들이 사고가 발생한 가입국의 법원

이 전속관할을 갖는 것에 대한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CSC는 자국의 영토

나 영해를 포함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사고에 대한 관할권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원자력물질의 해상운송에 대한 해양법의 발전을 염두해 둔 규정

이다.

파리협약이나 비엔나협약 가입국도 CSC에 가입할 수 있는가?

CSC는 실제적인 부분에서 파리협약국이나 비엔나협약국들에게 CSC의 부합

하는 조건만 충족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파리협약이나 비엔나협약국은 최소

한의 CSC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로만 자국법을 개정하면 된다. 이 조항들로서

는 3억 SDR의 배상기준을 충족하고, 원자력손해에 있어서의 정의 개념을 적

용하고, 모든 회원국가들에게도 배상당사자로서 포함해주는 것이 있다. 이러

한 조항 어느 것도 기존의 파리협약이나 비엔나협약의 조건들과 충돌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국가들도 부속서에 나온 원자력손해배상의 기본원칙들과 

일치되는 자국법을 제정할 것을 의무로 요청받는다.

각 회원국들이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자국법률을 입안해야 되는가?

CSC는 파리협약, 비엔나협약, CSC부속서조건의 충족을 의무화하고 있다. 

모든 회원국들은 반드시 CSC의 원자력손해배상과 관련한 조항들을 입법화

해야 한다.

CSC의 제안자들은 원자력산업이 없는 국가들에게는 약간의 불리한 점이 있

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런 나라들에게도 반드시 원자력손해배

상법률을 입안할 것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CSC의 조항들이 자국에게 적용

되도록 하는 조항만 충족시키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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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III

중국원자력손해배상법과 CSC

(중국원자력정보원 호이타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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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

중국원자력손해배상법과 CSC

호이타오 보

중국원자력정보원

PP2

중국원자력발전에 대한 소개

중국정부는 원자력발전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함

2020년까지 화석에너지 이외의 에너지를 15%까지 올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40%에서 45% 감축하고자 함

PP3.

최근에, 특히 2004년 이후에 중국 원자력산업은 매우 급성장했으며, 현재 

100만 KW의 원자력시설이 운영중이고 28개 원전이 건설중이다. 약 300만

KW가 건설중이다.

PP4

중국에서의 장기 원자력계획이 수정되었으며, 최초의 400만 KW의 원자력계

획이 2020년까지 700만에서 800만 KW로 확대변경됨.

PP5

최근의 기술적 측면에서, 중국은 제3세대 원자력에너지를 AP1000을 포함하

여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PR기술을 도입하였다. 더 많은 연구를 통

해 중국은 더 많은 지적재산권을 확보해갈 것이다.

PP6

중국원자력손해배상체제의 소개

A. 중국법에는 3혹은 4단계의 법이 있다

• 1단계: 중국의회와 의회상설위원회는 입법권이 있다.

• 2단계: 행정명령과 지방조례와 규정들

• 3단계: 정무원 명령, 지방정부의 명령

PP7

B. 2개의 특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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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상에 두 가지 규정이 있으며 이는 원자력회사에게 부

여한 정무원의 두 가지 승인이 있다.

PP8

1986년, 프랑스로부터 다야 베이 발전소를 수입하면서 중국은 원자력손해배

상에 관한 승인을 했음. 여기에 중국에 있어서의 원자력손해에 관한 기본원

칙을 성립시킴.

PP9

1986년 구한 명령의 내용

첫째 중국에서, 원자력운영자는 법적 법인격을 갖고 있으며, 둘째 원자력운

영자는 책임에 있어서 독점적으로 부담한다. 다른 관련자들은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PP10

원자력사고에 의해 야기된 원자력손해는 모든 피해자에게 8천만 위안을 최

대 지급한다. 만약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이 최대배상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는 중국정부가 제한된 필요한 배상액을 3억 위안 한도로 제공한다.

PP11

넷째 구상권: 만약 원자력사고가 고의로 야기한 경우 구상가능하다.

다섯째, 원자력사고에 의한 원자력손해가 전쟁, 적대행위, 민란, 중대한 천재

지변으로 인한 경우 운전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PP12

여섯째, 원자력사고의 피해자들은 원자력운영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자력사고후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PP13

일곱째, 중국에서의 원자력사고로부터의 원자력손해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원

자력사고지 법원이 갖는다.

PP14

원자력사고로부터 야기된 원자력손해에 대한 보상에 정무원의 승인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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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

고한(중국원자력손해배상법) 64번, 

첫째, 원자력시설운영자나 원자력발전소의 정의로서

1) 중국 영토안에 있으며

2) 법에 관한 법인격을 갖고 있으며

3) 원자력발전소나 연구용원자로, 민간시설 등을 운영하고

4) 원자력연료생산, 이송, 사용후 핵연료저장, 운송, 처리에 관여한 자

PP16

둘째, 원전운영자는  인적손해, 재산손해, 환경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전운영자이외의 자는 손해에 배상책임이 없다.

PP17

셋째. 원자력사고에 의한 손해가 국경초과시에는 협약에 따른다. 만약 그런 

규약이 없다면 동등원칙에 따른다. 

PP18

넷째, 같은 원자력운영자가 같은 장소에 설치한 원자로는 한 시설로 본다.

PP19

다섯째, 두 개 원자로운영자 이상이 관여한 원자력손해는 상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PP20

여섯째, 만약 원자력손해가 무력, 적대행위, 전쟁에 의한 경우 원전운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PP21

일곱 번째, 원자력발전소나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운송 운영자는 최대배

상액은 3억 위안이다.

다른 운영자인 경우, 최대 배상액은 1억 위안이다.

최대 운영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할 경우 정부는 8억 위안까지 제공할 수 있

다.

만약 중요원자력사고가 발생시, 정부는 재정보상을 할 수 있으며, 이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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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무원이 결정한다. 

PP22

여덟째, 운영자는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하고, 원자

력발전소나 관련 시설의 운영전에 적절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PP23

아홉째, 만약 원전운영자와 구상권에 대한 특약을 맺으면, 그 특약에 의거하

여 구상할 수 있다. 고의나 자의적으로 원자력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원전운

영자는 구상할 수 있다.

PP24

열 번째, 자연인, 법인 그리고 다른 조직들도 원자력사고에 의한 배상권을 

갖고 있다.

PP25

소멸시효와 재판관할권은 중국원자력법 초안에 명백히 정의되어야 한다. 

PP26

중국원자력법 (초안)

중국원자력법은 원자력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여야 한다.

PP27

중국원자력법은 입안중이며, 중국손해배상법은 현재 많이 발전하지는 않았

음. 1980년에 중국은 중국원자력법 입안을 개시하였다.

PP28

중국원자력법은 아직 법률화 되지 않았다. 최근의 원자력에너지의 발전에 의

거하여 중국정부는 원자력법의 제정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현재 입안 및 

개정중이다.

PP29

중국 에너지법 역시 입안중이고, 원자력법과 충돌되지 아니하며, 중국입법은 

시일이 오래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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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

원자력과 관련된 중국법

방사성오염통제법이 유일하고 8개의 조항으로 됨.

PP31

1)방사성물질과 장치의 안전과 보호에 관한 규정

2)원자력물질통제 규정

3)민간 원자력장치의 감독 및 관리 규정

4)민간원자력안전장치의 감독과 관리 규정

5)원자력발전소에서의 원자력사고 비상조치규정

6)원자력수출통제규정

7)이중목적물질과 기술에 관한 통제규정

8)방사성약물관리 규정

PP32)

원자력손해를 포함하여 13편의 원자력에너지법 목차가 있다. 

PP33)

내용은 대략:

원자력시설운영자는 인적손해, 재산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의회는 구

체적 규정을 입안해야 할 의무가 있다.

PP34)

a)연대책임

b)배상한도 원칙, 정부의 재정지원의 한도 및 운영자의 보험의무

c) 정무원에의한 원자력보험규정

d)소멸시효: 재앙적 상황에서 30년 이내, 재산손해는 3년 이내

e) 초국경손해는 그 피해국가와의 협약에 의해 처리함

f) 사고지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보유함

g) 예외로서 무력충돌, 반란, 테러에 의한 사고시 운영자 면책.  제3자의 고

의에 의한 경우에도 운영자면책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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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중국은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대한 입법을 시작하였고, 원자력운영자

가 책임절대의 원칙에 의해 책임을 부담하고, 연대책임과 수송책임, 보상한

도의 유한성이 있으며, 원자력사고 조사, 재판관할의 사항들이 입법안에 담

겨 있음.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아니함.

PP36)

중국원자력손해배상법의 문제점

(A)현재의 승인답신(프랑스 회사에게 부여한)은 매우 단순하고, 낮은 수준의 

법이고, 적은 배상액을 규정하고, 원자력손해의 개념을 담지 아니하고, 지역

적 적용범주가 불명확함.

(B)원자력에너지 법은 원자력배상책임에 대한 원칙을 담고 있으나 입법에 

장시간이 걸림.

(C)중요 조항은 여전히 조사기간임

(D)원자력손해배상법은 아직 주목받지 못함.

PP37)

아시아에서의 원자력발전의 전성기를 맞아하여 중국에게도 CSC는 매우 의

미심장한 협약임.

