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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기술적 측면에서 본 주변국의 핵능력과 우리 안보에 미치는 향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우리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인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대만은 

모두 평화적 원자력이용 국가이면서, 미국, 중국 및 러시아는 공식적인 핵무

기보유국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핵무장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이다.  반면 

우리 나라는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으로 핵 비보유 의지를 세계적으로 천명

한 바 있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활발한 활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

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우리 나라는 주변국의 핵정책에 의

해 정치․외교 및 군사적으로 크게 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주변국들의 잠재적인 핵위협 혹은 핵사고로부터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 주변국의 핵능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핵테러는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우리 나라도 핵테러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으며, 국제적인 행사가 자주 

개최되는 추세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핵테러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가 핵비보유국으로서 주변국의 핵위협과 

잠재적인 핵테러에 대한 기술적인 방어개념과 대응방향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 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 관계에 있는 

인접국가들을 주변국으로 정의하고, 이들 국가들의 핵능력과 이것이 우리 안

보에 미치는 향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 다.  

이를 위하여 (1) 주변국의 원자력 및 핵정책 동향 분석, (2) 주변국의 핵 

전력 및 핵능력 분석, (3) 핵위협과 핵테러의 가능성과 그 향, (4) 핵위협 

및 핵테러에 대한 기술적 대응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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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 결과

주변국의 핵위협과 핵테러 가능성에 대비하는 대응 방안으로서 (1) 방어

적 대응, (2) 공격억지력의 확보, (3) 피해의 최소화, (4) 외교적 대응의 4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 4가지 방안 중 기술적인 입장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 방어적 

대응이다.  이 방어적 대응은 국가의 핵비상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 비상대응체제의 강화

- 원자력사고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 국가방사선비상대응체제에 핵폭

발(핵위협) 및 핵테러에 대응한 핵비상대응체제를 포함하여 강화하도록 

한다.

- 핵비상대응체제에서는 주요 국가핵심시설, 핵심기능(또는 인사)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는 핵폭발에 견딜 수 있는 공학적 방호시

설의 구축도 포함된다.

◦ 환경방사선방호, 제염 및 복구기술 개발의 강화

- 핵오염시 신속한 대피 및 복구를 위하여 환경방사선방호기술, 고방사능 

제염과 고방사능 오염 구조물의 해체 기술이 필수적이다.

- 현재 상용 원자력시설에의 적용 기술은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소요기술 분석과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상기 기술들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민군겸용기술협력관”(가칭)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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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A Study on the Neighboring Countries' Nuclear Potentials in Terms of 

Technical Capabilities and Their Impact on Our National Securit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STUDY

Neighbouring countries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which are The 

US, China, Russia, Japan and Taiwan, are all the nuclear countries.  Some 

of the neighbouring countries, the US, China and Russia, are nuclear 

weapon states as well as the nuclear peaceful use countries.  Other 

countries, Japan and Taiwan are not the nuclear weapon states but keep 

the high level of nuclear energy technologies.  Meanwhile, Korea is 

recognized as the country of which peaceful activities for nuclear energy 

utilization are much more vigorous.  Therefore, Korean national policies 

on politics․diplomacy and defense may be highly possible to be 

impacted on by nuclear policies of the neighbouring countries.

It will be very important that we analyze the nuclear policies of the 

neighbouring countries and prepare measures against potential of nuclear 

threats or nuclear accident to keep our national security.

Since nuclear terror may happen everywhere in the world with the 

evolution of globalization, Korean peninsula will not be safe from nuclear 

terror.  Therefore, it will be also important that concrete measures against 

nuclear terror when international events, such as the World Cup 2002 and 

so on,  be prepared.

This study aimed at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measures against 

potential nuclear threats and terrors considering that Korea is non-nuclear 

weapo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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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This study defined the neighbouring countries as those which have 

politically or economically a direct or indirect relationship with Korea.  

And then, nuclear capabilities of the neighbouring countries and their 

impacts on our national security were analyzed in terms of nuclear 

techniques.

Therefore, this study included (1) analysis of nuclear energy policy 

and nuclear policy of the neighbouring countries, (2) analysis of nuclear 

capabilities of the neighbouring countries, (3) analysis of potential and 

impact of nuclear threats and terrors, and (4) technical measures against 

nuclear threats and terrors.

IV.  RESULTS

(1) Defensive response, (2) securing deterrence power, (3) minimization 

of impacts, and diplomatic response can be considered as possible 

measures against nuclear threats and terrors.

Defensive response among above 4 measures is technically most 

probable one.  It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nuclear emergency 

response system as follows;

◦ Strengthening the nati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

- strength the nati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 which consists of 

responses to nuclear accident, by including responses to nuclear 

threats or explosions and nuclear terrors in the system;

- protection measures of major national key facilities and key 

functions(persons) from nuclear threats and terrors should be 

included in the national nuclear emergency response system, and 

construction of engineered protection barrier against nuclear 

explosion should be also included in it.

◦ strengthening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radiat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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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ntamination and environment recovering technology

- above technologies are necessary for quick evacuation from and 

recovering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area and decommissioning of 

contaminated facilities.

- it will be necessary to analyze emergency response technology 

requirements for enhancement of national security.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a cooperation agency of enhancing the 

development of dual-use technologies be located at a science and 

technology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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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군사적 강국에 의해 포위된 형상을 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은 우리 나라에 대해 지정학적으로 상호 

향관계에 있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로서 정의할 수 있고, 이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대만의 5개국을 들 수 있고, 연구의 목적

으로는 북한도 이 범주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주변국들은 모두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세계

에서 운전중인 총 원자력발전소 기수의 43%1)를 차지할 정도로 원자력 이용

이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핵무기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국가

가 미국, 러시아 및 중국의 3개국이고, 일본은 핵무장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국가, 북한과 대만은 핵무장 의도를 가진 감시대상국가로서 분류되고 

있는 등 핵무장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이다.  한편 우리 나라는 한

반도 비핵화선언 등으로 핵 비보유 의지를 세계적으로 천명한 바 있는 등 

군사적 목적의 핵활동은 전혀 없으며, 단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활

발한 활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주변국의 핵정책에 의해 정치․외교 및 군사적으로 크게 향을 받을 가능

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주변국의 핵환경은 우리 나라에 대한 핵사고, 핵위협 및 핵테

러의 가능성을 상당한 정도 높여 주고 있다.  핵위협은 국제정치 및 외교적

인 관계에 의해서 의도되는 바가 많으나, 국제질서 변화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면 주변국이 우리 나라에 대해 핵위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

신할 수는 없다.  핵사고는 핵무기 사고를 포함하여 원자력사고까지 포함된

다.  이러한 사고의 물리적 발생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되나 만약을 

대비하는 것은 항상 필요하다.  또한 구 동구권 사회의 붕괴 이후 핵물질의 

도난과 매가 포착되고 있고, 이것들은 핵테러의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또한 국제화된 사회에서 세계 어느 곳도 테러 안전지대라고 장담할 수 없는 

점등에 따라 핵테러가 우리 나라 내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완전

하게 보장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주변국의 원자력정책2) 및 핵정책3)에 대해 파악하고 또한 이들 

국가들의 핵능력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변국으로부터의 잠재적인 핵

1) 러시아의 경우 극동지역에서 운전되고 있는 4기만을 포함한 것임.

2) 원자력정책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목적을 가진 정책을 말함

3) 핵정책은 핵무기 개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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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과 핵테러 및 핵사고 발생 가능성으로부터 국가 안위를 지키지 위한 대

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가 핵비보유국으로서 주변국의 핵위협과 

잠재적인 핵테러에 대한 기술적인 방어개념과 대응방향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주변국의 원자력 및 핵정책 동향 분석, 주변국의 핵전력 및 핵능력 분

석, 핵위협과 핵테러의 가능성과 그 향 및 핵위협 및 핵테러에 대한 기술

적 대응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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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변국의 원자력 정책과 핵정책 동향

1.  주변국의 원자력 정책

주변국은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우리 나라와 이해관

계에 있거나 향관계에 있는 국가들로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이 

이에 해당하며, 연구 차원에서는 북한4)도 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원자력정책은 원자력발전 등 원자력의 민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정책을 의미하며, 핵무기와 관련되는 핵정책과는 구분

된다.

우리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은 모두 원자력을 민수용으로 이용

하고 있고, 군사적 이용국가 즉, 핵무기보유국가도 3개국이나 되며, 이들 국

가들은 군사적 이용을 민수용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등에 따라 

주변국의 원자력정책을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1.1 주변국의 원자력이용개발 동향

1999년 말 기준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43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전되고 

있다.5) 이중 우리 나라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극동 지역만), 대

만에서 총 186기를 운전하고 있어 세계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약 43%6)

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전력생산에서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는 비율(원자력점유율)

을 개략적으로 보면, 미국 20%, 일본 34%, 대만 24%, 중국 1.2%7)로 세계 평

균 16%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도 약 

40%에 이르고 있다.8) 

그리고, 2000년 말 현재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들은 세계적으로 총 43기 

4,143.6만 kW에 이른다.  이중에서 우리 나라의 주변국인 중국에서 8기 (683

4) 본 연구에서는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북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나, 대부분의 경우 북한을 분

석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5)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1,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EIA) USDOE, March 

2001, pp.83

6) 우리 나라 16기, 미국 104기, 중국 3기, 러시아 극동지역 4기, 대만 6기를 포함하여 186기임.

7) 중국이 본격적으로 상용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로서 현재 3기의 원

전이 운전중임에 따라 원자력발전 점유율도 상당히 낮은 수준임.

8) IAEA, IAEA Bulletin, Vol.  43, No.  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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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kW), 일본이 5기 (494.3만 kW), 러시아가 3기 (300만 kW), 북한이 2기 

(200만 kW), 대만 2기 (270만 kW)로서 22기이고9), 우리 나라가 건설중인 4

기 (400만 kW)를 포함하면 세계 총 건설중 원자력발전소의 60% 이상이 우

리 나라의 주변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등, 주변국들의 원자력이용개발 활동은 

매우 활발하다.

또한 동북아 지역 주변국의 원자력이용을 위한 핵연료주기 현황을 보면

(<표 2-1-1> 참조) 핵보유국인 중국과 원자력기술선진국인 일본은 핵연료주

기 모두를 자립하고 있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대만 등은 일부 국산화하고 

있는 등 원자력 이용개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

한 원자력기술 수준 측면에서 보면 미국, 일본은 세계 최선두그룹에 속하고 

있고, 우리 나라도 원자력발전기술을 자립하고 있는 등 원자력기술 수준이 

세계 상위그룹에 해당하고 있으며, 중국도 핵무기 개발에 따른 기초 기술과 

핵연료주기 기술의 보유하고 있는 등 기술수준에서도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상태이다.

<표 2-1-1> 동북아 주변국의 원자력이용개발 현황

상기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변국들은 원자력이용과 기술수준에 

9) 한국원자력산업회의, 世界原子力發電의 開發과 運營-2000년말 현재, 2001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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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세계적으로 선두그룹에 속하고 있고, 이에 <표 2-1-2>에서의 원자력

이용개발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활발한 원자력이용개발 정책을 수립․수행

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다음부터 국가별 원자력정책 현황을 기술한다.

<표 2-1-2> 동북아 지역 주변국의 원자력이용개발정책 환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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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국의 원자력정책

가.  부시 행정부의 신에너지정책

부시 행정부가 들어 선 이후 미국에서는 2001년 2월 체니 부통령을 의장

으로 하는 NEPD10) 그룹을 구성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하

다.  이 그룹은 7개 부처11) 장관들을 포함 총 14명으로 구성되었고, 신뢰할 

수 있고, 공급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미래 에너지의 생산 및 배분을 

민간 부문(필요한 경우 주정부 및 지방정부 포함)에서 진흥토록 유도할 정책

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서, 캘리포니아 등 미국 전역에서 겪고 있

는 에너지 부족 및 가격 상승 현상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 다.  

이 그룹에서 제출한 보고서인 ｢국가에너지정책｣12)을 2001년 5월 17일 부

10) 국가에너지정책개발(National Energy Policy Development) 그룹

11) 국무부, 재무부, 내무부, 농업부, 상무부, 교통부, 에너지부의 7개 부처

12) National Energy Policy, Report of the National Energy Policy Development Group, Ma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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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통령이 소개하는 성명을 발표하 고, 부시행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를 

마련하게 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총 105개 사항을 권고

하고 있는데,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 클린턴 행정부시 상대

적으로 등한시했던 에너지원 개발 및 공급 확대 측면을 강조하고, 향후 ｢국

가에너지정책｣의 권고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술 검토, 관련 입

법, 예산 배정 등 후속작업 진행을 예정하고 있다.

신 ｢국가에너지정책｣은 이제까지의 미국 정책과 다르게 원자력의 이용 

확대 정책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권고하고 있으며, 부시 대

통령은 “청정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

조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NRC의 인허가 절차 신속화, 원자력 손해배상법 연장, 방

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촉진 등 원자력 발전 확대를 고무시킬 조치의 검토 

및 이행을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방사성폐기물 감축을 위한 핵연료 전처리

(conditioning), 재처리 및 핵연료 처리 기술에 대한 재검토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향후 미국내의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자력 발전 및 

산업 확대와 원자력 연구개발의 활성화가 전망되며, 이에 따라 원자력 산업, 

연구개발, 안전규제 분야 등에서 한‧미간 원자력 협력의 대폭적인 확대가 전

망된다.

[원자력관련 권고사항 요약]

국가에너지정책 보고서 중에서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부문에 대해 분석하

면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주요 요소로서 원자력 이용의 확대를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1)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신형 원자로 인허가 신청의 평가 

및 신속 처리를 준비하는데 있어 안전과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독려한다.

(2) 현존 원전의 안전한 출력상승 운전으로 발전량을 증대하려는 발

전회사들의 노력을 NRC가 촉진하도록 독려한다.

(3) NRC가 안전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현존 원전들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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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재발급하도록 독려한다.

(4) 원자력이 대기의 질을 개선할 가능성에 대해 에너지부(DOE) 장

관과 환경보호청장이 평가하도록 지시한다.

(5) 원자력 발전 확대 가능성에 비추어 원자력 안전규제 이행에 필요

한 자원을 증대시킨다.

(6) 방사성폐기물 심지층처분장을 마련하기 위해 최고(수준)의 과학을 

이용한다.

(7) 원전해체를 위해 적립한 자금은 원전을 매매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입법을 지원한다.

(8) Price-Anderson 법을 연장하는 입법을 지원한다.

2.  선진 핵연료주기 및 차세대 원자력기술 개발 측면에서, 미국은 폐기

물을 줄이고 핵확산 저항성을 향상하는 (Pyroprocessing과 같은) 핵연

료 전처리 방법의 연구‧개발‧사용을 허용토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

다.  이렇게 함에 있어,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분리된 플루토늄의 축

적을 억제할 것이다.

3.  미국은, 핵연료주기가 선진화되었고 지금까지 긴 히 협력해 왔던 국

가들과 공동으로,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

고, 핵확산저항성이 제고된 재처리 및 핵연료 처리기술의 개발을 고려

해야 한다.

[원자력 이용 확대 지원 관련 부문]

미국 내에서 원자력 발전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존 원전의 출

력상승 및 수명연장, 신규 원전 건설 등이 있다.  지금까지 미국 전력회사들

이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저할 수 있는 요인은 인허가 기간의 장기화, 폐기

물 처분장 미비, 국민이해, 원자력 사고시의 손해배상, 투자위험성 등을 들 

수 있는데, NEPD 그룹은 이러한 요인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전력회사들의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2년 ｢포괄적에너지정책법｣에 따라 도입된 인허가 일원화체제(사전 부

지허가, 설계인증 및 운전허가 절차 일원화)가 안전 및 환경보전을 해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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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것을 일반국민에게 확신시켜 신규 원전에 대한 인허가 일원화체제

가 잘 적용되도록 하고, 현존 원전의 출력상승 및 수명연장에 대한 인허가를 

합리적으로 수행토록 하여 전력회사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

고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이 대기오염 완화에 기여한다는 분석을 통해 국민이해

를 높이고 원자력 발전회사에 좋은 이미지 및 명분을 주고 향후 경제적 이

익까지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며, 이러한 원자력 이용의 확대로 인하여 

부족할 지도 모르는 안전규제 이행에 필요한 자원(인력, 예산, 기술 등)을 확

보케 함으로써 안전 확보에 대한 일반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그리고 최고 수준의 과학을 동원하여 처분장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

보케 함으로써 전력회사 및 일반국민에게 폐기물처분장 지정 및 건설에 대

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원전 매매시 해체적립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토

록 함으로써 원전의 인수합병을 가속화시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손해배상법으로서 2002년 만료되는 Price-Anderson 법을 연장시

켜 전력회사 및 원전공급자의 원전 건설을 독려하는 법적 체제를 유지하게 

하고 있다.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 관련 부문]

미국은 1978년 핵비확산법(NNPA13)) 발효와 함께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금지 정책을 견지해 왔다.  이에 따라, 핵확산저항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

작했던 IFR14) 연구개발 프로그램도 1994년 중단된 바 있고, FFTF15)도 클린

턴 정부때 가동 중단 결정이 내려졌으나 현재 부시 행정부에서 이를 재검토

중인 것이다.

NEPD 그룹은 미국 원자력연구계의 염원을 반 하여 이제까지 미국이 

견지해 온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금지 정책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측면에

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면

서 이에 포함된 플루토늄을 연소시켜 핵비확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의 하나로 “Fuel Conditioning Methods”의 연구‧개발 및 사용을 허용하도록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13) Nuclear Non-Proliferation Act

14) Integrated Fast Reactor

15) Fast Flux Tes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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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ing Methods”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Purex 공정보다는 핵비확산 측면에서 효과적인 Pyroprocessing 등을 의미하

며, 이의 결과물을 금속연료(또는 MOX)로 제조하여 고속로(또는 경수로)에

서 연소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고, 핵확산저항

성이 제고된” 재처리 및 핵연료 처리기술의 개발을 권고한 것은 외국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향후 이 분야의 추가 연구개발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재처리 기술”은 상기의 특성을 갖는 선진 재처리 기술을 의미

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Pyroprocessing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도 있다.  즉, “핵연료 처리기술”은 재처리를 거치지 않고 사용후핵연료의 

내용이나 형상을 변경하여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을 감소시키는 처리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

나.  원자력 연구개발

미국에서의 원자력연구개발은 무기 분야와 민간이용 분야로 대별되어 추

진된다.  에너지부(DOE)의 원자력국(NE, Office of Nuclear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이 미국내 원자력 연구개발 및 핵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립연구소들은 임무지향형 연구소로서 핵무기 개발에 적극 간여하

고 있고, 또한 민수용 원자력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2001년도 DOE의 원자력연구개발 예산(<그림 2-1-1> 참조)을 보면, 주요 

민수용 원자력연구개발은 크게 동위원소이용 동력 개발, 실험로 관련, 대학

연구로 핵연료 및 연구 지원, NERI(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추

진 및 NEPO(Nuclear Energy Plant Optimization)로 구분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로는 기존 원전의 운 을 

효율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즉, NEPO 프로그램, 미국의 원자력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NERI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한 원자

력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미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4세대 원

자력시스템(Gen IV16)) 개발을 위한 GIF17) 및 I-NERI18) 프로그램의 추진이 

있다.

16)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

17)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18) International NERI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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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원자력연구개발은 민간산업체

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보다는 미래 원자력이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적 돌파구나 기술 혁신의 유발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앞서 기술

한 NERI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 IV)을 

국제협력을 통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여 GIF와 I-NERI가 본

격 추진되고 있다.

<그림 2-1-1 > 미국 DOE 원자력국의 2001년도 예산 내역19)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은 21세기 에너지 위기 및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인

류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탱하기 위한 에너지시스템의 대안으로서 원자력

에너지가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인류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궁극적 안전성을 확보하며, 더욱 경

제적인 에너지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시스템을 개발하자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원자력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원자력시스템이다.  

19) http://nuclear.gov/image/budget2001.gif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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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 나라를 포함한 원자력기술선진 9개국(미국, 한국, 일본, 프랑

스, 국, 캐나다, 남아공, 브라질, 아르헨티나)과 함께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을 공동 개발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GIF라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공동개

발기구를 발족20)하고,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념과 관련 연구개발 추진체제

를 개발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GIF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최적 개념

을 도출하고 관련 연구개발 계획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기술지도(Technology Roadmap)를 작성하고 있으며 2002년 9월에 완료할 예

정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국간 연구개발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

이다.21)

한편, 미국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 공동연구

개발 협력을 위하여 I-NERI 프로그램을 양국간 협력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

며, 우리 나라를 필두로 일본 및 프랑스와 I-NERI 추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

하고 있다.  

NEPO 프로그램은 현재 운전중인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들의 성능 개선

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발전소의 노후화와 전력생산의 최적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22) NEPO 프로그램은 기술혁신보다는 기존 기술 개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민간산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0년도와 

2001년도에 5백만 불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다.  원자력산업 재편

지난 2000년에 미국에서는 석유가격의 앙등과 일부 지역에서의 발전설비 

예비력 부족에 따라 에너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급부상하 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의 전력자유화 실패에 따른 전력부족 사태 발생은 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신에너지 정책을 제시하 고, 원자

력 분야에서는 장기적 측면에서의 혁신개념의 원자로 개발과 단기적 측면에

서의 원전 수명연장 등이 주요 과제로서 등장하 다.  

2000년 이후 미국에서 전기사업의 재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소의 통합이나 매수가 활발하다.23) 예를 들면, 2000년 10

20) 미국은 2000년 1월 한국, 일본, 프랑스 등 원자력기술 선진 8개국을 초청하여 제4세대 원자

력시스템 공동개발을 위한 GIF 결성을 추진하 고,  2001년 7월 본격 출범하게 되었다.

21) GIF 및 BINERIC 참가보고서, KAERI/OT-789/2001, 한국원자력연구소, 2001.  10

22) Long-Term Nuclear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 NERAC 

Subcommittee on Long-Term Planning for Nuclear Energy Research, Jun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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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일에 최종 승인을 얻은 유니콤사와 PECO 에너지사의 합병으로 생긴 

엑셀론사(지주회사)는, 국 브리티시 에너지사와 공동 출자하여 어머젠사가 

운 하고 있는 원전 3기를 포함하여 총 17기(1,700만 kWe)의 원전을 운 하

는 미국내 최대 원전 운 회사가 된 것 등이다.24)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운전실적은 근래 들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90%에 육박하는 설비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평균발

전원가도 수십 년만에 석탄발전소보다 낮아지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25)

실질적으로 1974년부터 원전 발주가 중단되어 오고 있던 미국에서 신규 

원전의 건설 가능성이  화제에 오르기 시작하 다.  근래의 양호한 원전 운

전실적 뿐 아니라, 원자력규제의 합리화 신형표준원전들의 설계 인증 등 신

규 발주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온 바에 크게 기인한다.  현재 엑셀론사에

서 가스형 원자로의 원전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등 민간 산업체의 

움직임에 더하여 미국 정부(DOE)에서도 2010년경에 도입할 원자로형에 대해 

검토하고 웨스팅하우스사의 AP-1000형 의 도입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 여론 측면에서 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

한 전력위기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지지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NEI26)에서 18세 이상의 1,000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또는 증설)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사람의 비율은 1999년 10월의 조사에서는 42%이었으나 2001년 1월의 

조사에서는 51%로 높아졌다.  특히 전력위기가 발생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부지역에서의 증가비율이 높은데, 지난번 조사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33%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52%로 크게 상승한 

23) 세계원자력발전의 개발과 운 -2000년말 현재,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01.  8.  31

24) 주요 전기사업체 개편 동향 

   • 페코에너지사와 국 브리티시에너지사가 합병하여, 어머젠에너지사를 설립(1997.  8)

   • 노던스테이츠파워사가 뉴센튜리에너지사를 매수하여 엑셀 에너지사를 설립 (2000.  8)

   • 캐롤라이나 파워&라이트사가 플로리다 프로그래스사를 매수하여 프로그래스에너지사 

설립(2000.  10)

   • 컨솔리디티드 에디슨사와 노스이스트 유틸리티즈사사 흡수합병에 합의(1999.  10)

   • 플로리다 파워&라이트 그룹과 엔터지사가 대응합병에 합의(2000.  7)

   • 퍼스트 에너지사와 GPU사가 흡수합병에 합의 (2000.  8)

25) 미국 유티릴티 데이터연구소(UDI)가 1999년도 발전원가 실적을 집계한 바에 따른 것으

로써, kWh당 평균 발전원가로서 원자력은 1.83센트, 석탄화력 2.07센트, 석유화력 3.18센

트, 가스화력 3.52센트 음.  본 데이터에는 2000년도 석유 및 가스의 가격 상승분은 반

되지 않았음.

26) Nuclear Energy Institute, 미국의 원자력관련 산업체 등에서 출자하여 만든 원자력산업

관련 기관으로 우리 나라의 원자력산업회의와 원자력문화재단 등의 역할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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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편 원자력발전소 폐쇄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은 낮아져서, 지난 

조사의 27%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21%로 되었다.  그리고 현재 운전중인 원

자력발전소의 운전연장 허가에 대해서는 8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일본의 원자력정책

가.  원자력이용개발정책

일본의 원자력이용개발정책은 원자력기본법과 원자력 연구․개발․이용

에 관한 장기계획(이하 “장기계획”)에 의거하고 있다.  장기계획은 일본이 원

자력평화이용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시작한 1956년에 처음으로 책정된 후 

1994년 제8차 장기계획까지 약 5년마다 개정되어 왔으며, 제9차 개정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고(고속증식로 ｢몬주｣ 사고, 재처리시설 사

고, JCO 사고 등)를 깊이 고려하고, 1994년 이후 원자력이용개발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21세기 일본에서의 원자력의 역할

과 원자력이 갖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원자력이용개발의 기본방침과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고있다.27)

[제9차 장기계획 책정 경과]

고속증식로 원형로 ｢몬주｣ 사고(1995.  5), 쓰루가 원전 일차냉각수 유출

사고(1996.  8), 도까이 재처리시설 화재․폭발사고(1997.  3), JCO 핵임계사

고(1999.  9)  등 일련의 원자력사고로 국민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불신감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제1차 원자력정책원탁회

의(1996.  4), 고속증식로간담회(1997.  1), PNC개혁검토위원회(1997.  4), 제2

차 원자력정책원탁회의(1999.  1) 등 원자력정책 재검토를 위한 일련의 회의

가 개최되어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불안 해소, 원자력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

견반  등과 함께 핵연료주기 정책 추진 및 원자력시설 안전확보 등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 다.  