PP38)

최종적으로 중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완전하지 아니하며, 한국, 미국, 일본 

및 타국의 사례를 참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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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IV

일본원자력손해배상법과 CSC

(와세다 로스쿨 교수 마사토 도구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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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

일본원자력손해배상법과 CSC

마사도 도이구치

와세다 로스쿨 교수

PP2

목차

1. 소개

2. 일본원자력손해배상법

3. CSC없는 상황에서의 국경초월 손해

4. CSC체제하의 국경초월손해

5. 일본의 CSC가입관련 문제들

6. 결론

PP3

1. 소개

일본법: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상법 (1961년 제정 및 2009년 개정됨)

PP4

2. 일본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의 일반적 특색

a. 무과실책임

b. 면책제한 조건들

c. 책임집중 당사자

d. 유한책임

e. 재정장치

f. 정부에 의한 재정지원

PP5

일본원자력손해배상법

a. 무과실책임--3조

b. 면책제한 조건들--3조

c. 책임집중 당사자--4조

d. 유한책임에서 무한책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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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재정장치--6조

f. 정부의 재정지원--조항16에 의거 정부는 지원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PP6

2. 일본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법의 관련조항

3조 1문

원자력손해가 원자로의 운영중에 발생했을 경우 원자로운영자가 책임을 부

담한다. 다만 심대한 천재지변이나 무력충돌은 제외한다.

4조 1문

원자력손해가 위 조항에 의거 발생 시 원자로운영자 이외의 자는 책임을 부

담하지 아니한다. 

PP7

2. 일본원자력손해배상법

관련조항

조항16

1. 원자력손해가 발생 시에 정부는 원자로운영자에게 정해진 재정부담액을 

넘거나 정부가 본 조항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시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2. 전 조항의 지원은 정부가 의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 한도로 할 수 있다.

PP8

3. CSC없이 초국경사고

만약 한국에서의 원전사고 후 일본 어부가 동해에서 피해시에 어떻게 처리

되는가?

PP9

3. CSC없이 초국경사고

시나리오 1

1. 피해어부가 일본법정에 한국 원자로운영자를 제소시에는 일본법원은 관할

권을 인정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것임.

2. 일본법원은 일본 일반불법행위책임법을 적용할 것임.

3. 일본원자력손해배상법은 일본원자로운영자에게만 적용될 것이므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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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법리가 적용됨

4. 일반불법행위책임법에 의거하여, 어부는 한국원자로운영자의 과실을 입증

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한국원자로운영자는 무한책임을 부담함.

5. 일본판결의 결과로서 막대한 배상금을 한국법원에 적용시키지 못할 것임. 

한국정부의 정책에 반하므로.

PP10

3. CSC없는 초국경사고

시나리오 2

6.만약 일본법원이 한국의 사고에 대해 미국 제작자의 과실을 인정하면 제조

물책임법이 적용될 것임.

7. 일본법원이 미국제작자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릴 지는 불확실함.

PP11

4. CSC체제하의 초국경사고

만약 한국과 일본이 CSC에 가입시에 어떻게 되는가?

시나리오1.

1. 일본법원에 한국원자로운영자를 제소할 시 일본법원은 각하함.

2. 모든 소송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한국법원은 한국법을 적용할 것임

3. 한국원자로 운영자는 한국법에 의거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함.

시나리오 2.

4. 한국법원에서 미국 제작자는 책임을 면책받음.

PP12

5. 일본의 CSC 가입관련 제 문제

a. CSC기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b. 작은 원자로시설의 3억 SDR책임간의 공백을 누가 채울 것인가.

PP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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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V

한국원자력손해배상법과 CSC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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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

한국원자력손해배상법과 CSC

김상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PP2

목차

1편. 한국원자력손해배상법

2편. 한국원자력손해배상법과 CSC

PP3

1편

한국원자력손해배상법의 개관

PP4

1.원자력손해에 관한 입법

1969년 원자력손해배상법 입법

-원자력손해에 대한 기본체계

-2001년에 1997 비엔나협약의 정신을 반영하여 개정함

1975년 원자력손해에 관한 정부보상계약법 

-재정장치의 일환으로서 보상계약조항

PP5

2.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법

-피해자의 이익과 원자력에너지이용 이익의 균형

-원자력손해에 대한 원자력시설 운영자의 책임을 조항2에서  규정함

PP6

3. 2001년 개정사항

-원자력손해개념의 확장

-3억 SDR로 책임한도 도입

-3억 SDR로 보장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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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천재지변을 면책으로 제외

-인적손해, 생명손해에 대한 30년 소멸시효 연장

PP7

4.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채택된 원칙들

A. 엄격책임

B. 독점적 배타적 책임

C. 금액과 시간의 유한책임

D. 운영자의 재정보증의무

PP8

엄격책임

원자로운영자는 무과실로 사고의 단순인과관계가 존재하면 책임부담함. 무력

충돌이나 적대행위, 내란 등의 경우에는 책임면책함.

PP9

B. 배타적 책임

-원자력시설의 운영자만이 원자력손해의 책임을 부담함

-발송운영자가 운송책임을 부담함 (특약이 없다면).

PP10

C. 시효에 의한 책임제한

-3억 SDR만큼의 배상책임제한

-시효의 제한

-인지후 3년 이내 혹은 사고 발생후 10년, 인적손해나 사망은 30년 이내

PP11

D. 재정장치

-원자력시설운영자는 운영전에 재정장치를 마련해야 함

-재정장치의 방식으로 공탁 혹은 보험과 정부보상계약

-정부보상계약은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사항 담보

PP12

D. 재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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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 의한 재정담보액 규정

 원자력발전소 500억원, 연구용원자로 60억원, 사용후핵연료 2억원

책임한도는 3억 SDR이고 범주와 시설의 용량에 따라 다름.

PP13

D. 재정장치

-정부보상계약에 의한 손해보상

 1. 정상운전중 원자력사고

 2. 홍수, 쓰나미, 천둥 번개에 의한 원자력손해

 3. 원자력보험에 의해 보장되지 아니하는 손해

PP14

5. 개선필요사항

-3억 SDR초과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한도와 배상조치액사이의 간극

-원자력손해로 새롭게 정의된 위험에 대한 재정장치 마련(환경손해, 예방조

치비용, 보험보장기간 이후의 인적손해 등)

PP15. 

2편 한국원자력손해배상법과 CSC

PP16

1. CSC에 부합하는 방법

-CSC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1963 비엔나협약 가입후 CSC가입, 1997 비엔

나협약가입후 CSC가입, CSC에 바로 가입. 바로 가입이 가장 현실적임.

PP17

2. 내부절차

의회의 승인이 CSC가입을 위해 필요함. (헌법 60조)

PP18

3. 입법화 방식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 입안?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유용하고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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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

4.이행입법

A. 공공기금의 부담주체

-정부 혹은 사업자

-두 가지 이원화 방식? (국내사고는 사업자, 국외사고는 정부)

-한국분담금은 대략 일천7백만 SDR.

PP20

4. 이행입법

B. 구상권조항

-구상권조항은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새롭게 삽입되어져야 함. CSC 조항 9에

서는 공공기금부담 체약국과 사고국의 구상권조항이 있음.

PP21

4. 이행입법

C. 배상조치액과 책임한도사이의 간극문제

-배상조치액의 인상방안

-정부의 간극부담기금마련

PP22

4. 이행입법

D. 더 적은 한도책임

-CSC부속서의 4.2에 의한 책임한도의 낮은 수준 유지가능 조항 활용

PP23

5. 정치적 고려사항

-원전운영자의 재정적 책임

 공공기금과 책임한도의 부족분에 대한 사항

-CSC의 효과극대화를 위한 주변국의 동향

-외국재판관할권과 준거법원의 인정

 NGO나 다양한 분야의 반대에 직면함

PP2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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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동기로서 국제원자력손해배상체제에 가입하고 현 배상책임의 부족분을 

충족시킴.

-민법과 민사소송법, 국제법과의 조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PP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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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충배상협약 국제워크숍 발언 스크립트

일시: 2011년 2월 25일, 장소: 서울 더 플라자호텔 메이플홀

주최: 한국원자력연구원 

사회자 이대성

잠시 주목해주십시오. 행사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시통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테이블위에 동시통역수신기

가 준비되어 있으며, 채널은 1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보충배

상협약 국제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자인 저를 소개하

겠습니다.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 원자

력손해배상에 관한 연구과제 책임자인 이대성입니다.

 

오늘 개회사를 해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정책개발본부장이신 송기동 박사님이십니다. 많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송기동 원자력연구원 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정책개발본부장을 맡고 있

는 송기동입니다. 오늘 이렇게 개회사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해

외 및 국내 각지에서 오늘 행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여

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멀리서 오늘 발표를 위해 IAEA를 대표하여 오신 Mr. 

Tonhauser 씨와 미국 CSC 대표단, 일본 및 한국전문가와 교육

과학기술부와 다른 정부관계자분들과 본 행사를 후원해 주신 국

제원자력협력재단과 코리안리 보험사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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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에너지기술 자립이라는 기치아래 

1959년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되어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의 운

영 및 요르단에 연구용원자로를 수출하고, 중소형 일체형원자로인 

SMART의 설계인가를 받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소로서 오늘의 국

제워크숍의 개최를 통해 원자력에너지의 이용진흥 뿐만 아니라 

원자력에너지의 안전과 인류와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도 기여하게 

된 점을 연구원의 한사람으로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IAEA를 비롯하여 국제 원자력손해배상법률 전

문가분들과  원자력시설 운영자 및 수출자, 보험회사 및 원자력법

학자 및 심지어 학생들까지 원자력손해배상제도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통합적이고 열린 분위기에서 원자력손해 대응체계에 대한 

지역적 제약과 원자력발전소 운영국가 들만의 제한된 접근을 벗

어나서, CSC라는 범세계적인 원자력손해배상체제에 대하여 원자

력시설수출자로서의 책임이행과 더불어 한국과 이웃국들과의 긴

밀한 상호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오늘 행사에 도움을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돌아가시는 길 안전한 여행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회자 이대성

감사합니다. 송기동 본부장님.

다음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신 IAEA 법무부 톤 하우저 원

자력조약부분 책임자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톤 하우저 변

호사님을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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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하우저 

안녕하십니까.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

다. 그리고 IAEA를 대표하여 축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개최자와 후원자인 교과부, 코니

코프, 코리안리 보험사, 일본, 한국, 미국전문가의 참석에 대해 감

사드립니다. IAEA는 4가지 원자력손해배상협약의 기탁국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63 비엔나협약과 1997 비엔나협약 개정문, 

1988년의 비엔나협약과 파리협약의 연결의절서, 그리고 오늘주제

인 CSC의 사무국으로 말입니다. 