이러한 상황들을 반 하여 1999년 5월 장기계획 개정을 위한 ｢장기계획

책정회의｣를 원자력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심의를 개시하 는데, 산하에 중

요분야별로 6개 분과회를 설치하여 집중 심의하 다.  심의에 있어서 분과회

의 모든 심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 고 심의를 거쳐 2000년말 장기계획이 원자력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27) 원자력기술정책연구,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RR-2101/2000, 20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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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정되었다.  

장기계획에서는 국민․사회와 원자력과의 조화, 에너지안정공급을 위한 

경수로 발전 체계의 정비, 고속증식로 및 관련 핵연료주기 확립을 위한 연구

개발 추진, 다양한 첨단 원자력 기초기반 연구개발 추진, 국민생활에 공헌하

는 방사선 이용의 고도화,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 원자력활동 이해 추구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장기계획 책정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TMI사고와 체르노빌사고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고속증식로 원형로 ｢몬주｣ 사고부

터 JCO 핵임계사고에 이르는 일련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치 한 준비와 공개

적 행정을 통하여 국민적 합의에 의한 장기계획 개정을 추진하 고 핵연료

주기 확립이라는 기본정책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크다.

[원자력정책 기본방향]

지구환경문제나 일본의 지리적․자원적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 절

약, 재생에너지의 활용 등을 최대한 추진하면서 에너지의 안정공급과 이산화

탄소의 배출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을 계속적으로 주력 발

전원으로서 역할하도록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핵연료주기의 확립을 기본방침으로 하며,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회

수되는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

께 우라늄의 이용 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줄이

는 환경부하의 감소의 관점에서, 고속증식로 주기기술을 불투명한 미래에 대

비한 유력한 선택안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료․농업․산업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방사선 이용은 

앞으로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계속하여 크게 기여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 측면에서 원자력은 기초과학분야에서의 새로운 지식과 견해를 

갖게하는 한편 생명과학이나 물질 및 재료 등의 분야에서의 최첨단의 연구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파급효과 극

대화를 목표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원자력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확보와 입지지역주민을 위

시한 국민이해와 협력 증진에 크게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일

본의 원자력정책 추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또한 일본의 

플루토늄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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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다.  특히 플루토늄 이용에 대해서는 잉여 플루토늄

을 보유하지 않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발전과 핵연료주기의 기본방향]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자급률 향상, 에너지 안정공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주발전원으로서 역할하도록 하

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핵연료주기 기술은 원자력이 장기

간에 걸친 에너지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므로, 이를 실용화해 나감으

로써 일본의 에너지공급 시스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 

및 국제사회의 이해와 신뢰를 얻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회수되는 플

루토늄과 우라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 연구개발에 따라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처분

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관련법 등의 정비를 통한 환경정비를 착실

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고속증식로 주기는 우라늄 자원의 이용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으

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내의 잔류방사능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유력한 기술 선택안으로 규정하고 적절한 평가를 실시하면서 

고속증식로 주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플루토늄 이용에서는 안전확보를 대전제로 하고,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투명성 확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국제적 이해와 신뢰를 얻는 외교적 노력

과 함께 잉여 플루토늄을 갖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한층 더 명확하게 한

다는 관점에서 플루토늄 재고에 관한 정보 관리와 공개에 충실하도록 한다

는 등의 플루토늄 이용의 투명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 위탁재처리와 일본 국내 재처리 공장에서 회수되는 플루토늄은 당

분간 경수로에 이용하고 고속증식로 연구개발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

구개발에 이용되는 플루토늄의 수요는 관련 연구개발 계획과 진척상황을 고

려하여 플루토늄 수급의 전체를 유연하면서도 투명한 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안전한 처리와 처분을 발생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며,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와 처분이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시설의 폐지

조치는 설치자의 책임 하에 안전 확보를 대전제로 지역사회의 이해와 지원

을 얻으면서 추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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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력대외정책

일본은 일찍이 1930년대부터 시작하여 핵분열의 군사적 이용을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추진하여왔다.  그러나 전후 미군정의 통치하에서 일본은 원자력 

분야에서 암흑기와 같은 시기를 보내야만 하 다.  예를 들어 당시 미국의 

점령군사령부는 일본 국내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분리와 핵분열성 물질의 

대량분리에 관한 연구를 금지하 고 사이클로트론 3대를 파괴하도록 지시하

기도 하 다.  그후 일본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자력 이용을 추진하

여 현재는 선진 원자력 이용 국가로 자리잡고 있다.28) 

이러한 일본의 원자력외교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노력으로 진행되었다.29) 

[미국과의 재처리 협상]

1974년 인도의 핵폭발실험으로 국제 사회는 핵무기 확산에 대한 깊은 우

려를 표명하게 되었다.  그러던 가운데 197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핵

무기 확산 문제가 쟁점화 되었고 결과적으로 강력한 핵비확산 정책을 주장

한 카터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속에서 일

본은 1977년 도까이(東海) 재처리공장 운전 개시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운전

하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실질적인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는 미국과의 ‘공동결

정(Joint Determination)'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고,30) 이로부터 미

국과 일본간의 재처리 교섭이 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 1977년 9월 2일 워

싱턴에서 스미스(G.  Smith) 핵비확산문제대사와 우노(宇野) 과학기술청 장

관이 도까이 재처리공장 가동에 관한 공동결정에 서명하고 공동성명을 발표

하 다.  

[미․일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

일본은 1977년 재처리 협상을 종료한 이후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개개 

사례별 사전동의 방식에서 장기적 포괄적 사전동의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원

자력협력협정 개정을 추진하 다.  만일 새로운 포괄적 사전동의 방식을 적

용할 경우에는, 일본이 이미 제시하여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은 장기간 핵연료 

28) 일본의 상용 원자력 기술 능력 및 군사적 의미 분석, 국방부, 2000.10

29) 전게서
30) ‘공동결정’이란, 미․일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라서, 일본이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일본에서 재

처리를 하고자할 때 해당 재처리 시설에 안전조치(안전조치란 핵물질, 시설 및 정보 등이 군

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검증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의미함)가 효과적으로 적용된

다는 미국과 일본 양국의 합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동결정‘은 상호 공동 합의라는 긍정

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듯 하나, 어느 한 국가가 이의를 제기하면 합의도출을 하지 못하

므로 ‘공동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사실상 거부권과 같은 효과를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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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계획에 입각하여 수행하는 원자력 활동은 별도의 사전동의를 얻을 필

요가 없는 방식을 적용하게된다.

카터 행정부에 비하여 재처리 문제에 유연성을 보여주는 레이건 행정부

가 새로운 플루토늄 정책을 책정하려는 기회를 잡아서, 나카가와(中川) 과학

기술청 장관은 1982년 6월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Bush) 부통령, 헤이그

(Hague) 국무장관, 에드워즈 에너지부 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와 회

담하고 미국과 일본은 재처리문제에 대해 포괄적 사전동의 방식에 의한 해

결을 찾기 위해 협상에 들어가 빠른 결론을 얻을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

다.

이에 따라서 제1차 협의(1982년 8월)이래 제10차 협의(1984년 9월)까지 양

국은 논의를 진행하 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 다.  

난항의 이유는 일본은 이 문제를 당시의 미‧일 원자력협력협정 틀 내에서 

처리하고 싶어하 고, 미국은 미‧일 협정보다 약한 미‧유라톰 협정에 대해서

도 협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엄격한 내용의 미‧일 협정을 

먼저 추진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협정을 개정한다면 새

로운 국제적 의무를 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의회와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일본에게 포괄적 사전동의를 주는 

대신에 1978년 핵비확산법에 기반해서 당시 협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공급국의 규제권(플루토늄의 저장에 관한 사전동의 등)을 포함한 형

태로 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 다.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쉽사리 좁히지 못하고 팽팽하게 맞

선 채 10회에 걸친 협의를 진행하 다.

1985년에 들어서서 미국과 일본의 양국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하 다.  우선 일본은 조기 타결을 목표로 통산성이 1월초에 9개 전력회사의 

부사장으로 구성된 사절단의 도미를 추진했으나 외무성과 과학기술청의 반

대로 결실을 보지 못하 다.

일본은 3년 가까운 협상을 통하여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한 채 포괄적 

동의방식을 얻어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제11차 협의(1985년 5월)와 제12

차 협의(1985년 7월) 과정을 통해 포괄적 사전동의 방식을 얻기 위해 협정을 

개정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국 측에 방대한 질문서

로 물어보고 문서로 회답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신협정의 내용이 재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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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사찰이나 플루토늄의 저장에 대해서 예상보다는 받아들일 만하다고 판

단하고 제13차 협의(1985년 11월)에서 조건부로 협정 개정에 응할 용의가 있

다고 밝히고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갔다.

새로운 교섭은 핵비확산법에 근거한 미국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협정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미국의 규제권에 대해서 일본이 요구하

는 포괄적 사전동의를 확보하는 실시약정을 작성하여 양국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새로 개정될 협정안은 미국이 맡고 실시약정은 일본이 작성하여 이것을 

서로 교환하여 1986년 1월 첫 번째 협의를 개시하 다.  그 후 수차례 협의

에는 미국에서는 케네디(Richard T.  Kennedy) 국무부 핵비확산문제 담당대

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맥콜드릭 국무부 핵비확산 수출정책과장, 식스 군비

통제군축국 원자력안전조치과장, 블랏슈 에너지부 국제핵비확산과장 등이, 

일본에서는 마쯔다(松田) 외무성 과학기술담당관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야마다(山田) 외무성 원자력과장, 카다야마(片山) 통산성 국제원자력기획관 

등이 참가했다.

협정 개정 협상에서 일본이 중시한 것은 포괄적 사전동의와 규제권의 균

형, 포괄적 사전동의의 자동성‧안정성, 안전조치 등 규제권의 쌍무성, 플루토

늄 수송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 등이었고, 미국은 핵비확산법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엄 하게 반 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 고, 일본의 요구에 대해서

는 협조적이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협상대표들은 1986년 6월 개최된 제

15차 협의에서 최종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1987년 1월 신협정안에 대해서 양 

대표단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신협정의 의회 비준은 예상에 비해서 비교

적 쉽게 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1988년 7월에 신협정은 정식으로 발효되었

다.  

[비핵화의 국제적 신뢰 획득]

국제정치 현실에서 농축이나 재처리와 같은 핵연료주기 기술의 지속적 

발전은 비핵화의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기까지 군사 대국으로서 지역제국

주의를 추진하 으나,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핵무기의 피해 당사국이 되고 

전후에는 군사 대국 대신에 경제 대국을 추진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의 신뢰성을 장기간 축적한 성과로 상당한 수준의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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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미‧일 원자력협력협정의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군비통제군축국은 

대통령에게 ‘핵확산평가서’를 제출하면서 일본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 다.

① 원자로와 핵연료주기 역에서 상당한 정도의 기술적 자율성이 달성

되었다.  

② 상당한 정도의 특수핵물질이 미국의 사전동의권 아래 놓여 있지 않으

며, 이 양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③ 핵연료주기에서 보다 많은 공급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 일본의 중요

한 에너지 안보 목표이기는 하나, 특히 미국과의 국제협력이 일본 프

로그램의 중요한 요소이다.

군비통제군축국은 일본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핵확산

의 가능성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신뢰는 신협정안을 강하게 반

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방부는 협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포괄적 접근

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일본이 핵확산을 하지 않

을 것이라는 믿음에 의문을 제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언급하 다.

신협정에 가장 비판적인 미국의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핵통제연구소(NCI)

의 레벤탈 소장도 새로운 협정과 연관되어 있는 핵확산의 위험성을 살펴보

는 것은 일본이 핵확산 정책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

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와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하 다.  그리고 그는 중요

한 것은 일본이 미래에 보유하게 될 플루토늄 시설의 규모가 방대하다는 것

과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 적용할 국제적 안전조치가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

라고 강조하 다.

이러한 지적들은 일본이 적어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서 성공적으로 

비확산의 국제적 신뢰를 획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범국가 차원의 총력 외교]

에너지 빈국인 일본은 신협정을 단순한 원자력의 문제로 보지 않고 에너

지 안보라는 차원에서 국가 사활의 문제로 간주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협

상 성공에 전력을 기울 다.  특히, 협상의 상대가 자유민주주의 형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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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결정 과정을 거치는 미국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이나 국무부의 동

의만으로는 불충분했으며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방부, 원자력규

제위원회, 언론,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넘어서기 위한 입체적 외교 전략을 

세워야만 했다.  일본이 이러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① 레이건 대통령과 상당한 신뢰를 구축하고 있었던 나카소네(中曾根) 수

상이 이 문제의 국가적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외무성, 과학기술

청, 통산성을 효과적으로 운 하여 일을 추진하 다.  