이런 협약은 모든 나라들에게 열려있는 협약체계이고, 국제협약에

서 이런 행위들은 OECD-NEA의 다른 협약체계와의 1960의 파

리협약,1963 브뤼셀보충협약과 그 보충의견서인 2004 보충서는 

아직 미발효중입니다.

이런 협약들은 지역적 OECD맵버들에게 제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과 전망에 의하면 왜 이런 원자력협약체계들

이 어떤 나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조금후에 슬라이드를 통해 원자력손해배상에 대한 전세계적인 현

실과 도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원자력운영자와 운송문제에 대한 원자력책임의 국제적 걱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원자력르네상스와 원자력

무역에서 IAEA에서 그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고 협약을 체계화

하려고 합니다. 또한, 국제원자력무역세계에서 원자력기술의 활발

한 교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CSC는 가장 최근의 모든 나라가 참여가능한 체제

이며 비엔나협약과 파리협약을 통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CSC는 현재 유일한 범세계적인 체계를 통합할 수 있다고 보며, 

그러므로 IAEA 사무총장과 INREX자문그룹에서 모두 그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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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자력협약은 원자력피해자의 보상

뿐만 아니라 원자력산업의 활성화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CSC는 

비엔나협약국이나 파리협약국이나 또는 그 협약국이 아니더라고 

부속서 국가로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IAEA와 INREX는 2005년에 국제 지역워크숍을 개시하여, 지난 5

년동안 중요한 IAEA는 주요워크숍을 지역적으로 개최하여 왔습

니다. 2005 시드니, 라틴아메리카2008 동부 중부유럽은 2010년

에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에 새 IAEA 사무총장은 더욱 이 CSC

를 촉진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행사는 이런 분위기를 강화하고, 부흥하는 효

과가 있다고 보며,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축

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제 발표에서 CSC에 

대한 개괄사항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의 개최뿐만 아니라 열띤 토론과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사회자 이대성

감사합니다. 톤하우저씨.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가운데 특별히 참석해주신 원자력손해배

상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부처의 정부책임자이신 노재익 원자력

방재과장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

랍니다.

노재익 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과장 노재익입니

다. 우선 이번 국제 원자력손해배상협약워크샵을 주관하시고 저에

게  축하의 말씀을 올리는 기회를 제공해주신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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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동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자리를 빛내주신 IAEA와 미국, 일본 전문가 분만 아니라 

국내외 귀빈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사는 저희 정부입장에서도 매우 관심이 많은 행사입니다. 

현재 원자력르네상스를 맞이하여 범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추진중

인 원자력에너지의 이용및 진흥과 더불어 정말 중요한 것이 원자

력에너지의 안전한 관리와 국민의 생명과 환경의 안전한 보호이

기 때문입니다. 

 

그런측면에서 볼 때 본 행사를 통해 CSC라는 국제원자력손해배

상협약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 시사점을 확인

하는 이 자리는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발전과 보장성을 강화시키

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원자력손해배상을 주제로 IAEA 책임자와 미국, 일

본, 한국 전문가분들 및 정부관계자, 국내원자력시설 운영자, 수

출자, 관련 손해보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깊은 논의를 하는 

것이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하니할 수 없으며,

 

아울러 오늘 행사에서의 최신정보의 공유와 열띤 논의와 회의를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다 같이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

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한번 참석해주신 국내외 귀빈들께 감사드리고, 타국 멀리에서 

오신 손님 여러분들은 돌아가시는 곳까지 한국의 향기를 품고,  

안전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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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이대성

감사합니다. 노재익 원자력방재과장님. 

프리잰테이션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촬영이 있겠습니다. 내외귀

빈께서는 기념촬영을 위해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외국귀빈과 정부업무관계분들 그리고, 국내

참여 기관대표분들이 나와주셔서 기념촬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기념촬영후에는 11시까지 커피브레이크가 있겠습니다. 아침

일찍 먼길을 오셨을텐데 따뜻한 커피로 여독을 푸시기 바랍니다. 

포토타임에 참여하시는 분과 또 11시에 커피브레크가 끝나니까 

커피브레이크를 즐기시는 분들은 11시까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오전 커피브레이크 이후 

착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리젠테이션을 시작

하겠습니다. 첫 발표자이신 IAEA 법무부 톤 하우저 원자력조약과

장님의 약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톤 하우저 조약과 과장님께서는 독일에서 법률전문교육을 수료하

시고, 원자력 안전, 사용후 핵연료, 원자력손해배상등의 모든 국

제조약에 관한 IAEA 관련 사항들을 관장하고 계시고, 또 이와 관

련한 많은 저술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인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를 중심으로 발표하실 톤하우저 선생님을 모시

겠습니다. 많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톤하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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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잘 모릅니다. 좋은 것이였으면 좋겠습

니다.

사회자 이대성

당신의 약력이 소개되었습니다. 

톤하우저

저는 매우 젋은 사람들도 함께 보게 되어 CSC에 대한 관심에 매

우 기대가 됩니다. 저는 제가 축사에서 말했듯이 이번 슬라이드는 

파리협약과 비엔나 협약체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체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의 빨간색은 

OECD 가입국의 파리협약체계국이고, 녹색은 비엔나 협약가입국

이고 이것은 좀 더 넓게 자리하고 있으며 검은색은 CSC체계입니

다. 아직 원자력손해배상에는 통합된 체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듯이, 주요 원자력시설 및 물질의 운송루트에 대한 사항도 보

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서도 보시듯이 통합된 원자력손해배상

체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설명이고 그것이 CSC 소개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거대 원자력사고 발생 시에 현재 어떻게 될가요? 아직 명확

한 보상에 대한 답안이 없습니다. 많은 소송분쟁이 발생할 것이

고, 초국경적 손해와 피해자들의 여러 나라에 소송이 진행될 것입

니다. 이런 불명확한 법률체계가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특별한 원자력손해배상협약체계를 만들어야 할 

가요? 어제 저녁에서 얘기했지만, 모든 여러분이 원자력손해배상

체계의 이해도가 높다고 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선 

원자력손해배상체제의 핵심이론을 간단히 설명 드리고 CSC에 대

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불명확한 법률체계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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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약이 상존하고 있는 측면에서 원자력손해배상체제는 법적채

널링과 절대책임의 원칙으로 원전운영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으

며, 최저금액을 보증토록 하고 있으며, 책임제소의 기간을 제한하

고 있으며, 강제적인 원전운영자의 보험 및 정부보증체계를 구축

하고 있으며, 전속 관할법원은 원전사고지 법원으로 한정하고 있

으며, 배상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원

자력손해배상의 큰 이론이며 CSC는 이러한 특별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하는 것은 원자력사고 이론

과 더불어 지도에서 보여주었듯이 OECD 지역체계의 1960 파리

협약과 2004년 프로토콜과 브뤼셀협약과 IAEA의  1963 비엔나 

협약과 1997년 개정 비엔나협약의 통합체계로서 CSC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SC의 가입조건은 파리협약국이거나 비엔나 협약

국이거나 부속서 일치국가의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한도로서 3억 SDR과 국가공공기금체계를 CSC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논의했던 CSC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두가지측면에서 첫째는 부속서로서 CSC는 계산과 절차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공공기금이 납부되는 체계와 손해원칙이 부속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부속서를 통해 CSC는 모두가 가입가능하

게 됩니다. 둘째부분으로서 CSC는 3억SDR과 공공기금을 제공하

고, 법적 안정성과 책임의 명확한 원칙들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사업에서 명확한 국제기준이 없는 입장에서 국가들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받겠습니까? 

1988 통합협약에서 CSC는 누구나 가입가능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요 원자력원칙을 수용하고, 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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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을 인정하고, 보상체계의 국가법과 국제기금의 활용을 보장

하고 있습니다. CSC를 위해서는 통일된 원자력손해7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가입조건으로 파리협약국, 비엔나협

약국, 부속서 국가로서 조건을 두었습니다.

조부조항으로서 미국의 프라이스 앤더슨 법은 본 법보다 먼저 제

정된 법이라서 특별하게 미국법체계를 가입가능토록 열어두었습

니다. 원자력손해에 대한 넓은 정의를 두고, 그로 인해 개인손해, 

경제적 손해, 환경손해, 방제비용은 CSC와 비엔나협약의 손해개

념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속관할권의 통일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법정

지 선정의 규정으로서 변호사들은 일본의 도가우치교수가 알고 

있듯이, 전속관할권은 1997 비엔나 협약에서 협약체약국이고 원

전 사고지 국가에서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운송과정에서 사고발생지의 

운송로 제공 협약국에서 관할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CSC구조를 보면 매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절차와 준수해

야할 규정들을 보자면, CSC는 배상체계가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원전사고의 보유국가에서 최소 3억SDR의 최소금액을 보

장해야하고, 이후에는 둘째로서 모든 체약국이 기금을 출연하여 

공공기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층구조로 보상하게 됩니

다. 어찌되었던 현재상황은 이러한 법적명확성이 세계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전에 보여드린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작은 나라나 개도국인 경우에는 원전보유국이 아님에도 왜 

돈을 내야 하는가? 라는 측면에서는 공공기금의 계산이 원전보유

정도에 따라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UN기금비율을 고려하

여 산정되게 됩니다. 사실 90%의 총 기금은 원전보유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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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고, 잔존 10%가 UN기금으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원전보유국이나 비보유국이나 UN기금부담국과 최저부담

국들의 이익을 다 고려하여 공공기금을 각출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정확한 금액에 대한 사항은 

IAEA웹사이트 리걸오피서부분을 보면 정확한 기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다른나라의 가입현황, 가입시 변수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SC는 모든 원자력시설사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용량은 

단지 원자력발전소만을 따지고 있습니다. 원전비보유국의 경우에

는 원전이외의 원자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UN

기금비율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4개국의CSC가입이후에도 아직 

협약은 발효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기금이 나누어 사용되어지는 말하겠습니다. 

국가보상기금은 최저 3억SDR은 국내 및 국외 피해에 대해 사용

되어야 하지만, 공공기금의 경우는 비협약국의 보상으로는 사용되

어져서는 안됩니다. 이유는 단지 체약국들간의 이익을 위해 출연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국경손해에 대해서는 조항 11에서 

언급하였듯이 50%의 공공기금은 체약국 국내외 손해에 잔존 

50%는 국경외손해에 체약국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면, 최저 5개국, 400,000 UNIT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모로코, 루마니아, 미국의 가입국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IAEA 웹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되

겠습니다.

제가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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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산업과 무역, 운송등의 사항에 대해 원자력손해배상협력체제가 

범세계적으로 구축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것이

고, 그 대안이 CSC이고, CSC는 절차적 부분과 부속서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부속서 부분은 원자력손해에 대한 세부사항 및 원칙

의 사항, 아시다시피 제가 7가지 원칙으로 강조했던 사항들이 규

정되어 있습니다. 원전운영자가 원자력손해책임을 지고, 원전공급

자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업에 참여할 것이고, 피해자 

역시 명확한 배상체계에 만족할 것입니다. 

또한 전속관할권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법원에서의 판결이

후 재정적으로 최저 국가보증금액으로서 가입국의 3억 SDR 책임

이 있고, 그 이후 공공기금을 각출하여 지원하게 되고, 그에 대한 

이익을 같이 향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금은 원전사고시에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대성

오후에 질의응답시간이 있습니다만 질문있으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CSC에 대해 대한민국의 2가지 도전이 있

습니다.

CSC가 요구하는 대외적으로 3억SDR을 국가가 보증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국내적인 해결방안이 떠오르고, 국제적 

문제로서는 전속관할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원전사고시 그 사고 국가에서 우리의 피해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

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 이웃국들 중국, 일본의 가입 시 

과연 우리가 중국법원의 판결을 대한민국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

상액과 관련하여 물론 3개국이 CSC의 근본원칙을 따르겠지만, 

상호간의 판결내용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3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국제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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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산업계에서는 원전수출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입장이 나올것이고, 원전운영자인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 

부분을 국내법으로 입법할 때 나에게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가, 

정부는 이 부분이 정부부처별로 업무사항에 대한 전속관할을 어

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정부재정부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

인가라는 내부적 고민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이 모이

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자분들에게 지금이나 오후의 질의응

답시간에 편안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있으십니까? 

박기갑 교수

감사합니다. 톤하우저 님. 저는 고려대학교의 박기갑입니다. 저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7에 보면, 저는 CSC가 누구나 

가입가능하다고 하는데, 누가 과연 원자력원칙의 부합에 대해 누

가 감시하는 가요? IAEA 관리자 인가요? 아니면 제3자가 그 부

분에 대한 감시자가 있는가요? 인도의 경우 인도정부가 CSC를 

가입하기로 했고, 이 부분에도 불구하고 인도정부의 국내법은 

CSC와 조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누가 어떻게 이 부분을 

점검할 것입니까?

두 번째로 CSC의 가입국이 4개국인데, 어떻게 그 4개국이 자국

법으로 CSC를 이미 적용시켰는지 궁금합니다.

톤하우저 

IAEA는 CSC의 기탁국입니다. IAEA는 그럼에도 국내법이 CSC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 결정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CSC절차규

정을 보면, 체결자는 가입시에 자신의 자국법을 기탁국에 제출하

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가입국의 법이 CSC의 원칙에 부합되

지 아니한다면, 타 체약국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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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동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IAEA는 입법지원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약국이 자국법의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대

한 자문을 요청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돕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정부가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인도국내법과 CSC의 부합여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회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톤하우저

저는 OECD-NEA 논의에서 놀랐습니다. 인도의 법령체계는 좀 

더 학문적인 부분에서 논의되었고 OECD가입국이 아닙니다. 파리

협약가입국들의 CSC가입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있습니다. 그부분

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IAEA의 입장은 기탁국으로서 타 

체약국의 이의제기방식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사회자 이대성

오후에 질의응답시간이 있으므로, 발표자분들에게 다시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톤하우저 변호사님 발표 감사드립니

다. 박수부탁드립니다.  프리젠테이션은 즐거우셨습니까. 이제 점

심시간입니다. 어제 리셉션에서는 정통한정식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정통 양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 앉아계

신 자리에 더플라자 호텔 일류 요리사께서 요리를 하신 음식이 

준비되겠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맛있는 드시고, 오후세션은 1시 

10분에 개시되겠습니다. 1시 1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

거운 식사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중식후 

사회자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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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사는 맛있으셨습니까? 다음발표 순

서로 미국 DOE 소속 변호사님이신 벤 맥레이 선생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멕레이 변호사님은 1977년에 변호사가 되신 이후 

미국에너지국에서 원자력프로잭트관련 법률문제를 책임지시고 계

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물질, 시설, 안전, NRC 라이센스 등

의 여러분야에서 원자력관련 프렉티스를 해 오셨으며, 특히 오늘 

주제인 CSC 협약과 관련해서 미국정부의 대 IAEA  협상전문가

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국은 지난 부시 행정부 때 

CSC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오늘 발표주제는 CSC가입국으로서

의 미국원자력손해배상법과 CSC입니다.

벤 맥레이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벤 맥레이 

감사합니다. 저는 오전발표와 겹치지 않게 CSC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니다 또한, 미국입장에서 이 협약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니다.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국제적 책임의 문제입니

다. 에너지부 장관이 언급하였듯이, 일본 한국 등 많은 원전보유

국이고 또한 원전수출국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원자력 손해 책임장치의 구축 책임이 있습

니다. 시민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와 법적조치를 해 둘 필요

가 있습니다. 최소의 배상금확보와 기금납부를 CSC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있는 보상없이는 법적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그 보상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정부의 입장에서는 1990년 초기에 미국기업이 

세계에서 물론 한국과 일본도 비슷합니다만 원자력손해배상책임

은 원전수출자인 미국입장에서는 자국법으로서의 프라이스앤더슨



- 15 -

법에서와 같이, 원전수출자로서 일본과 한국의 1960년도의 입법

체계가 적용되어 원전공급자가 책임을 면책받았지만 1980년 초

기에 원전수출기업은 원자력손해에 대한 책임체계가 달라짐을 알

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보팔사건에서와 같이 소송에 대한 위험부

담은 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이외의 나라에서의 사업이 얼마

나 위험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은 미국자국법 내

에서도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1990년도에 미국회사는 미국정부에 와서 탄원하기 시

작했습니다. 미국정부는 해외원전사고에 대해 별 고민을 하지 않

았다가, 그때부터 해외원전사고에 대한 염려와 국제시스템을 구축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프라이스 앤더슨 

법은 우리는 책임집중을 원전운영자에게 일치시키고, 통상의 불법

행위법제는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원전운영자가 부

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국제협약은 바로 원

전운영자에게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바로 입법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파리, 비엔나 협약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협약에 우리는 매우 적극적

으로 협조를 하였으며, 그 결과로 CSC가 만들어졌고, 가입이 쉽

게 되도록 부속서가입조건을 만들었고, 비원전국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한국도 아주 작은 변화만 준다면 CSC에 

쉽게 가입하게 됩니다. 일본 한국등의 나라는 이미 CSC에 부합하

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CSC가입 이점은 질의응답에서 충분히 밝혀두겠습니다. 

이제 미국시스템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1957에 채택된 미국 프

라이스앤더슨법은 통상 불법행위법제와 다르게, 원전사고가 발생

했을시에 프라이스앤더슨법은 한 법정에서 이 모든문제를 미 연

방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했고, 그 조항들을 보면 엄격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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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원전공급자나 원전운영자들의 책임에 대해 원135억달러

의 기금이 준비되어 있으며, 그 금액은 원전사고시에 배상금으로 

전액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원전운영자만 소송당사자로 포함

될 것으로 봅니다. 소송은 원전공급자나 투자자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으나, 법정에서는 원전운영자 단독 당사자로서 소송에 개입

될 것으로 보며, 3억달러의 보험과 운영자 기금으로 135억 달러

로서 배상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국원자력손해배상은 아마도 그 기금을 넘지 않을 것으

로 보며 만약 그 기금이 넘는다면 대통령의 결정 및 의회의 의결

로서 미국정부가 사후 필요조치를 하는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미국정부가 100기 원전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3마일 사건에서도 원전이외지역에 대한 피해는 없었으며, 

그 사건의 피난비용역시 원전보험사에서 피난지에서 바로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많은 위자료손해소송이 있었으나 보험은 소송보

다는 비용지급으로 해결하였으며, 그 이후의 계속된 소송에서 제

소자가 그 위자료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것으로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점은 미국이 어떻게 

CSC를 적용하고 있는냐 라고 봅니다. 우리 국내법은 경제적 책임

집중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미국이 가입하게 할 것인가라는 점에

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최대원전보유국이면서 원전수출국으로서 

우리 109 원전가동중이고 5기가 건설중입니다. 20기가 계획중입

니다. 