② 신협정 협상을 위하여 외무성에 원자력과가 새로 신설되어 협상의 전

문성을 충족시켰으며, 동시에 부처간의 긴 한 협조가 이루어졌다.  

③ 일본의 민간 전력회사들이 국제적 로비활동을 통해 정부의 협상 추진

을 배후에서 지원하 다.  

④ 일본 의회는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신협정안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 

주었다.  

⑤ 일본의 환경단체들은 미국과는 달리 신협정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반

대운동을 전개하지 않았다.

1.4.  중국의 원자력정책

가.  원자력개발의 기본정책 방향

중국에서 원자력의 에너지 이용 분야에 있어, 중국의 원자력정책의 기본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원전은 수․화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 원자력기술자립을 추진한다.

◦ 원자력안전을 최우선 명제로 삼는다.

◦ 원자력개발을 지원할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한다.

◦ 원자력기술자립을 위한 관련 시설 건설을 추진한다.

나.  원자력발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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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력생산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석탄과 수력이다.  석탄은 

확인된 매장량이 약 6,000억톤에 이르고, 수력도 개발 가능한 설비용량이 

360GW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력은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어서 

1997년 말까지 단지 56GW 정도만이 개발된 상태이다.  석탄의 경우는 매장

지역의 편중성으로 인하여 공급지역과 수요지역간의 수송비용 부담이 크는 

등의 문제가 있고, 이에 따라 수요지역 중심의 전원개발이 필요하게 되어 원

자력발전의 개발 도입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에서의 전원개발 기본정책은 수력개발에 우선 순위

를 두고 동시에 화력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를 보완하기 위

하여 적정한 수준의 원자력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다.  원전기술 개발 정책

중국에서 2010년까지 전력소비는 2010년까지 크게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이에 따라 전원개발계획도 2000년에 290GW의 설비용량을 개발하

여야 하고, 2010년까지는 500GW, 2020년에는 700-800GW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7년에 수립된 중국의 원전개발계획(<표 2-1-3> 참조)에서

는, 2010년까지 화력 및 수력을 완전히 개발한다고 가정하여도 전력 수요에 

대한 부족분이  20GW 정도 발생하게 되고, 이를 원자력으로 충당한다는 것

이 원전개발 계획의 중심이다.31) 현재 중국에서는 운전중인 원전 3기와 건설

중인 원전 6기 및 주문중인 원전 2기를 모두 합쳐도 8.2GW의 설비용량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 2010년까지의 전력수요 충당을 위해서는 앞으로 12GW

의 새로운 원전 설비용량 증설이 요구된다.  

<표 2-1-3> 중국의 원전개발 계획(1997년)

연도 총설비용량(GW) 원전설비용량(GW) 원전점유율(%)

1995 217 2.1 1.0

2000 290 2.1 0.7

2010 500 15-20 3.0-4.0

2020 700-800 40-50 5.0-6.0

31) 원자력기술정책연구,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RR-1984/99, 199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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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중국에서 원자력기술 자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원자력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에서는 원자력 공급안전성과 환경안전성 그리고 

경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술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

한 중국의 원자력기술자립은 과거 핵무기 개발로 인하여 구축된 원자력과학

기술 및 시설을 통하여 원자력산업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선진 외국

과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민수용 원자력기술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원자력기술협력에서는 수입을 위해 국제적으로 경쟁입찰 방법을 

채택하지만 국내 원자력관련 정책을 따르고, 원자력기술 자립에는 설계․제

조․건설 및 운전․유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핵연료공급은 국내 조달

로서 충당한다는 자립정책을 견지하고, 이를 위해 원자력개발에 따르는 수요

를 충족하기 위해 우라늄탐사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라.  원자력 인프라

중국의 원자력개발 역사는 핵무기개발과 관련하여 40여 년에 이르고 있

음에 따라 원자력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  즉, 우라늄 탐사, 

hydro-metallurgy, 동위원소 분리, 핵연료 제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의 핵연료주기와 관련된 모든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의 기술을 민수용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핵연료주기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기술은 기체확

산법에서 원심분리법으로 전환되고 있고, 핵연료 성형가공 시설은 300MW급 

원전을 포함하여 600MW급 및 900MW급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규모에 이

르고 있다.  또한 우라늄 탐사 및 hydro-metallurgy 분야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in-situ leaching 혹은 heap leaching 법이라는 신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데, 이는 우라늄자원은 풍부하나 경제적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우라늄 가공 능력은 500-600 톤-U 수준으로 추정되며, 추가 가능

량도 1,000 톤-U 정도이다.  그러나 원전 개발에 따라 소요될 우라늄 양은 

2005년에 900-1,500 톤-U 정도, 2010년에는 2,400-3,000 톤-U 정도이며, 2015

년까지는 3,200-4,000 톤-U 정도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우라늄 매장

량으로는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  이에 우라늄 탐사 활동의 강화

와 함께 수요관리(예를 들면, 재순환 사용 등)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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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자력개발 현안사항

중국의 원자력개발에 있어서 원전의 안전증진, 경제성 향상 및 관리능력

의 확보가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다.  

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원전 설계와 건설시 안전을 증진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채택이 요구되고 또한 운전단계에서는 유지․보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국에서 원전은 석탄화력발전에 비하여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는 풍부

한 석탄 매장량과 발전설비에서의 환경설비(탈황설비 등)의 미장착 등이 이

유가 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경제성 격차를 줄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간의 원자력개발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자

립과 표준화를 추진하고, 후속기의 계속 도입에 따르는 학습효과 등을 활용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원전 건설 기간의 단축을 통한 경제성 향

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핵연료 연소도 증가를 통한 방안 강구 등 다방면에서 

원자력의 경제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원자력개발에 있어서 관리가 원전의 안전은 물론 경제성 등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원전사업관리 및 전문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의 표준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 노력을 기하고 있다.

1.5 러시아의 원자력정책

러시아의 원자력정책은 MINATOM에 의하여 “1998∼2005년 및 2010년까

지의 러시아 원자력개발 프로그램32)”이라는 명칭으로 설정되어 수행되고 있

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 원전 단지의 운 과 향후 건설될 

차세대 원전의 개발을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러시아에 있어서 원자력개발 전략 프로그램의 설정은 두 가지 환경 요인

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미국과 유럽과 같은 원자력기술 선진

국에서는 핵연료 공급이 안정되고 있고 에너지가 풍부함에 따라 원자력 프

로그램을 축소하고 있으며, 둘째,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에너지생산

을 급격히 증대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며 20세기에 완전히 성공적이지 못하

던 원자력국가들의 발자취를 뒤따르려고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현상은 산

32) 원제는 the Programme for nuclear power development in the Russian Federation in 

1998-2005 and 수 the period up to the year 201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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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발전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혼란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조정하는 것에 전략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원의 한계와 환경규제 등에 따라 러시아는 화석연료 이용에 있어서의 

제약을 분명히 인식하고, 원자력이 가장 현실적이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임

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고 지난 반세기 동안 원자력기술이 기존의 에너지원

에 비해 경쟁력 있도록 개발되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임을 인식하며, 또한 

지금까지의 원자력기술 개발 경험을 살려 경쟁력 있는 원자력발전기술의 개

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1999년 12월 21일 MINATOM 이사회는 

MINATOM이 작성한 “The Strategy for Russian nuclear Power 

Development in the First Half if the 21st Century33)"라는 제목의 전략프로

그램 보고서를 승인하 고, 정부의 검토의견을 반 하여 2000년 5월 25일 수

정․보완된 후 정부의 승인을 획득하 다.  이하에 이 전략 보고서의 내용을 

개괄한다.

가.  원자력개발 기본방향

상용 원자력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2단계로 구분되어 추진하도

록 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열중성자 원자로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

하고 고속증식로에 이용할 플루토늄을 생산․축적하도록 하며, 두 번째는 고

속증식로로서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소를 점차 대체하면서 원자력을 대규모

로 도입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의 전략적 목적은 자원의 

재순환을 통하여 값싼 에너지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전술적인 목적은 우

라늄을 이용하는 원자로를 통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방사성동위원소를 생

산․공급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  원자력개발 현황

러시아에는 29기, 21.1GWe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전되고 있다.  이중 13기

는 VVER형(가압경수형)이고, 11기는 RBMK형(흑연감속형)이며, 4기의 EGP

형(가압수냉각․흑연감속형 원자로로서 열․전기병합용 원자로임) 및 1기의 

33) Mini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Atomic Energy, "The Strategy for Russian 

nuclear Power Development in the First Half if the 21st Century", Moscow,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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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증식로(BN-600)이다.  그리고 건설중34)인 원전이 5기로서 VVER-1000형

이 4기, RBMK-1000형이 1기이다.

러시아에서 원자력발전이 에너지공급 특히 전력공급에서 매우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민간 원자력산업은 어떤 위기에 봉착하여 있다.  이

러한 위기는 서구에서 고속로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있고, 세계에너지 공급에

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역할이 점차 감소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자력 폐지를 주장하는 반 원자력 인식이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원자력산업 현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오늘날 원자력산업은 운전 안전성은 충분히 수용할 만하며, 점차 

차세대(제3세대) 원자로로서 교체됨에 따라 더욱 안전하게 운 될 것이다.

둘째, 비용 효과적인 천연우라늄자원은 한계가 있다.  지금과 같이 우라

늄을 연소만 시키는 열중성자 원자로에서는 러시아에서나 세계 전체에서도 

21 세기 내에 우라늄자원을 고갈시키게 될 것이다.  천연 우라늄 자원의 고

갈 시기는 MOX 연료의 사용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나 궁극적으로는 고속증

식로로 가야할 것이다.

셋째, 원자로의 공학적 안전장치의 과다한 설비는 원자력의 경쟁력을 저

하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추세로 되어 있다.

다.  원자력개발 전망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에너지연구소에서 전망한 바에 의하면, 2020년까

지 러시아의 전력수요는 최대성장 시나리오 하에서 1,545 TWh, 중간 성장 

시나리오에서는 1,200 TWh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년부터 1년 단위

로 본 전력수요 증가 전망은 다음과 같다.

○ 고성장 시나리오 : 2000년 864 TWh, 2005년 995 TWh, 2010년 1,135 

TWh, 2015년 1,315 TWh, 2020년 1,545 TWh

○ 중간 성장 시나리오 : 2000년 864 TWh, 2005년 945 TWh, 2010년 

1,020 TWh, 2015년 1,100 TWh, 2020년 1,200 TWh

한편 원자력발전 전망에서는 2050년까지 설치용량이 90.5 GWe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 발전량은 674 TWh로서 총발전전력량의 20% 수준이 될 

34) VVER-1000형은 Rostove에 2기, Kalinin 및 Balakovo에 각각 1기가 건설중이고, 

RBKM-1000형은 Kursk에 1기가 건설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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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2000년부터 10년 단위로 전망한 바는 다음과 같다.

○ 설치용량(GWe) : 2000년 21.2, 2010년 32.2, 2020년 50.0, 2030년 65.0, 

2040년 72.5, 2050년 90.5

○ 원자력발전량/발전비중(TWh/%) : 2000년 130/15, 2010년 224/22, 

2020년 350/25, 2030년 484/26, 2040년 540/21, 2050년 674/20

라.  원자력개발 전략

러시아가 채택하고 있는 원자력개발 전략의 기본원칙은 핵연료 재순환, 

자연 안전성 확보 및 경쟁력 확보의 3가지이다.  핵연료 재순환은 천연우라

늄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속증식로를 도입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자연 안전성 확보는 고유안전성을 가진 원자로 개발을 통하여 사고 

위험성을 대폭 감소하고 일반 대중에 대한 방사선위험을 크게 줄여 나간다

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안전원칙의 적용은 과도한 공학적 안전장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안이기도 하다.  경쟁력 확보는 과거

의 비용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더욱 안전한 것을 더욱 값싸게 한다라는 원칙으로의 전환을 의미

한다.

1.6 대만의 원자력정책

가.  에너지정책

대만은 국내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에너지자원의 96% 이상을 수

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급원의 다양

화를 추구하고, 환경보전을 고려하는 에너지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에너지정책의 주안점은 ① 에너지 효율 향상, ②에너지 오염 방지, ③ 에

너지 연구개발, ④ 에너지공급 안정성 보장, ⑤ 타당한 에너지 가격의 유지

이다.35) 한편 전력사업에서는 2020년의 발전원 구성비 목표로서 석탄 35∼ 

37%, 석유 4∼5%, 천연가스 27∼29%, 수력 9∼10%, 원자력 9∼20%, 신에너

지 1∼3%로 설정하고 있고, 또한 전력시장의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발전, 송전, 배전을 분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35) 일본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연감-1999, 199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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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전 및 연구로 개발

대만의 발전설비 구성을 보면, 화력 64%, 원자력 19%, 수력 17%이다.  