현행미국법에서 우리가 파리협약이나 비엔나협약으로 가입할 경

우 책임집중원칙이 달라서 가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CSC를 

만들면서 조부조항으로서 미국현행법을 인정받는 조건으로 가입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우리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서 가입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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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외 원전사고시 미국원자력법은 적용되지 아니되고, 미국법

에 의거하여 국제협약에 미국가입 시 자동으로 국내법으로 작동

하게 되므로 부속서에 의거하여 미국이외의 원전사고 시 미국법

원은 부속서에 의거하여 판단하게 되어 우리 국내법과 잘 조화되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금의 납부주체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부여받은 협상2가지 조건은 1. 미국국내법을 개정

하지 않는다. 2.공공기금은 미국원전공급자가 제공토록 해야 한

다.라는 측면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전공급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미국원전공급자협의회에서 CSC에서 부가될 공공

기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의회에 대한 원전공급자들의 로비에서 밝힌 것은 공공기금

의 미국부담부분을 원전공급자들이 환급해 주는 것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나라의 상황과 다를 것으로 봅니다.

미국의 사고 시에 우리는 우리 적립기금을 사용할 것이고,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봅니다. 우리가 기금을 내지만,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

다. 우리부담부분은 1억 SDR이지만 우리가 받는 것은 3억SDR이

므로 더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는 미국원전공급자들은 

또한 정부의 공공기금 부담부분은 미국원전공급자들이 내는 것으

로 이익자부담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이 부담방식에 대한 산식을 공개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산식이 모든 분야의 관여자들을 만족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자 이대성

CSC를 미국이 가입하면서, 미국의 경우 공공기금을 누가 낼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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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라는 것과 미국내 사고시 자국 최저 기금초과시 체약국의 기

금납부를 받게 됩니다. 임의의 제3국에서 사고발생시, 그 회원국

에서 공공기금을 요청 시 미국정부에서 누가 그 돈을 부담할 것

인가라는 부분에서 원전공급자 , 우리로 치면 한국전력이 되겠는

데 원전공급자들이 이 협약의 이익부담자이므로, 미국이외의 지역

에서 사고발생시 공공기금을 납부 시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이 작

동방식을 이 특칙을 어떻게 한국이나 일본이 자신들의 답을 찾을 

것인가 라는 것이 숙제라고 봅니다. 미국은 이렇게 숙제를 풀었

고, 우리는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

밴 메레이변호사님은 CSC자체에 대해서도 전문가이시고, 미국 자

국법의 적용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이시므로, 편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원자력발전

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분명히 CSC관할 사항인데, 리엑터가 

아닌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경우에도 CSC에 따른 기준부과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밴 메레이

방사성폐기물시설도 원자력시설에도 포함되고, 한국이 부속서국가

로서 간주한다면 분명 원자력시설에 원자력발전소, 핵연료가공시

설 그리고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사성폐기물시설 역시 파리협약이나 비엔나협약에서 논쟁이 되

었습니다만, 만약 우리가 중간저장, 장기저장, 영구처분시설 등의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협약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시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만 고준위폐기물정도등의 조건이 

부과된다면 CSC의 관장사항이 될 것입니다.

사회자 이대성



- 19 -

다른 질문있습니까?

홍석찬 중앙대 교수 

감사합니다. 저는 중앙대로스쿨에서 국제사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전속관할권, 국제사법에서의 적용 

등의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법에서는 사고지와 

손해발생지에서 소송이 제공가능 합니다. 우리가 CSC를 고려하자

면, 미국에서는 미국외 사고지의 공공기금 납부자로서 미국공급자

가 부담을 하는데, 외국사고시에 미국공급자가 과실자로서 책임을 

질 경우 미국법원에서 그 외국사고지 법원의 판결을 적용해 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밴머레이

그 질문은 제가 잠시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으로 봅니

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과 연관될 것으로 봅니다. 한국은 

UAE사업에 관련지어 보자면, 미국기업이 UAE에 개입되어 있으

며, UAE에서 사고발생시에 UAE와 한국에서는 리걸채널링에 따

르고, 미국은 프라이스 앤더슨법이 작동하고 있을때 UAE가 운영

자에게 소송시에는 UAE 운영자는 한국과 미국기업에게 소송이 

불가할 것입니다. 한국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이

해로는 UAE는 한국기업공급자와 미국회사들을 미국법원에 소송

시에는 이 경우 한국기업과 미국기업의 미국 내 자산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PA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에는 미국회사들은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따

라서 미국공급회사들은 CSC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CSC체제하에서는 매우 간단명료하게 해결됩니다. UAE사고지이

외에서는 소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UAE는 원전운영자에게

만 소송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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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미국법원내에서 타국원전사고에 대한 소송진행을 하고 싶

지 않고, CSC는 유일한 우리 관할법원의 권한을 양보한 가입협약

이고,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보기 때

문입니다. 만약 쿠바에서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

니다. 쿠바라는 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놓고 의논하는 것이 여러 

소송이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고 피해

자의 신속한 손해배상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빠른 배상과 판결, 피해자 국적을 불문하고 비차별원칙이 있다면 

훨씬 낫다고 봅니다.

다른 질문이 뭐였죠?

홍석찬 중앙대 교수

또 다른 것은 외국판결에 대한 국내법원의 인정여부입니다. 만약 

CSC에 가입한다면 이 협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섭외사법의 인

정에 대한 다른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입

니다. 한국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CSC 13조항 페러그래브 5

에 따르면 통상의 경우에 외국법원의 판결을 자국법에서 적용할 

시에 그 사고지 법원의 판결이 타국법원에서 적용되게 되어 있습

니다. 이것은 운영자의 문제이고, 희망적으로는 그 문제가 국외적

으로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박기갑교수 

고려대학교 박기갑 교수입니다. CSC를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추

후 김상원박사님이 또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우리 헌법 제6조에 따

라서 우리나라 가입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 경

우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고, 그럴 경우 교수님께서 물으

신 경우에도 우리 민사소송법과 우리 민사판결에 대해서,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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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님도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자 이대성

우리에겐 질의응답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은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 맥레이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지된 최초의 계획에 나온 발표자로서 중국전문가

이신 호이타오 보 변호사님은 여러사정으로 아쉽게도 오늘 참석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 모닝세션에서의 시간계획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 변호사님께서 중국원자력손해배상

법과 CSC원자력손해배상협약에 관한 자료는 미리 보내주신 관계

로, 중국원자력손해배상법과 최근의 동향이 워크샵발표집에 있습

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일본 와세다로스쿨 교수님이시고 나가시마오노 

앤 쓰네마쓰 로펌에서 고문변호사님이신 마사토 도가우치 교수님

을 소개하겠습니다. 도가우치 교수님은 도쿄대학에서 법학을 전공

하시고, 외무성과 도쿄대에서 공무원생활과 학자생활을 하셨고, 

국제법과 원자력법에 전문가 이십니다. 교수님의 발표주제는 일본

원자력손해배상법과 CSC협약입니다. 여러분, 도가우치 교수님을 

박수로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우치 

감사합니다. 사회자의 친절한 소개 고맙습니다. 제가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해 20년

동안 일해 왔습니다. 1980년 일본원자력손해배상법이 개정되고, 

해외사고시의 문제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제가 조사위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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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했습니다. 

그때이후 저는 계속 다양한 위원회와 조사위원회에서 정부 또는 

비정부기구에서 활동하면서, 저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 알려드리겠

습니다. 두가지 CSC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의 손해보호측

면에서 보면 동아시아는 지도를 보면 알다시피, 한국, 중국, 타이

완 , 베트남등의 바람의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붑니다. 그러

므로 우리 일본은 피해자의 보호를 본다면, 봄에는 중국에서 일본

으로 바람이 불고 우리는 그에 의한 황사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태풍이 타이완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타이완 사고시에는 한국, 일본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첫 

걱정이고, 두 번째 걱정은 건설사로서의 문제입니다. 일본 기업들

은 원자력시설을 베트남이나 다른 회사에 공급하는데 이 경우 일

본공급자들의 원자력손해배상체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큽니다. 그

들은 계속 CSC의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CSC의 지지자로서 이제 일본은 CSC에 대한 진

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원자력손해배상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

분에서 일본원자력손해배상법의 일반원칙은 한국과 매우 유사하

므로 특별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 사례를 중심

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것이 CSC에 대한 일본입장이 설명될 것으

로 봅니다.

1961년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제정되면서, 슬라이드의 6가지 특색

이 일본법의 원칙이고 이것은 IAEA의 원칙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차이가 크다고 보지 않습

니다. 저의 이해에 따르면, 원전보유국은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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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은 유사하다고 봅니다. 평화적원자력에너지의 이용과 1950년의 

분위기에 따라서, 미국우방국들은 원자력발전소를 미국으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그때 미국정부와 많은 논의를 했

습니다. 그런 기술을 우방국에게 전달하기위해서 제조물책임법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책임집중의 원칙이 미국기업들에게는 매우 중

요했습니다. 그리하여 파리협약이 만들어졌으며, 일본과 한국은 

스스로의 법을 만들었으며 그에 기한 미국기술을 받을수 있었습

니다. 일본법은 몇 가지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

의 원자력손해배상은 책임제한 금액이 있지만, 일본은 책임제한원

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무한책임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무제한 책임에서 유한책임으로 변

경했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정부지원의 경우에도 조금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제가 몇 가지 조항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재정지원과 관

련한 조항인데 정부는 지원의무가 반드시 의무 되어 있지 않습니

다. 정부는 그 지원이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함 가능하고 그래서 

의회의 자율적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자동적 지원의무가 

일본법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어떤 조건이든 일본법에서는 CSC에 완전한 부합이라고 보기 힘

든 면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국경적 손해에 대한 접근법입니다. 초국경손해가 이번 

CSC워크숍의 주요부분이라고 봅니다. 저의 사례는 일본-한국간

의 관계에 대해 예를 들었습니다. 한국원자력사고시 일본해에서 

일본어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일본법원에 일본어부가 한국원전운

영자를 상대로 소송제기 시 일본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일 것이고 

이 경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 경우 CSC의 존재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본법원은 일본법을 적용해서 일본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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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한국원전운영자에게 부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원자

력손해배상법은 일본원자력운영자에게만 적용될 것이므로, 한국원

전운영자는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원자력손해

배상법은 원전운영자에게만 책임을 묻지만, 일반 불법행위책임법

의 경우 과실책임자 모두가 소송당사자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럴 경우 배상액의 최대한도등의 한국법의 보장장치는 기능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의 경우 한국원전운영자의 운영안전을 위한 여러 특

칙을 두었겠지만 일본피해자의 일본법원의 판결에서는 특별한 보

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일본법원이 한국원전사고 시에 미국공급자의 과실을 발견시

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법원은 미국

공급자를 손해배상의 객체로서 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하여 포함시

킬 것입니다. 만약 미국공급자의 자산이 일본에 있다면 분명 그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일본, 한국, 미국이 CSC체약국이라면 그 결과는 다를 것으로 봅

니다. 일본법원은 일본어부의 소송을 거부할 것이고 모든 법적 소

송은 한국시설보유지 법원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한국의 유한책임 보호장치가 작

동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국공급자는 책임을 면하게 될 것으

로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CSC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CSC에 대한 몇 가지 이슈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원

자력손해의 정의에 대해서도 보자면, 일본법령은 원자력손해의 개

념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서 그 손해가 합리적인 사유와 원인

결과로서 원자력사고와 연관되어 있다면 원자력손해로서 인정해 

줄 것입니다. CSC는 실제 원자력운영중의 사고에 인정되는 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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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본법령에서는 실제 원자력시설 운영 중이 아니더라도 발생

하는 대피비용이나 기타 손해가 보상이 됩니다. 