현재 원자력발전소는 3개 부지에 총 6기(514만 kWe)가 운전 중에 있고, 원자

력발전 점유율은 약 26%에 이르고 있다.  대만은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하여 

원자력발전을 화력의 대체 발전원으로서 고려하고 있고 제4 부지에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1999년 용문(龍門) 원자력단지의 건설허가

를 받아 추진하고 있다.(부지의 위치는 아래의 <그림 2-1-2> 참조)

3 ( )

1 ( )

2 ( )
(INER)

4 ( )

<그림 2-1-2> 대만의 원자력시설 분포도

이 계획은 1980년에 입안되어 건설 승인을 얻은 바 있으나, 1986년에 국

회에서 당시 고조되고 있는 환경문제 등에 편승하여 예산동결조치를 취함으

로써 건설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그 이후 1992년 국회가 예산

동결 조치를 해제하고 1993년 국제입찰을 공고하여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는 

듯 하 으나, 국회가 다시 1996년 원자력발전소 건설 정지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함으로써 건설계획이 표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만 정부에서 본 계획에 

따른 건설의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함에 따라 재추진이 이루어지게 되어 추

진되었으나, 2000년 총통선거36)에서 승리한 민진당이 내세운 선거공약37)에 

36) 2000년 3월 18에에 실시된 선거에 의하여 대만 사상 최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국민

당에서 민진당으로 정권이 교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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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그 추진이 다시 한번 중단 위기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국회를 장악

하고 있는 국민당이 총통 파면을 위한 법률을 추진하는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후 대법원의 재정을 거쳐 정부는 2001년 2월 건설 속개

를 결정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원전 건설 계획의 표류는 국제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환경

문제의 이슈화와 이에 편승하는 정치권의 시각에 기인한 바가 크다.  또한 

모든 국가의 원자력계가 안고 있는 동일한 문제인 국민이해가 걸림돌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만 원자력연구소는 1987년에 폐쇄 조치되었던 연구로를 재가동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하 다.  이 조치는 기존의 연구로인 TRR-1을 새롭게 TRR-2로 

개조한다는 것으로서 노심부분을 교체하여 건설하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

다.  본 계획은 1998년 정부로부터 예산승인을 받아 현재 추진되고 있다.  

TRR-2의 사양은 출력 20MW, 중성자속 2.0×1014 정도이고, 주요 이용 

목적으로는 ① 중성자 빔 이용, ② 연료재료 조사시험, ③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④ 의료용 조사, ⑤ 방사화 분석 등이다.  

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대만에서 원자력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큰 현안문제로 되어 있는 것이 방

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저준위 방사성폐

기물을 란유(Lanyu)도 시설에 임시 저장할 방침을 정하고 당초 총 33만 배

럴을 용량으로 하 으나 섬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현재 사용중인 제2단

계 공사부터는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대만전력공사는 란유도와의 계약에 따라 현재 저장된 9만여 배럴의 저준

위 방사성폐기물을 2002년까지 철거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하

여 란유도 주변 섬을 대상으로 처분장 후보지를 물색하여 왔고, 총 6개 후보

지를 잠정 선정하 으나 주민 반대로 인하여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연유로, 대만 당국은 국제협력을 통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추진하

여, 북한과 처분계약을 맺은 바 있으나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며, 러시아와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계약을 추진

하고 있으나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니다.

37) 민진당은 선거공약으로 건설중인 용문(龍門) 원자력발전소의 계획 중지와 현재 운전중

인 6기의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 조치한다는 것을 내걸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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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과로 추진되었다.  먼

저, 대만전력공사와 북한간 방사성폐기물 이송계약 체결은 1997년 1월 17일

에 대만전력공사와 북한이 계약당사자로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향후 

2년 내에 대만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60,000 배럴을 배럴당 1,150불의 

가격(현금으로 지급)으로 북한으로 반입하여 처분하며, 그 이후에 추가로 

140,000 배럴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을 옵션으로 한다는 것으로서 총 반입

량은 200,000 배럴이게 되었다.  이러한 계약의 배경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

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인 란유도 처분장이 포화상태(저장용량 98,112 배럴)

에 근접하여 새로운 처분장을 확보하려 하 으나 주민반대로 실패하고, 또한 

2002년까지 란유에 저장된 폐기물을 모두 제거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새로운 

처분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는 방사성폐기물 국제 거래에 대한 도

덕적 문제, 북한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 및 북한의 방사성폐기물 처리 또는 

저장 기술능력에 대한 의구심 제기 등과 한국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대만 정부는 이 계약 승인을 지연하여 왔으며, 또한 본 계약을 향후 2년간 

연장한다는 등의 조치를 취하 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진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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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국의 핵정책

2.1 주변국 핵정책의 개요

한반도 주변국38)들은 대부분 경제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국가들로서 국

민생활 수준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이 대립하고 있고, 중국-대만, 한국과 북한 등 분단국가들이 있는 등 지정학

적인 불안정성이 높다.  이러한 경제적 성공과 함께 지정학적인 불안정으로 

인하여 국가 단위의 군사력 증대가 유발되고 또한 핵정책의 적극적 추진 유

혹이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주변국 중 미국, 중국 및 러시아는 핵비확산조약에서 인정하는 핵무기보

유국이며, 일본, 대만 및 북한은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되어 있다.  한 평가39)

에서는 일본과 대만은 기술적(원자력기술만이 아닌 산업기술 전반적인) 성숙

에 의하여 핵무기의 확보가 다소 용이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미국과의 군

사적 동맹관계에 의하여 핵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주변국들의 핵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가.  주변국과 국가 안보

탈냉전으로 인하여 양극 체제에서 단극 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진 등에 따

라 세계적으로 군비증강이 감축되어 국방비의 삭감이 추세를 이루었으나, 아

시아․오세아니아 지역만이 증가되는 현상을 보여 왔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등에서 전망하고 있

다.40) 

이러한 군비증강 또는 군비 경쟁 현상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 즉 결정요

소로서 “세력의 배분” 또는 “위협의 수준과 원칙”이라는 견해가 있다.  세력

의 배분은 강대국들 간의 상대적 힘의 배분에 따른 체제변화에 의해 안보정

38) 우리 나라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지리적으로는 우리 나라를 둘러싸고 있거나 인접하고 

정치적 등으로는 우리 나라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와 상호 향관계에 있는 국가들로

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 및 북한을 들 수 있다.

39) Andrew Mack, Potential, not Proliferation,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July/August 1997

40) 김동성, 동아시아 군비증강과 한국의 대응, 2001년 新亞細亞硏究所 추계세미나, 200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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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결정된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며, 위협의 수준 및 원칙에서는 

국가는 위협에 반응한다는 전제하에 국제적인 힘의 배분과 더불어 지리적 

근접성, 공격적 힘, 공격적 의도 등에 의해 특정국가에 가해지는 위협의 수

준이 정해진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41) 이러한 논쟁에 비추어, 

주변국에 의한 우리 나라의 안보관계의 관점은 주변국들의 힘의 관계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인가 또는 주변국간의 대립적 관계에 주목해서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이 두 관점 모두가 우리 나라의 안보를 보는 중요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 주변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이 계속 자기 세력을 증대시키

고 미국 또한 이 지역에서 주도적 세력으로 남아 있으려 할 것이라는 점에 

따라 다극체제로의 진행이 전망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다극체제는 급

격한 세력전이를 수반하는 불안정과 유혹에 의해서 주변지역을 더욱 대립적 

지역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러한 전망과 함께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위상과 역할 변화는 동아시아 지역 체제 내 국가들간의 힘의 

균형 양식에 직접적인 향을 주고받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역내 개별 국가

들의 안보위협 환경조성의 일차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중국의 경우를 보면, 앞으로 20-30년 내에 중국이 군사적으로 최강

국 수준에 접근해 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고, 거기에다가 남사군도 

및 대만에 대한 주권주장, 세계경제에 미칠 향, 그리고 민족주의 이데올로

기의 인화성 등은 향후 지역안정과 주변국가들의 안보 위협 인식형성에 엄

청난 결정력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위대 군사력 강화를 이유로서 동아시아를 “국가간의 

경쟁의식이 강한 지역”이며, 민족주의 대두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19세기 

유럽의 독일과 같은 존재”인데다 또한 미래의 통일 한국 또한 잠재적 위협

이라고 것을 들고 있으며,42)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 추세가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목적을 띤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향후 일

본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가 대미 관계, 중국의 군사동향, 그리고 남복한 관

계 진전 향방에 의해 그 방향성과 속도가 조절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향

후 동복아시아의 전략 환경 변화에 엄청난 문제의 발생원인이 될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미국의 중․장기적 전략 초점은 결국 동아시아에로 모아질 것으

41) 전게서

42)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일본의 신방위 협력 지침 및 관련법 분석”, 1995.  5



- 32 -

로 보이며, 미국의 국익이 걸린 지역 가운데 아시아가 갖는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고 본다.

나.  주변국의 핵정책 상관성

핵정책은 핵개발과 핵전략에 대한 정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지역

내 핵무기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핵전략을 중심으로, 나머지 핵무

기 비보유국은 핵개발에 대한 정책이 중심이 될 것이다.

역내 핵정책에 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들로는 북한의 핵개발 추진 의혹

과 중국의 핵전력 현대화 및 일본의 군사대국화(또는 핵능력의 확보)를 들 

수 있다.  

동아시아의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인 중국은 1970-1980년대만 해도 인접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현대화된 해․공군력이나 탄도미사일 

혹은 순항 미사일 등의 비대칭적인 첨단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

나 2001년도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중국은 약 20기의 대륙간탄도탄(ICBM)

을 보유하고 있지만 냉전 당시에는 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하지 못했다.  그러

나 중국은 현재 대륙간탄도탄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

본,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은 중국의 전략핵무기 현대화와 비대칭무기 보유, 

남지나해에서의 중국의 군사력 과시, 그리고 단계적인 우주항공력 구축 등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동아시아 국가가 핵무기와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면 중대한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탄

두 개발 성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없으나 북한은 이미 

가상 핵무기보유국으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이 국제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군사전략의 핵심적인 요소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특

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제시될 경우 한국과 일본도 탄

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공세적 억지력을 

보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반면, 한․미 및 미․일 안보동맹체제가 유지되는 한 한국과 일본의 핵무

장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결정적인 

상황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은 비현실

적일 것이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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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북한의 핵개발 및 장

거리미사일 개발 등을 그 이유로 하여 추진되고, 이에 미․일 동맹 역의 확

대 유엔평화유지군 등 국제공헌을 명분으로 전력을 해외로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주변국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주변국 군사력 증강의 한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은 국내의 반전쟁․평화주의적 여론과 주변국들의 저항감을 어떻

게 해소하면서, 현재의 미․일 동맹을 명분으로 하여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

느냐로 기본입장을 정하고 있고 볼 수 있다.44) 

결과적으로, 한반도 주변국의 핵정책은 미국, 중국 및 러시아의 핵무기보

유국의 핵정책에 크게 좌우되고, 역내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개발 의혹에 의

해 크게 향받고 있다.  동아시아는 핵무기 강대국들이 협력보다는 대립과 

견제의 날을 세우고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도 핵정책에 있어서는 갈등의 관

계가 지속되리라고 전망된다.

2.2 핵무기보유국의 핵정책

가.  미국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수행된 맨해튼 프로젝트가 미국 핵정책의 시작이었

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미국 정부는 핵무기의 생산 책임

을 민간이 주축이 된 원자력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하고, 1946년에 원자력법에 

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원자력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명기하여 맨해튼 

프로젝트의 모든 자산과 권한을 1947년 1월 1일부로 이관받도록 하 다.  

원자력법은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핵물질에 대한 엄격한 통

제를 가하도록 하 다.  모든 핵물질의 소유권은 원자력위원회에게 부여되었

고, 미국의 통제와 지배 밖에 있는 자는 핵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

하도록 하 다.  또한 원자력법은 미국 외에서 핵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생산을 금지하도록 하 다.  이러한 것들은 원자력위원회가 다른 국가들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핵정책은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원자력의 평화적 

43) 이정민, 미국의 군사력 동향과 동아시아, 2001년도 新亞細亞硏究所 추계세미나, 2001.  

11.  3

44) 윤덕민, 일본의 군사안보정책: 보통국가로의 전환, 2001년 新亞細亞硏究所 추계세미나, 

200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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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Atoms for Peace)라는 유엔 연설을 계기로 변화의 전기를 맞게 되었

다.  미국의 핵기술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

하고, 이에 핵물질과 핵기술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분야의 국제협력은 국제기구의 통제하에 수행하도록 하고, 국제

원자력기구가 설립되게 되었다.

1954년 미 의회는 원자력법을 개정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프로그램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 다.  1950년대 후반부터 원자력협력협정을 체

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고, 후에 다른 원자력공급국들의 협정체결의 한 

표본이 되었다.  초기에 이들 협정은 미국이 안전조치를 행하도록 하고 있었

는데, 이는 미국이 제공한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

기 위한 것이다.  이 안전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위원회는 핵물질 

계량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핵사찰 기술도 개발하 다.  1950년대 말과 1960

년대 초에 원자력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와 긴 히 협조하여 국제원자력기

구의 안전조치 기술개발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 다.  1960년대 말까지 미국

은 모든 안전조치 권한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에서 국제원자력기구로 이양

하 다.