또한 CSC가입 시 그 공공기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입법해야 

합니다. 아마도 센드위치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억

SDR까지 원자력운영자가 책임지고 그 이후 공공기금을 받아 배

상을 활용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일본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배

상보호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CSC의 다른 가입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이 

두가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누가 공공기금을 부담할 것인가 라는 점과 일본원자력운영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충분한 돈이 있으므로 특별히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일본원전공급자들의 이익만 될 것이므로 특별

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기금의 부담부분에 대한 문제는 상호간의 입장차이로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히타치, 도시바, 미쓰비시의 

이익이 되겠지만 미국처럼 비용을 부담할 지에 대한 사항은 명확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서 어떻게 CSC의 요구보장금액과 소규모 원자력시설의 

배상액의 공백을 메울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일본은 원전운영자

의 책임을 재정적으로 보증하도록 하고 120 빌리언 엔 을 보험금

으로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규모의 연구용원자로, 

원자력물질시설들은 그 보장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공백을 부담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운영자에게는 CSC의 가입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공

백의 문제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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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언젠가 CSC에 일본이 가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

나 어떤 것도 제가 확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자 이대성

질문있으시면 질문바랍니다. 우리의 이웃국으로서 CSC가 없는 상

황에서의 법률분쟁, 다시말해서 일본법원에 한국운영자가 출두해

야 할 문제가 준거법과 관할법원의 통일이 없다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셨으며, 일본내에서의 CSC관련 적용부분에 여러 문제가 있

음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도가우치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3시 5분까지 커피브레이크를 하겠습

니다. 3시 5분까지 자리에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순서는 한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제와 CSC와의 관계에 대한 

발표소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안

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의 책임연구원이신 

김상원 박사님의 한국원자력손해배상법과 CSC발표 입니다. 김상

원 박사님은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하시고 20여년동안 원자력법

과 원자력손해배상법, 과학기술 관계법 및 입법정책과 관련한 연

구활동과 대학강의를 계속 해 오셨습니다. 김상원박사님을 박수로

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박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주시고, 특히 원자력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원자력계 동료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신것은 

처음이라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알려드리고 CSC가입과 관련하여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원에서는 우리법을 파트투 에서는 우리법과 CSC와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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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중에는 원자력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자력동료분들

이 오셨으므로 톤하우저의 발표에 첨언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법은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법이 있습

니다. 우리 법은 국제협약이나 타국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배

상조치에 관해서는 배상책임보험과 정부와 사업자간의 체결되는 

보상계약 두가지로 운영됩니다. 두 번째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은 원자력법의 기본원칙들이 원자력손해배상법에 포함되어 있는 

중에 배상조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국가보상계약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법은 물론 제일처음에 일본 발표자 교수

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1969년도에 연구로를 최초 

도입 시에 미국의 도움과 재촉덕분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40년뒤에 KEDO프로잭트를 도입시에 그 입장이 많이 달라질 수 

도 있었습니다.

원자력손해배상법이 도입 시에 원전사고 시 피해자가 어떻게 보

호받을 것인가와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위한 부분까지 고려하여야 

했습니다. 우리법 1조도 원자력산업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보호함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작동구조는 3가

지 구조가 있습니다. 원자력운영자와 원자력손해,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자력관련 활동

등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1969년도에 제정 후 별 변화가 없다고 2001년에 많은 개정이 있

는데 1997 비엔나 협약 개정의정서의 기본정신을 반영하기 위해

서 였습니다. 2001년도 개정에서는 원자력손해의 개념을 확장하

거나 구체화 했습니다. 환경손해와 방제, 예방조치를 손해의 개념

에 담기위한 것이었고 원자로 사업자가 무한으로 책임지던 것을 

비엔나협약의 3억 SDR까지 한도를 정해두는 것이었고, 배상조치

의 상한이 90억 이였으나, 3억SDR로서 현재 환율로 5천억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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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사항으로 심대한 천재지변과 전

쟁 또는 전쟁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원자력사고 시 원자력운영자

가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고 된 사항을 국가간 무력충돌, 내란 적

대행위, 반란인 경우에만 책임을 면제받고, 재앙적 자연상황은 면

책에서 제외했습니다.

인적손해에 관한 기간을 30년으로 확장했습니다. 그전에는 특별

히 명문이 없다가 일반민법에 따라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 사고

발생과 안 날로부터 10년 이였다가 명시적으로 인적손해에 관해

서는 30년으로 시효를 넣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자력법에서 채용하고 있는 원칙으로는 엄격책임원칙, 절대

책임의 원칙, 시효에 맞는 책임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톤

하우저 님이 말씀하셨지만 두 줄씩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전운영자는 엄격책임을 져야 합니다. 엄격책임 또는 무과실책임

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원자력피해자가 원자력운영자의 과실

을 입증할 필요도 없이, 고도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항에 본다면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 규정에는 항공기나 

태안반도의 기름사고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특정사건과 자신의 피해와의 최소한의 인과관계는 

입증하여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타적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관련한 많은 관련자가 일반

민법에서는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지만, 원자력사고에 대해서는 

원자력운영자를 제외한 벤더들은 사고로부터 책임이 절연이 되어

서 원자력공급자들이 원자력 수출시 도입국에게 강력하게 원자력

손해배상법제의 마련을 주장하는 이유가 이런 책임의 절연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정당한가 라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피해자에게 명확한 법

률절차를 확립해준다고 볼 수 있으며, 원전운영자도 일정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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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법에서는 원자력물질의 운송에 대해서는 

발송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양 당사자의 계약으로 그 책임주체

를 변경할 수 가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우리 원자력운영자는 책임한도

를 3억SDR까지 부담함을 규정하고 클레임의 제기기간도 3년 10

년이되 인적손해에 관해서는 30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원자력법에서는 배상조치를 하

기 이전에는 엑티비티를 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으며, 협약에서는 

자국법에 따름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에 배상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운영자와 피해자에게 양자모두 이익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

다.

이 배상조치를 우리법에서는 보험과 정부와의 배상조치계약 두가

지 세트로 하거나 또는 공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손해

배상법을 다른 국가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약간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점은 우리 법에서는 맥시멈 실링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 맥시멈 하에서 대통령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구

체적으로 배상조치해야 할 금액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발전소에

서는 500억원 하나로 60억원, 사용후핵연료 운반에 관해서는 2억

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활동의 성질, 위험의 정도에 따

라서 각 테이블에 따라서 안전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책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 원자력손해배상

법에서는 전쟁과 전쟁유사한 행위, 협약의 문안그대로 입니다만, 

국가간 충돌행위, 내란이나 반란에 대해서만 면책을 받고, 나머지 

경우에는 다 운영자가 다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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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을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것으로 봅니다. 맨 왼쪽의 이 

부분이 무력행위, 적대행위의 경우에는 정부가 후견적 입장을 위

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

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데, 종적으로는 3억 SDR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500억원을 배상조치를 유지하도록, 약 3000만 

SDR을 보험으로 카바를 하고, 그 외에는 정부가 커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명목상 금액의 십분의 일정도만 유지하

고 있습니다. 

한도도 3억 SDR까지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넘는다면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CSC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봅니다. 어떤 누구는 이 경우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하지만 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제도에 대해서 개선해야할 숙제

라면 그 책임한도를 넘는 손해를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라는 점

과 그림에서 보셨듯이 라이벌리티 윗아웃 파이낸셜 시큐리티 부

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숙제입니다.

또한 원자력손해에 포함된 환경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시장에서 상

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보상계약과 보험에서 상

호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이 그 위험을 커버

를 하고 정상운전이나 해일 홍수 폭풍 낙뢰로 말미암아 일어나 

손해, 보험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할 손해가 부득이하게 청구되지 

않은 경우에 국가와의 보상계약이 커버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보험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시장의 성숙에 따라서 일부 

정부보상계약에서 커버하는 사항들이 보험부분으로 옮겨가야 하

지 않을까 하는 논의도 있습니다.