1974년 원자력위원회가 해체되고 원자력에 관한 규제기능은 원자력규제

위원회로, 에너지 개발, 군사 목적 개발 및 기타 사항들은 에너지연구개발부

(ERDA,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dministration)로 이관되었다.  

ERDA는 3년 후 곧 바로 해체되어 미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가 ERDA의 권한을 이관받아 설립되었으며, DOE는 1977년 10월 1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1977년 이래로 미 에너지부의 핵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3개의 법

이 있다.  먼저 1978년 핵비확산법은 핵 수출과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에 있어

서 엄격한 규제사항을 적고 있고, 1992년의 에너지정책법은 미 에너지부가 

운 하고 있던 우라늄 농축시설을 민 화하여 우라늄농축공사를 설립한 것

이다.  그리고 Nunn-Lugar 법에서는 미 에너지부가  구소련의 붕괴 이후 핵

무기 해체 등에 있어서 구소련과 협력하고 또한 핵위협을 줄이는 데에 중요

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45) 한편, 미국의 핵정책은 미 에너지 부외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부, 국방부 등에 의해서도 수행되고 있다.

45) Combating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Annex, Report of the 

Commission to Assess the Organiza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Comba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ursuant to Public Law 293, 104th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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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함께 현재의 미국의 핵정책은 군사전략으로서의 

핵정책,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국제외교측면에서의 핵정책으로 크게 구분

하여 볼 수 있다.

먼저 군사전략으로서의 핵정책은 냉전 중에 억지를 위해 핵전력을 유지

하고, 유사시 소련을 공격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  

또한 핵확산 방지와 같은 맥락에서 핵군축도 큰 정책 중의 하나 다.  현재

에는 가상의 적들을 중심으로 한 억지전력으로 핵전력 유지와, 테러국가들을 

상정한 핵확산 방지노력이 주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핵확산의 방지는 핵비

확산조약에 의거하면서, 또한 자국과 쌍무적인 원자력협력협정을 맺음으로

써,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통해서, 그리고 원자력공급국회의 등 다양

한 국제적인 규제체제를 구축하여 수행하고 있다.

특히 냉전 당시 소련의 재래식 전력 우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핵 억지를 강조했다.46)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발

족된 이후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보유했던 

재래식 전력규모와 같은 수준의 재래식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국방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던 관계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단계적인 핵전략을 선

택하게 되었다.47)

그러나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1년 소련의 붕괴는 미국으로 하

여금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해 검토하도록 만들었다.  1990년대의 부시 및 클

린턴 행정부는 냉전시대 하의 핵정책에 대한 변화를 꾀하 는데, 소련과의 

국제적인 대립에 따른 안보위험의 감소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려

는 타 적대국가들에 의한 미국 안보 위협의 증가에 대해서도 고려하기 시작

한 것이다.

1995년 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소련의 붕괴는 미국과 우방

국들에게 새로운 안보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핵개발 경쟁이 불필요하게 되었

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러시아는 러시아가 비

적대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국의 핵전력을 위협하는 수준의 

핵전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 고려대상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1990년대를 통하여 핵무기는 미국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는 데에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분명하 다.  클린턴 행정부의 페리 국방장

46) 이 정민, 미국의 군사력 동향과 동아시아, 2001년 新亞細亞硏究所 세미나, 2001.  11.  3

47)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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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1995년 국방연보48)에서 "최근의 세계적인 혼돈 상황을 미루어 보아, 핵

무기가 미국 전력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부문, 즉 억지전력이라는 것에는 이

의가 없으며, 앞으로도 미국 핵전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미

국은 미국과 동맹국을 향한 공격의 억지를 위하여 핵 보복을 포함한 보복 

위협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반드시 핵개발

을 추구하는 적대적 세력에 대한 억지력으로 또한 적대 세력에게 핵개발이 

무용하다라는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핵전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핵무기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는 울타리로서 

역할을 하며, 국가 안보와 동맹국의 안보를 보증하고, 적대 국가들이 핵무기

를 획득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에서 기인하고 있

다.49)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핵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이

루어지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미사일방어체제를 국가의 중요 전략으로 설

정하고 있으며, 이와 연관하여 핵전략을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

이다.  최근 부시 행정부는 핵실험을 금지하고있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의 비준을 거부하고 핵실험을 재개

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나.  중국

중국의 핵정책은 군사적 정책과 군사적 핵능력의 평화적 목적으로의 전

환이 중요한 사안이다.  군사적인 정책에서는 미국 등 선진 핵보유국들과 대

등한 전력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다.  그리고 원자력정책에서 기술

된 바와 같이 중국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핵연료주기 관련 시설들을 

민간이용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원자력이 중요한 발전원

이 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원자력발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적인 핵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핵전력 현대

화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자국 핵무기 관련 기술수준을 서방핵보유국 수준

까지 끌어올리는 것에 있으며, 이 같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개량․개

48) U.  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the President and Congress, by 

Secretary of Defense William Perry, Washington D.  C., Feb.  1995

49) Amy F.  Woolf, U.S.  Nuclear Weapons: Policy, Force Structure, and Arms Control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RL30345, Distributed by Penny Hill Press, Updated 

June 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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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기타 핵보유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상체계, 

해상체계 및 폭격기에 핵탄두를 나누어 배치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주

요 핵전력 개량․개발 계획은 다음50)과 같다.

중국의 전략 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의 주력은 지상배치 東風

(Dongfeng; DF) 계열 탄도미사일로서 중국은 東風 계열 탄도미사일의 고체

연료화를 통해 방사시간을 단축하고, 이동식으로 하여 사거리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정화도 제고, 다탄두화, 미사일 기지

의 견고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1995년 5월 이동식 발사대에서 시험 발사

된 東風-31은 중국이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핵추진 전략미사일 잠수함의 미

사일인 巨浪-2의 지상형이다.

1958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핵추진 미사일 잠수함계획(09-2)은 1982년 10

월에 巨浪-1의 수중발사 비행시험 성공을 거쳐 1988년 9월에는 夏급 잠수함

에서의 巨浪-1 SLBM의 발사에 성공하 다.  현재 1척이 운용되고 있는 夏급 

핵추진 전략미사일 잠수함의 巨浪-1 SLBM으로서, 600kg의 탄두를 1,700km

까지 발사할 수 있다.  1970년대 말 이후 추진된 중국의 차세대 핵추진 전략

미사일 잠수함계획(09-4)의 실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는 중국 잠수함의 

고질적인 문제인 소음, 잠망경이외에도 핵추진 체계, 설계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중국은 구기술의 차세대 SSBN을 여러 척 운용하기

보다는 신기술로 건조된 1-2척의 운용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SSBN에 탑재될 巨浪-2는 3단계 SLBM으로서 700kg의 탄두를 약 8,000km까

지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5년 5월 이동식 발사대에서 

시험 발사된 동풍-31은 동 잠수함의 SLBM인 巨浪-2(CSS-NX-4)의 지상형이

다.

또한 중국은 다양한 공군 항공기를 핵무기의 투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

다.  전폭기로는 구형 轟-5(Hong-5; H-5; B-5; Il-28의 중국형)와 轟-6(H-6; 

B-6; Tu-16의 중국형)이 있는데, H-5는 1967년부터 하얼빈에서 생산된 폭격

기로서 이미 퇴역되기 시작하 다.  1995년말 중국 공군은 H-5 300여대, H-6 

120대를 보유하 는데, 이 중 일부만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공격기인 强-5(Qiang-5; Q-5; A-5)도 일부가 핵무기 투발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중국 공군은 400여대의 Q-5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상

기 공군기들은 모두 1950년대와 1960년대 소련기술에 기초하여 제작되었기 

50) 김태호, 중국의 군사력 동향과 아시아: 미래전 구상 및 대만해협 유사를 중심으로, 2001

년 新亞細亞硏究所 추계세미나, 200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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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현대식 전자장비, 레이더, 자동표적추적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적국의 대공방어 제압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중국은 1982년부터 서안(西安)에서 현대식 殲轟

-7(Jianhong-7; JH-7; B-7)을 개발하기 시작하 으며, 수년 내에 중국 공군에 

배치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51) 또한, 중국이 현재 국내 면허생산을 추진

하고 있는 러시아의 Su-27기도 핵무기 탑재용으로 개조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냉전기의 전략환경 변화에 따라 국지전에서의 東風-21, 東風

-25 중거리 미사일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확도의 향상

이 필수적이다.  또한 중국 미사일 체계에 대한 외국 구매국의 요구가 증대

됨에 따라 향후 중국은 미사일체계의 성능개선을 위해 외국 군사선진국의의 

관련기술 획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지상체계, 해상체계 및 공군 항공기에 

핵전력을 분산․배치하고 있으나, 핵무기의 정확도 및 신뢰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발사준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고체연료화, 다탄두화를 위한 탄두

의 경량화 등 전반적인 핵무기관련 분야의 기술이 서방의 핵보유국에 비해 

크게 뒤져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핵전력 현

대화의 초점은 핵무기관련 기술수준을 첨단화하는 것이다.

다.  러시아

러시아는 1993년 미국과 체결한 제2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II)에 따라 

핵무기 수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약에서는 양국이 모두 핵탄두의 

수를 3,000기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핵탄두를 해체하여야 하는데, 러시아의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

운 상황에서 이에 위한 비용 확보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

국과 러시아는 제3의 전략무기 감축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양국

의 핵탄두 수를 1,500기 이하로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미사

일방어체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핵무기 감축을 

더 이상 진척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러시아의 핵정책에서 중요한 문제는 핵전력의 우위 유지 등과 같은 전략

51) "Delayed Chinese JH-7 Bomber Seen Operational," International Defense Review, June 

1995, p.  6.  동 기종이 중국의 방산 구조조정으로 인해 취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Post-2000 Delays to China's Arms Goals," Jane's Defence Weekly, January 21, 1998, pp.  

22-25, 특히, p.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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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제보다는 핵감축 이행을 위한 비용 조달과 핵전력 유지를 위한 비용 

감당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의 강력한 

힘의 우위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핵전력 강화를 위한 논

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한편, 러시아의 극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핵정책은 기본적으로 

유럽에서와 같이 그 향력을 계속 유지하려하는 것이다.  비록 아시아․태

평양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역할이 유럽에서의 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질

적이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할 지라도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향력

을 계속 확보하고자 하고있는 것이다.52)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가 취하는 핵정책의 주요 관

심사는 먼저, 북한에 의한 핵확산, 중국에 의한 핵기술 이전, 일본의 플루토

늄 축적과 일본이 정치적으로 결정만 한다면 4주 이내에 핵탄두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사실, 러시아의 핵기술과 고급인력의 유출, 대만의 핵기술 인

프라 등이다.53)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가 취하는 극동지역에 대한 핵정책의 방향54)은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지역 내 핵확산 위험의 감소

- 러시아 보유 핵무기의 감축 및 통제

-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모든 수준에서의 대화 추진

-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CTBT)의 조속한 발효와 핵물질생산금지조약

(FMCT)의 조속한 서명

-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저지

- 지역 내 원자력수출통제 이행

- 지역 내로 러시아 핵기술 및 인력 유출 방지

52)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 & II)에 의하여 러시아는 극동함대에서 Yankee 및 Delta II급 

핵잠수함을 퇴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1998년 현재 극동함대는 22척의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탑재 핵잠수함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 등으

로 함대별 핵잠수함 배치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단 10척의 핵잠수함 만이 함대별로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극동함대는 전체적으로 65,000명의 병력과 100척의 군함, 120대의 

전투기, 80대의 헬기 및 50척의 잠수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53) Jeffrey Boutwell, Nuclear Strategies of the US, Russia and China, Pugwash Meeting 

Report (No.  224), Workshop on Nuclear Proliferation and Security in the Pacific Rim, 

21-23 January 1999, Hilo, Hawaii

54)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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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M(Anti-Ballistic Missile) 조약의 세계화

- 핵비확산조약(NPT) 하에서의 평화적 원자력이용을 위한 협력의 추진이

다.

2.3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정책 

가.  일본

일본은 비핵3원칙 등을 통하여 핵무기 비무장 정책을 강력히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

히 주변국의 우려는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예로서 과거에 일본은 핵

개발 프로그램 추진을 고려한 바가 있는데, 1969년에 발간된 보고서 

“Outline of Our Nation's Diplomatic Policy"에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55) 1994년 일 외무성 대변인은 상기 보

고서의 존재를 인정하 으나, 본 보고서는 비공식적인 것으로서 보고서가 이

행된 바 없다고 한 바 있다.  또한 1957년부터 1984년에 걸쳐 역임한 3명의 

수상 모두는 일본의 평화헌법이 방어목적으로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방해

하지 못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1964년 당시 수상은 개인 인터뷰에서 주

변국이 핵무기를 획득하면 핵무기를 가지려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며, 일

본의 기술, 과학 및 산업 수준에 비추어 보면 핵무기 획득은 그리 어려운 일

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그 이후인 1990년대에서조차 일본 내 정치지도

자급에서는 핵무기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

기도 하다.  이와 함께, 일본은 플루토늄의 평화적 이용에 매우 적극적인 정

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변국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일본의 핵활동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일본이 핵무기를 획득하고자 한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활발한 것에 대해 미국 등의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  대만

55) Andrew Mack, Potential, not Proliferation,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July/Augus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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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최초 재처리시설 확보 노력은 중국이 최초로 핵폭발에 성공한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만은 이후 1970년대 중반과 1982년도에 재

처리 시설을 다시 확보하려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1987년에는 대만 

원자력연구소 부소장급에 해당하는 인사가 대만이 핵무기를 획득하려 했다

고 폭로하기도 하 다.56) 이에 따라 미국은 대만에 압력을 가하여 플루토늄 

분리시설을 폐쇄하도록 하 고, 동시에 연구로도 운전 중지하게 함으로써 사

실상 대만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중단되게 되었다.  

1995년 7월, 대만 총통 리덩후이는 대만이 과거 핵무기를 획득하려 계획

한 것을 인정하고(아래의 <그림 2-2-1> 참조),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

한 부정을 하지 않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대만은 현재 과거 폐쇄하 던 연구로(TRR-1)의 노심을 개조하는 TRR-2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1988년 관련 예산이 승인되었다.  대만원자력

연구소는 1995년 TRR-2의 노심 개념설계를 실시하 고, 2005년에 완성할 예

정으로 있다.

1976

Hot Cell 

19871969
1987

TRR 40MWth
(Taiwan Research Reactor)

Pu

(1996 , 1,600 rods
1,480 rods)

TRR-2 

<그림 2-2-1> 대만의 과거 핵개발 경과

다.  북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국제적으로 집중 관심을 받은 것은 1990년대 

56) Andrew Mack, Potential, not Proliferation,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July/Augus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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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부터이다.  북한은 30MWth 급의 흑연감속형 연구로를 보유하고 있고, 이 

원자로는 충분하게 핵무기급 핵물질의 생산(1년에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

는 분량)이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판단되고 있다.  이와 함께 2개

의 대형 연구로가 건설 중이었고 또한 재처리 시설로 추정되는 시설이 이미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57)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로서는 구소련의 핵우산이 냉

전의 붕괴로 인하여 사라졌는데 반해, 스스로 인식하기를 미국의 핵공격 위

협과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가 존속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은 핵전력 측면에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반면, 북한의 경제는 점차 하강(1997년 경제규모가 1990년의 1/3정도까지 줄

어듦)하여 핵전력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자 미국과의 

핵협상을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된 것이다.  

1994년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

로 2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제공받고 원자력발전소 건설시까지 중유를 공급받

기로 하 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의도의 포기에 대하여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는 완

전한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으며, IAEA58)를 통한 핵사찰을 진행하고 있다.  

57) Andrew Mack, Potential, not Proliferation,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July/August 1997

58)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유엔산하의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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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변국의 핵전력과 핵능력

1.  핵전력과 핵능력

제2차 세계대전을 종료시킨 핵무기는 그 위력의 막대함으로 대량살상무

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도 

상당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핵무기는 핵무기보유국이든 아니던 간에 

핵무기가 군사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원자력기술을 상당한 수준 확보하고 있고, 핵무기보유

국이며 또한 핵무기 보유능력을 가진 국가들이다.(<그림 3-1-1> 참조)  본고

에서는 핵무기 보유국에 대해서는 핵전력에 대해,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서

는 핵능력에 대해 살펴본다.  핵무기 보유국의 핵전력은 전략 및 전술 핵무

기(탄두 및 폭탄)의 보유량과 핵무기의 운반수단(미사일 등)의 확보 및 관련 

기술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능력은 핵무기

류의 제조능력 확보 및 관련 핵물질의 확보 능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 )
( )

( )

( )

( )

( )

<그림 3-1-1> 주변국의 핵전력과 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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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국은 앞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냉전 이후에 군비가 증강된 

지역이고, 역내 국가들간 긴장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들로서 군사전략

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변국들은 핵무기 보

유국과 비보유국으로 명쾌하게 구분될 수 있는데, 미국, 러시아 및 중국은 

핵무기보유국이고, 일본, 대만 및 북한은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분류할 수 있

다.59) 

한반도 주변은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강국들의 이해가 대립하고 있고, 또

한 세계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대립과 갈등의 예로서는, 미국․러시아․중국은 상호간 잠재적 적성국으로서 

고려하면서 견제하고 있다는 것, 중과 대만의 주권 분쟁, 중국․대만․일본

의 토분쟁, 러시아와 일본의 토 분쟁, 남북한 긴장, 미․북의 핵개발 갈

등, 한․중․일의 역사적인 견제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면서 탄도미사일협정(ABM, Anti Ballastic 

Missile) 폐기를 추진하고 있어 러시아와 중국과 갈등이 커지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국들에는 핵무기 획득 동기가 항상 존재하고 있어

서 수평 및 수직적 핵확산60)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

리 나라는 주변국의 핵공격과 핵위협에 대한 대응은 물론 핵비상사태 발생

에도 항시 대비하는 태세 확립이 필요하다.

59) 물론 여기에서 핵무기보유국 및 비보유국의 구분은 핵비확산조약(NPT)에서 정의한 바에 의
한 것이며, 북한 등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

기도 하다.

60) 수평적 핵확산은 핵무기비보유국이 핵무기를 획득하여 확산되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핵확산은 핵무기보유국이 핵무기 보유량을 더욱 증대시킴으로써 확산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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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국의 핵물질 보유 현황과 전망

핵전력과 핵능력, 특히 핵능력의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핵물질61)의 확보이다.  따라서 세계의 핵물질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핵물

질의 이동경로를 살펴봄으로써 핵확산의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핵물질이 생성되어 저장되는 경로는 보통 3가지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는 군사적 용도로 핵물질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다.  두 번째

는 핵군축, 즉 핵탄두의 해체과정에서 발생된다.  세 번째는 민수용 핵물질

의 생산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간단히 나타낸 것이 

아래의 <그림 3-2-1>이다.  그림에서 핵물질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되어야 하는 경로가 까만 색의 블록으로 표시된 부분

이다.

In
weapons

In 
production

reactors

Weapon
pipelines

Production
system

Reserves Reserves

Undeclared
excess

Declared
Excess

(unver ified)

Declared
Excess

(verified)

Unsafeguarded

Available for
safeguarding

Safeguarded

Military
inventory

Transitional
inventory

Civil
inventory

Returned,
Diver ted or

stolen

<그림 3-2-1> 핵물질 생성 및 재고의 3가지 형태

군사적 용도의 핵물질 생성과 재고는 현재 또는 미래의 핵무기 생산을 

위한 것으로서 국제적인 안전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림에서와 같

61) 여기서 핵물질은 핵연료물질로서 Fissile material을 말한다.  주요한 핵물질로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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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와 같은 형태의 핵물질은 현재 운용중인 핵무기 내에 있는 것, 핵물질 

생산용 원자로 내에 있는 것, 핵물질 생산시스템 내에 있는 것과 예비분으로 

구성된다.  이 형태의 핵물질은 국제적인 사찰대상이 아니며, 핵무기보유국

에 주로 있고, 만약에 비 리에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있

다면 이들 국가에도 이러한 형태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두 번째의 형태가 핵군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군사용에서 민

수용으로 변환과정에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핵물질

은 핵탄두의 해체로 발생되는 것과 기타 활용계획이 없는 핵물질 재고량으

로 구성된다.  이 형태의 핵물질에는 핵무기보유국의 핵군축에서 발생되어 

아직 민수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음에 따라 대외적으로 그 양을 

선언하지 않고 있는 것과 민수용으로 전환 과정에 있는 등의 이유로 대외적

으로 그 양을 선언한 것, 그리고 군사적 수요 초과분으로서 대외적으로 선언

한 것 및 국제적인 사찰 하에 둘 것을 선언한 것(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핵무

기 해체에서 발생된 핵물질 량을 국제적인 사찰 하에 둘 것을 선언하고 있

음) 등으로 구성된다.  이런 형태의 핵물질을 군사용에서 민수용으로 전환하

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국제적인 핵물질 계량관리 즉, 안전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단계에 있는 핵물질들은 민수용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비용 조달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진척이 상당히 더딘 편이다.

세 번째 형태는 민수용, 즉 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발생되는 핵물질이다.  이 형태의 핵물질은 대부분 국제적인 안전조치를 받

고 있는데, 핵무기보유국의 몇몇 원자로 및 일부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원자력발전소는 국제적인 안전조치를 받고 있지 않다.  이 형태

의 핵물질은 주로 고농축우라늄 및 분리 플루토늄 형태로 존재하고 있거나, 

원자로 또는 핵연료 가공 공정내의 고농축 및 플루토늄으로 존재, 사용후핵

연료내의 플루토늄, 연구로 사용후핵연료내의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MOX62) 연료내의 플루토늄으로 되어 있다.

1997년 말 현재, 세계의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의 재고량 현황63)을 살

펴보면, 전 세계에 약 3,000톤의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이 있는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표 3-2-1> 참조)  상기의 3,000톤 중에서 군사용으로 생산된 

것이 2,000톤 수준이며, 이 2,000톤 중에서 2/3 정도인 약 1,300톤이 현재 군

62) Mixed Oxide Fuel, 혼합핵연료라고 불리며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섞어서 핵연료를 만든

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63) William Walker and Frans Berkout, Fissile Material Stocks: Characteristics, 

Measures and Policy Options, U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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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서 민수용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 있거나 군사적 수요의 초과분이

다.  본 핵물질에는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235만을 말하며 이외의 핵물질

인 우라늄-233과 넵튬-237 등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기 힘들다.

<표 3-2-1> 고농축우라늄 및 플루토늄 재고 현황

    (단위: 톤, 1997년말 현재)

(주) 민수용에서의 (  ) 속의 수치는 사용후핵연료에 내포되어 있는 양을 추정한 것임

(출처) William Waker and Frans Berkhout, Fissile material Stocks: Characteristics, 

Measurements and Policy Options, UN, 1999

구분 군사용

군사용에서 

민수용으로 

변환중

소계 민수용 총계

플루토늄 80 150 230
180

(+1,000)

410

(+1,000)

고농축우라늄 560 1,200 1,760 20 1,780

총계 640 1,350 2,000
200

(+1,000)

2,200

(+1,000)

세계적으로 핵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는 8개국이다.  

핵비확산조약에서 인정하는 핵무기보유국인 미국, 국, 러시아, 프랑스, 중

국의 5개국과 이스라엘, 파키스탄 및 인도가 이에 해당된다.  이중에서 미국, 

국, 프랑스 및 러시아는 핵개발을 목적으로 핵물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

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표명도 없었다.  이스라엘은 핵개발과 핵물질 생산 등에 대

한 입장 표명이 모호하며, 인도와 파키스탄은 적극적이고 확장하는 핵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핵물질 재고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별로 핵물질 재고량을 보면, 러시아와 미국이 각기 수백 톤 규모의 

재고량을 가지고 있고, 중국과 프랑스 및 국은 각기 수십 톤 규모, 이스라

엘, 인도 및 파키스탄은 수백 킬로그램 단위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핵무기급 핵물질 재고량 중에서 국제적인 안전조치하의 사찰을 받

고 있는 량은 1 퍼센트 미만으로 추정된다.  즉, 앞의 <표 3-2-1>에서 제시된 

핵무기급 핵물질 2,000톤 중 단지 12톤 정도만이 사찰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군사용에서 민수용으로 전환과정에 있는 핵물질 중에서도 국제적인 사

찰을 받고 있는 량은 1 퍼센트도 되지 않는 12톤이다.(<표 3-2-1>에서 1,300

톤 중에서 12톤이 이에 해당함)  즉, 중국,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 48 -

및 러시아 내에 있는 모든 핵물질은 국제적인 사찰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다.  그리고, 민수용에서 발생되는 원자로급 플루토늄 중에서도 약 60 퍼센

트만이 국제적인 핵사찰을 받고 있을 뿐이다.

민수용에서 발생된 분리 플루토늄의 대부분은 프랑스, 러시아 및 국에

서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원자력이용 초기부터 상용 재처리시

설을 운 하여 온 것에 기인한다.  분리 플루토늄 재고량의 약 2/3 정도는 

비활성 상태에 있는데, 이는 플루토늄 재순환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지 않고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다.  한편, 이들 분리 플루토늄 중 국과 프랑스의 재

고량들은 국제적인 핵사찰을 받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  다음 <

표 3-2-2>는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핵무기급 플루토늄 재

고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3-2-2> 핵개발 프로그램 보유 국가의 핵무기급 핵물질 재고량

           (단위: 톤, 1997년말 현재)

(주1) 밑줄 친 굵은 수치는 공식적으로 선언된 양이며, 보통 굵기의 수치는 추정치임

(주2)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I) 수준으로 핵무기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요구되는 플루토늄과 고

농축우라늄 양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임.