CSC와 관련하여서는 우리가 국제기금에 내는 국가분담금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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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백 멕레이 변호사님께서 미국아

이디어를 내 주셨는데, 미국은 일단 정부가 지불을 하고, 실제 가

장 큰 이익수혜자인 운영자나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우리

는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3가지 방안을 고려해 보자면, CSC의 역사를 보자면 국가가 기본

적으로 각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부담을 국가내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이고, 둘째로는 누가 가장 큰 수익자가 될 것

인가 라는 점, 셋째로는 CSC에 따른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할 경

우 원자력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두가지 방안이 있는데 한국외 사고에 의한 공공기금부담은 

정부가, 한국내 사고에 대해서는 원자력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IAEA의 CSC 산식에 따르면 1700만 SDR, 즉 300억원이 부담금

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며, 그 사고발생시 사고발생국이 기금사용

시 기금납입국이 구상권을 행사가능토록 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

에 대한 국내입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정책적이슈에 속하고 이것이 리걸한 부분만의 문제는 아

니지만 CSC에 관한 가입이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책임한도액을 넘는 손해에 대한 CSC의 보충적 보호역할과 더불

어 운영자의 경우에는 그 3억SDR과 보상조치액의 갭을 체우는 

비용이 더 클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선 박교수

님의 신법우선원칙에 따른 거친 방법으로의 적용보다는 미리 다

양한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속서에 보면 사고위험이 작은 경우 그 한도액을 낮출 수 있지

만 그 차액은 정부가 공적기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행입법의 형태는 어떤 것이 좋을 것이가 라는 측면에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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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기존법을 개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유

류오염과 관한 사항들의 사례에서 보면 이미 기존법률이 있고 국

제협약과 양립하는 측면에서는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전에 톤하우저 씨가 보여주셨던 우리 

CSC는 프리스탠딩한 구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파리협

약국으로서 가입하고나, 다른 하나는 비엔나협약국으로서 가입하

거나, 세 번째는 부속서부합국가로서 가입하는 방식을 말씀하셨습

니다. 비엔나 협약에 가입하는 측면에서는 1963년도 비엔나 협약

에 가입하고 CSC로 가거나, 1997년도 비엔나개정협약서에 가입

하여 CSC로 가거나, 부속서부합국가로 가입하거나 라는 몇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박교수님께서 국내적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헌법에 따

르면 국제협약에 가입하기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요하게 재

정적부담을 지우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협

약가입시에는 국회의 동의와 관보에 개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입니다.

정책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이, 아까 찾아본 바와 같이 돈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며, 기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라는 문

제와 라이어빌리티와 배상조치액의 갭을 누가 메울 것인가의 문

제, 그리고 이웃나라들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

한 논점이 될 것입니다. 실제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측면에서 

협약의 유용성과 실용성에서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의 경우 중요하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만 전속관할권을 

다른 나라에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도 민감할 것

입니다. 

정리라고도 볼수 있습니다만 CSC의 가입장점은 우리가 글로벌 

손해배상체제 창설에 기여한다는 부분도 있으며 금전적으로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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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도액을 넘는 손해를 추가적으로 배상하는 국제기금만큼을 증

액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좋은 가입의 동기가 있습니다만, 한편 보

면 관할이나 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야의 의

견을 모아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책결정에 많은 이해관계자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 절차가 그리 녹록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구상권과 관할권등의 민사법과 민사절차상의 문제, 국제법

의 근린국경지역에서의 가상시나리오에 대한 국제사업에 대한 고

려도 충분히 되어야 CSC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할 것으로 봅

니다.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곧바로 시작

하는 질의응답시간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이대성

모든 발표자의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자력손해배

상에 대해 여러 전문가분들의 발표중에, 또 평소 갖고 계신 궁금

한 점들 또는 원자력손해배상협약 또는 그에 대한 여러 입장들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순서는 원자력손해배상법

과 체제에 대한 자유토론이 있겠습니다.  자유토론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신 박기갑 교수님의 주관으로 이루어지

겠습니다.

박기갑교수님은 프랑스 파리 제 II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신 후

에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국제법과 원자력법 연구를 

해오셨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

이셨습니다. 박기갑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서 맞아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자 분들께서는 앞쪽에 보면 이름표가 있습니다.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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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에 맞게 앉아주시면 발표자간의 토론과 필드에서 올라온 질의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박기갑교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지겠습니

다.

박기갑 교수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동료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좌장으로 

참석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40분정도 토론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스터 톤하우저, 미국 밴 멕레이변호사님, 도

가우치 교수님, 그리고 김상원 박사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한국통역관이 계시므로 한국어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

니다. 일단 질문하실 분들은 본인의 성명, 소속, 그리고 4분중 어

느분께 질의를 하실 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또는 네분

정도 묶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질의가 

없다면 제가 3분정도 발표자에게 추가 설명시간을 드리고자 합니

다.

우선 질문을 두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마이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앤장 박영대 질문자

김앤장의 박영대입니다. 한 세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서 사례를 OPERATOR한테만 모든 책임을 전가했는데, 

OPERATOR가 사후적으로 공급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공급자들도 CSC에 가입할 수 없는지요?

김 상원박사님의 말씀에서 배상액의 10%를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건 보험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자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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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질문하나 드리면 톤하우저님과 벤 멕레이님께 질문드리겠습

니다. 구상권이라고 해서, 공공기금을 냈던 회원국이 사고지국가

에 공공기금을 제공하고, 추후 구상권을 CSC협약내에서 어떻게 

기능하는 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기갑

김앤장 로펌에서 오신 박변호사님은 미국의 밴 멕레이 변호사와 

김상원 변호사에게 질문을 했으며, 이 변호사는 톤하우저씨와 밴 

멕레이 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CSC는 국가가 가입하는 

협약이지 원전운영자나 공급자가 가입하는 협약이 아닙니다.

밴 멕레이

공공기금 부담한 국가의 구상권은 CSC에 따라서 사고지 국가의 

운영자가 갖는 구상권의 한계내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

에서 미국법에서는 운영자가 원전공급자에게 구상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경우 운영자가 공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운영자가 공급자에게 구상권을 

약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조항이 CSC와 완

전 부합한다고 보기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으며, CSC회원국으로

서 기금부담국은 그 사고지의 국가에서 갖는 구상권의 한계 내에

서 작동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전운

영자와 공급자가 계약상의  규정한 사항에 대한 기금부담 국가들

이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만약 운영자가 공급자에게 구상권이 

제약된다면, 그 공공기금의 부담국들도 제약을 받을 것으로 봅니

다.

톤하우저

저도 밴 멕레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체약국의 기금부담시 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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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상권은 그 사고지 국가에서 규정된 구상권의 범주내에서 행

사하게 될 것입니다.

김상원 박사

박 변호사님 질문에 답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답변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

면 이해관계가 다른 시각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원

자력손해배상제도에 있어서 사업자의 책임은 재정적으로 담보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켰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여러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그 갭을 적

절히 매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배상조치수준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적은 수준이고 여기에 대한 반론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사업자들은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피해자가 재

정적인 이유로 돈을 못 받는 사례는 없다고는 하지만, 재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영세업자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시에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적에서 보았을 때 회사의 

자산가치 만으로 명목적인 수준으로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박기갑교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코리안리 정용진

보험업계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김상원박사님. 국내사

고발생시 국내사고시 3억 SDR과 국가기금부담액을 내도록 되어 

있으며, UAE사고등의 경우를 보자면 원자력시설 소유자와 운영

자가 다를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요?

김상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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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의 이기가 좀 익숙하지 않네요. 질문이 두가지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3억SDR로 책임제한된 경우 CSC로 가입시 책임이 늘어나

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원자력시설의 소유와 

운영자를 다를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처음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로서 두가지 다 해결이 될 것으로 봅

니다. 국가가 직접 공공기금을 납부하거나, 사업자에게 그 한도를 

늘려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KEDO프로잭

트의 사례를 보면 사업자의 책임은 국제기금부분도 포함토록 했

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과 경영의 주체가 다를 때의 문제라고 보

는데, 우리 수출형태가 한전의 형태가 어떨지가 문제라고 봅니다. 

단순 건설자인가? 아니면 운영자로서의 지위도 국외에서 부담할 

것인가? 라는 문제라고 봅니다. 현행 우리법에서는 운영허가를 받

은자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운영허가를 받은자가 운영자로서

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밴 맥레이

저도 이 문제는 다른 포럼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라

이센스 보유자가 배상책임자이고, 심지어 그 소유자가 따로 있다

고 하더라도, 그 라이센스 보유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박기갑교수

계속 플로어로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한국전력 배기호

한전에서 왔습니다. 미국의 밴 맥레이 변호사님께 질문하겠습니

다. 미국원전 공급자의 경우 인도의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논점이 

있다고 봅니다. 해결이 되었는지요? 경과가 궁금합니다.

밴 맥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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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상황은 미국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

를 국제사회에 끌어내는데 어려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방

문시 주요이슈가 원자력손해배상체제였고 우리는 인도의 CSC가

입선언은 매우 좋은 소식이였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또한 공급자

에게 국제적의무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부속서 국가로서 CSC에 

부합토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인도정부

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도가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

하고 지금은 그런 길로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인도는 필요한 

자국의 입법을 할 것으로 봅니다. 저의 추측은 국가가 협정에 가

입시 그에 부합하는 국내절차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CSC에 가입해 줄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상범 외교통상부 군축과장

제가 오스트리아에 근무 시에 CSC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전문을 

정부에 보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노력을 감사드리고, 내

년에 핵안보정상회의에 앞두고 좋은 결과가 제때 나기를 바랍니

다. 질문을 드리자면, 공공기금의 작동원리가 사고발생 시에 납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이 한번 사용 시에 다시 그 기

금을 다시 채워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밴 멕레이 

공공기금은 사후적 대응이므로 그 이전에는 어떠한 부담을 직접

적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그 배상액을 산정후 한

도를 넘을시 요청하기 전까지는 전혀 특별한 기금부담이 발생하

지 않습니다. 한국의 1700만불 부담금은 사고발생되고 기금요청

이 왔을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기금장치인 3억 SDR의 

보증장치도 원자력사고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주요한 의무입니다.

박기갑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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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 10분정도 남았습니다. 질문을 2분정도로부터 받고, 모든 

발표자분들에게 짧은 말씀을 할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이대성

저는 일본의 도가우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국제공정무역측면에서 CSC가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입니다. 그

런 측면에서 일본기업의 도시바와 웨스팅하우스, GE와 히타지, 

아레바와 미쓰비시의 파트너십을 보자면 무역적 측면의 이익이 

일본이 매우 클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무역측면에서

의 수출증가와 국내일본법의 어려움이 상존할 것인데, 일본의 움

직임이 어떤지 궁금하고, 다른하나는 톤하우저씨와 밴 멕레이 님

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CSC가 1997년에 IAEA채택된 이후 10년

동안 발효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기갑 교수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그럼 플로어는 이정도로 종결토록 하겠습

니다. 도가우치 교수님

도가우치

한번 더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자 이대성 

일본은 미국 수출산업계와 많은 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CSC관련 현황이 궁금합니다.

도가우치

일본은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왜 돈

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고발생시 일본기업

이 아닌데 돈을 내야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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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톤하우저

왜 이렇게 CSC가 늦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중 하나로서 

IAEA에서 경험하면서, 우리는 많은 지원을 원전국가들에게 법률

적으로 합니다. 수령국은 원전안전, 안보,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매우 협조적입니다만, 원자력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재정적, 상업적 

부분에서 더욱 소극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IAEA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UAE 사례를 들자면, 원자력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원에 대해 적극적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를 들자면, 오늘의 토론을 보면, IAEA와 내년의 미팅에

서도 언급하겠지만 회원국이 어떤 난점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

로봅니다. 원전운영자와 전속관할권의 집중등의 사항은 한국과 일

본,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초국경적 손해에 대해서 고려해 본다면 미국의 경우처럼 매우 복

잡하다고 봅니다. 

또한 저는 유럽의 원자력손해배상체제를 보자면 유럽은 높은 수

준의 배상체계를 갖고 있지만 유럽 원자력공급자는 범국제적 책

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협약의 정보제공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계속적인 작업으로 봅니다. 저는 어제의 토론에서 알았습니

다만, 많은 관여자분들이 아직 기본적인 지식에 부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인 의사교류와 소통이 필요할 것입

니다.

밴 멕레이

제 발언을 정리하자면, 주최자와 후원자, 참석자에게 감사드립니

다. 저는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CSC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며, 공공기금의 부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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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항등에 대해 몇 년이 걸렸습니다. 다른 나라역시 CSC에 

대해 미국의 가입하기 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직

히 이제 미국이 가입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국가는 일본, 캐나다, 

한국이 유럽을 제외하고 남은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아시아국가들에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우

리는 바람직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원전수출과 확대에 대

한 산업적 이익이 많을 수로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봅

니다. 우리는 공공기금에서 보듯이 약간의 부담이 원전의 확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와 

상업적측면에서 원자력손해배상체제의 국제체제구축은 필요하며 

이는 모든 가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산업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것

으로 봅니다.

박기갑 교수

톤하우저가 추가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톤하우저

아시아와 태평양 작은 국가들은 원자력시설 및 물질의 운송노선

상에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런 관광이 유일한 국가에게

CSC체제하에서는 이런 작은 국가들이 자국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CSC의 주

요 보호대상이라고 봅니다.

박기갑교수

김상원 박사님 또 말씀있으십니까? 없으면 도가우치 교수님께로 

넘어가겠습니다.

도가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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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CSC의 조화는 매우 중

요합니다. 법적 측면에서 주변국과 캐나다가 조화롭게 CSC에 가

입하기 위해, 또한 타이완도 CSC의 가입주체로서 인정받아야 합

니다. 그러나 지금은 타이완은 불가능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

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박기갑교수

사회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정부와 사업자, 수출자분

들은 CSC 가입시의 장점과 문제점을 확인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운영자와 공급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

라고 보았으며, 한국전문가는 CSC가 3억SDR초과 손해에 대한 

CSC보호장치로서 작동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송절차와 국내이행법 체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NGO에서는 재판관할권 관련사항에 대한 많은 이의가 있을 것으

로 봅니다. 저 자신도 CSC 제정시에 관여 학자로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이대성

오늘 아침부터 오후 늦은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CSC 원자력손해배상협약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오늘을 기초

로 해서 좀 더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한번 참석에 감사드리고,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고 편안한 여

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보충배상협약 국제워크숍을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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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발실적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

○ 원자력손해배상협약에 대한 국제워크숍을 아시아 최초로 개최하여, IAEA,한국,미국, 
중국, 일본의 정부담당자와 학자, 원자력산업계 관련자가 참석하여 동아시아 원자력
손해배상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의 토대를 구축이라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과
를 달성함.

○ 원자력손해배상협약에 가입할 경우 우리 법률체계의 이행입법사항을 반영한 입법안
을 도출.

○ 원자력손해배상협약관련 정부당국자들과 각 산업부문별 고려사항을 염출하여 TFT
활동함.

○ 1971년 핵물질의 해상운송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에 대한 분석 및 교육과학기
술부와 국토해양부와의 정책협조의 자료를 제공함. 

○ 본 연구의 추진과정에 관련 여러 정부부처 담당자들과 이해당사자들을 포함시켜 연
구의 추진이 곧 정책판단 및 청문(hearing)의 과정이 되도록 창의적으로 추진함.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 미국과 IAEA가 희망하는 원자력손해배상협약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이번 연구결과
를 토대로 국내 이해당사자들과 국제워크숍개최 및 TFT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여 
신속하고도 심도깊은 검토를 통한 의사결정의 토대가 될 것임.

○ 정부부처별 업무관할에 따른 각 부처의 검토사항을 발굴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처조
정회의를 구성하는 자료로서 활용될 것임.

○ 일본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의 동아시아 원자력손해배상의 새로운 대응체계를 구축
함에 있어서 본 과제를 통한 국제워크숍은 매우 유용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원자력
손해배상안전망 체제구축에 기여할 것임.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 원자력손해배상법제 개정에 활용하여 책임한도 및 배상조치의 현실화 및 국가개입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또한, CSC가입 등에 대비한 이행입법안을 제시함.

○ 외교통상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부서와 국제협약관련 정책협조자료가 됨.
○ 1971년 핵물질의 해상운송에서의 민사책임 협약에 대한 분석과 그와 관련된 국내파

급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원전 및 원자력물질 수출입관련 제반사항에 있어서의 정
책자료로서 활용됨.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 원자력손해배상협약에 관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여, IAEA,미국, 일본, 중국 정부당
국자와 전문가 및 국내외 원자력산업계와 학계 관련자들간의 2일동안 심도깊은 정책
토론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냄.

○ 위 노력을 통해 미국 국무성과 IAEA로부터 아시아 최초의 국제 원자력손해배상 워
크숍주관에 따른 이미지제고의 효과를 달성함.

○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과 및 외교통상부 군축과 등 정부부처간의 협약관련 협력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지적재산권․발표회 개최 등)

○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국제워크숍을 개최를 통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원자력
손해배상체제의 경향과 협약가입에 대한 의도와 전략을 파악할 수 있었음. 

○ 원자력손해배상협약 대응을 위한 정부 TFT회의를 5회 이상 주관하여 원자력산업계, 
발전사업자, R&D,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의 이해당사자들과 정책판단 및 청문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비 고 :각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평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각 항목별 200자 이내)

Ⅱ. 연구목표 달성도
번

호 세 부 연 구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1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국
제워크숍개최

-2일간 IAEA,미국, 한국, 
중국, 일본 전문가 및 정부당국
자들, 원자력 산업계 담당자 등 
80여명 논의 등 워크숍 목표달
성 

100%

2 원자력손해배상협약가입관
련 이행입법안 마련

-원자력손해배상협약가입시 
고려할 이슈를 반영한 이행입법
안 제시

100%

3 원자력손해배상협약 대응 
TFT활동 주관

-5회에 걸쳐 교과부,외교부,
지경부, 기재부 및 한수원 등 
사업자를 포함한 협약대응 TFT
회의 자료준비 및 주관실시

100%

4 핵물질운송협약분석 -협약내용분석 및 한국법령
과의 법적 비교분석 100%

5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정부 및 국정원 일본원전 100%



대응 사태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및 
법적 지원 달성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일본후쿠시마 원전사태 발생 2주전에 국제원자력손해배상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국
경초월 원자력사고에 대한 주변국 간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
구가 정부와 국정원 등의 사고대응에 유용하게 활용되었음.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변국가들 간의 원자력손해배상 대
응을 위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원자력손해배상협약에 가입을 위한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관련사항을 발굴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호 이해와 양보,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함.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본 연구과제의 출범이 미국에서 협조요청한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국제워크숍의 개
최에서 기인하였으며, 워크숍 행사 뿐만 아니라 TFT주관 및 자료발간 등의 정부정
책지원이 상당한 과제였음.
  
  3.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본 연구로서 원자력손해배상협약의 가입관련 이해당사자들과 계속적인 협력을 위한 
쟁점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정과 더불어 중국과 일본, 대만 등 주변국과의 
원자력손해배상체제의 구축이 중요함. 

Ⅳ. 보안성 검토
  1. 연구책임자의 의견
특이사항 없음.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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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5-20 

Lines)

This study is for making system of the fast and adequate compensation to the 

victim in the nuclear accident of domestic and foreign country. 

As a method to come true the purpose we reviewed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hereinafter 'CSC') and designed 

enabling laws for joining the CSC. 

Moreover international workshop regarding the CSC was hold as a main 

assignment of this study for shar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Convention relating to Civil Liability in the Field of Maritime Carriage on 

Nuclear Material, 1971 shall be analyzed in this study.

    Legal approach to the CSC and designing enabling laws for joining the CSC 

were enclosed to this study.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workshop this study 

shows how U.S. (CSC member country) deals with CSC and mandatory obligation of 

donating the public funds. Finally Convention relating to Civil Liability in the Field of 

Maritime Carriage on Nuclear Material, 1971 is analyzed leg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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