(출처) William Waker and Frans Berkhout, Fissile material Stocks: Characteristics, Measurements 

and Policy Options, UN, 1999

현재

생산

여부

군사용

생산

총량

군사용 재고량 민수용으로 전환중인 량

추정필요량(주2)
추정 

미공개량

공개선언량

(미사찰)

공개선언량

(사찰)

플루토늄

러시아 No 131 36 45 50 0

미국 No 85 36 11 36 2

중국 No 4 3? ? 0 0

프랑스 No 5 3 2 0 0

국 No 3.5 1.6 1.6 0.3 0

인도 Yes 0.4 ? ? 0 0

이스라엘 ? 0.4 ? ? 0 0

소계 229 80 60 86 2

고농축 우라늄

러시아 No 1,050 260 290 500 0

미국 No 645 260 210 165 10

중국 No 20 14? 6? 0 0

프랑스 No 24 14 10 0 0

국 No 21.9 14 8 0 0

파키스탄 Yes 0.2 ? ? 0 0

소계 1,760 560 525 665 10

총계 (Pu+HEU) 1,990 640 585 75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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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수용 원자력프로그램에서 생산되거나 군사용에서 이미 민수용으

로 전환된 플루토늄 량은 다음 <표 3-2-3>과 같다.

<표 3-2-3> 민수용 플루토늄 재고량 현황

(주1) 밑줄 친 굵은 수치는 공식적으로 선언된 양이며, 보통 굵기의 수치는 추정치임.  단, 

국의 선언 양에는 비핵무기급 고농축우라늄도 포함한 것임

(주2) 핵물질 생산로에서 생산된 것으로 국제적 안전조치하에서 사찰을 받는 것임.

(출처) William Waker and Frans Berkhout, Fissile material Stocks: Characteristics, 

Measurements and Policy Options, UN, 1999

민수용
플루토늄연료

(사찰)

민수용
플루토늄핵연료

(미사찰)

군사용에서 
전환

(사찰) (주2)
총계

 핵무기보유국 (분리 플루토늄)

러시아 0 28.1 0 28.1

미국 0 0 14 14

중국 0 0 0 0

프랑스 54.8 0 0 54.8

국 60.1 0 4.1 64.2

인도 0 1 0 1

소계 115 29 18 162

 핵무기미보유국 (분리 플루토늄)

벨기에 2.7 0 - 2.7

독일 4.9 0 - 4.9

일본 5.0 0 - 5.0

스위스 0.7 0 - 0.7

소계 13.3 0 - 13.3

분리플루토늄 계 128 29 18 175

미분리 플루토늄량 (사용후핵연료내) 1,000

총계 (분리 + 미분리) 1,180

이러한 핵물질의 국제적인 재고량 증가는 핵확산의 가능성을 높이는 효

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이들 재고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이들 재고량이 군사용으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핵물질들이 도난이나 사보타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핵물질 방호 노력도 국제적으로 체계화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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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무기 보유국의 핵전력

핵무기 보유국의 핵전력은 Triad64)의 보유량, 핵탄두 또는 핵폭탄의 성능

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한반도 주변의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및 중

국의 Traid 현황은 <표 3-3-1>65)과 같다.

< 표 3-3-1> 미국, 러시아 및 중국의 핵전력 비교

<출처> Military Balance, 1999-2000

주 1) 대륙간탄도탄은 20기이며, 70기는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것임.

주 2) 다른 자료에서는 150여기의 전폭기용 핵탄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총 

폭발용량은 수십-수백 MT 정도인 것으로 알려짐.  (자료: Nuclear Weapons 

Frequently Asked Questions, Ver.2.24, Feb 20, 1999)

Triad 미국 러시아 중국

미사일

장거리탄도미사일

(ICBM 등)
550기 711기 20기(70기)1)

잠수함탑재 미사일

(SLBM)
432기 332기 12기

장거리 전폭기 115기 74기 ―
2)

위 표에서 설명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1기에는 3∼10개의 핵탄두가 장착

되며, 중거리의 경우에는 보통 미사일 1기에 1개의 핵탄두가 장착된다.  그

리고 잠수함탑재 미사일 1기에는 보통 10개의 핵탄두가 장착되며, 장거리 전

폭기에는 20개의 핵폭탄이 탑재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실전 배치된 핵탄

두는 그 폭발용량이 수백 kt에서 수 Mt급이며, 전폭기용 핵폭탄은 보통 수 

Mt급을 사용한다.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 & II)을 체결하고 이를 이해

하고자 하고있으며, 현재는 START I 수준으로 핵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진행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

나 START II를 이해하게 되면 상당 수준 핵탄두의 수가 감축될 것으로 보이

나, 미국의 경우 핵탄두의 성능 개량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핵전력의 저하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64) Triad는 핵탄두를 장착한 운반수단으로서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등), 잠수함탑재 미

사일(SLBM 등), 장거리 전폭기를 지칭한다.

65) Military Balance, 19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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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는 미국과 러시아와 는 다르게 운반수단과 핵탄두의 수가 상

대적으로 매우 적고 또한 그 성능이 낮은 상황이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시 목표가 되는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탄의 수는 20기에 불과하다.  이

에 중국은 핵전력의 현대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가.  미국

핵무기 개발의 선두주자인 미국은 핵무기가 발명된 이후 약 70,000개의 

핵탄두를 제조하 고, 그 중에서 약 58,000개를 해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

체된 핵탄두의 핵물질은 다시 핵무기 제조에 재순환된다.  

미국이 개발한 초기 핵무기들은 성능 대비 중량이 매우 커서66) 전술적 

및 전략적 실효성이 적음에 따라 소형화와 고성능화를 꾸준히 추구하게 된

다.  따라서 소형 제트전투기에도 탑재 가능한 전술핵무기 개발을 추진하

고 중량이 1톤이 되지 않고 폭발력은 수 kt인 핵탄두를 개발하여 배치하게 

되었다.  이후 전술용 핵탄두로서 더욱 소형화되고 고성능화된 B57이 1963년 

개발되어 실전 배치되었다.  B57은 길이 3m, 중량 230kg인 반면 폭발력은 

20 kt급이었다.  한편, 전략무기인 수소폭탄의 소형화도 꾸준히 추진되어 

1958년에 B28이 개발되었는데, 이는 전술 및 전략용 무기로서 병용되었다.  

전략용 B28은 1.5 Mt에서 10 Mt에 이르는 다섯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꾸준한 고성능화가 추진되어 최근에는 B83이 1984년 개발되었

다.  B83은 과거 개발된 구형 폭탄을 모두 대체하고 있고, 90년대 중반에 실

용화된 고등기술 적용 전폭기에 탑재하도록 되어 있다.  B28은 길이가 3.6m, 

중량 1.9톤 정도이고 폭발력은 20 kt에서 1 Mt 이상까지이다.  이와 같이 미

국의 핵무기는 초기 폭탄에 비해 소형 및 경량화가 추진되었고 폭발력도 수 

kt에서 수 Mt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고성능화 되어 왔다.  

<표 3-3-2>67)는 미국의 핵전력을 나타낸 것으로 현재는 START I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START II를 이행하게 되면 전체적인 핵

탄두의 수가 3,500여기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66) 미국은 초기 Mk1과 Mk2를 개발하다 중단하고, 이어서 Mk3 ∼ Mk6와 같은 양산형 폭

탄을 개발하 으며, 이후 수소폭탄 형태인 Mk17과 Mk15를 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들 폭탄들은 중량이 엄청 커서 모두 4톤 전후의 중량을 가졌고 수폭도 10톤에 이르 다.  

67) U.S.  nuclear Weapons: Policy, Force Structure and Arms Control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RL3034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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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미국의 핵전력 현황

(출처) U.S.  nuclear Weapons: Policy, Force Structure and Arms Control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RL30345, 2000

구  분

(Triad)

2000.  7 현재 START I ('01.  12)
START II ('07.  

12)

운반수단 핵탄두 운반수단 핵탄두 운반수단 핵탄두

I
C
B
M

Minuteman 

III
608 1,824 500 944 500 500

MX 50 500 50 500 0 0

S
L
B
M

Poseidon 32 320 0 0 0 0

Trident  I 192 1,536 192 1,536 0 0

Trident II 240 1,920 240 1,920 336 1,680

B
o
m
b
e
r

B-52 H 204 1,620 94 940 71 940

B-1 B 91 91 91 91 0 0

B-2 B 20 20 21 21 21 336

계 1,437 7,830 1,888 5,952 928 3,456

최근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으로 핵무기의 일방적인 감축을 추진할 의도를 보이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도널드 렘스펠드 국방장관은 핵감축의 첫 번째 조치로서 핵탄두가 장착된 

MX 대륙간탄도탄68) 50기를 전략 폐기할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

하고 있다.

나.  러시아

러시아는 소련 시절인 1949년 최초로 핵폭발 실험에 성공하 고, 1953년 

수폭 실험에 이어 1955년에는 실전용 수소폭탄의 투하에 성공한 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핵무기의 소형화와 고성능화를 추진하여 1957년부터 1958년경에 

전술용 소형 핵무기 등을 개발하 다.

68) MX 대륙간탄도탄은 “Peace Keeper"로 알려져 있는데, 미사일 한기에 핵탄두 10개가 장착된 

미국의 주력미사일이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구소련에 대항하여 실전 배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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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의 핵전력은 재정문제, 기술적 문제 및 외교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다.  러시아는 1991년 미국과 조인한 전

략무기감축협정(START-I)에 따라 대륙간탄도탄(ICBM) 수를 감축하 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륙간탄도탄을 154기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32기의 SS-18 미사일을 감축하 다.  또한 START-I에서는 이동형 발사

대에서 운용되는 탄두의 수를 1,100개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는 720개의 이동형 ICBM탑재 핵탄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표 3-3-3>은 최근 러시아의 핵전력을 나타낸 것이다.69) 

<표 3-3-3> 러시아의 핵전력 현황

(출처) Military Balance, 1999-2000 

구분

(Triad)

1990.  9 현재 1997.  1 현재

운반수단 핵탄두 운반수단 핵탄두

ICBMs 1,398 6,612 762 3,700

SLBMs 940 2,804 664 2,496

Bombers 162 855 79 562

계 2,500 10,271 1,505 6,758

한편,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반발하여 자국을 포함한 

핵무기보유 5개국들이 오는 2009년까지 핵탄두를 1만기 감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다.  중국

중국 인민 해방군은 육․해․공군과 전략핵무기를 다루는 제2포병대로 

나뉘어 있음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다.

1999년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에 의하면 중국은 현재 4백기 수준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미국의 미사일방어체

제의 대상인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탄(ICBM)은 20기 정도이다.

69) 러시아의 핵전력은 자료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능한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 으나, 일부 차이는 정보의 부족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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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은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응한다는 것으로 군의 현대화와 정

예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포병대대의 현대화도 적극 추진

되고 있다.70)  대표적인 것으로서, 1999년 8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東風 31

호라는 사정거리 약 8,000km의 대륙간탄도탄의 발사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주로 아시아와 러시아를 타격목표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사정거리가 12,000km에 이르는 東風41호를 개발추진하고 있고, 복수의 핵탄

두를 탑재하거나, 복수개발유도탄두를 장착할 것으로 추정된다.71) 한편, 잠수

함탑재미사일(SLBM)은 巨浪2호를 개발중인데, 이는 東風31호에 기초한 것이

며, 2002년에 실전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중국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고성능 미사일을 개발하게 될 경우 이동능력이 높아져 전력이 크

게 강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표 3-3-4>는 중국의 최근 핵전력을 나타

낸 것이다.  

<표 3-3-4> 중국의 핵전력 현황

(출처) Nuclear Weapons Frequently Asked Questions, Version 2.24: 20 February 1999

      (http://www.envirolink.org/issues/nuketesting/hew/)

구분 운반수단 핵탄두 폭발용량(Mt)

ICBM 등 100∼170 130∼170 300∼400

SLBMs 12∼ 12∼ 2.4∼3.6

Bombers 150 150∼ 수십∼수백

전술핵무기 120 120 1∼2

계 380∼480 400∼600

70) 핵전력의 현대화에 관해서는 본 보고서 “중국의 핵정책”(36쪽∼38쪽)에 자세히 나와 있다.

71) 東アジ戰略槪要 2000, (일본)防衛硏究所編, 2000.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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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능력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능력에는 핵물질의 확보능력이 매우 중요한 기본요

소이다.  핵물질은 상용 원자력시설, 연구용 원자로, 핵물질 생산 전용로 등 

모든 핵물질 사용 원자로를 통하여 확보가능하고, 이를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들 핵물질을 분리하거나 취급하는 처리시설이 필요하

다.  즉, 상용시설에서 확보하는 핵물질은 고성능 핵무기 제조에는 부적합하

나 원시급 핵무기 제조나 방사성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데, 고성능 핵물질의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물질의 분리 및 취급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림 3-4-1>은 핵무기 비보유국 또는 연구용 및 상용 원자력시설을 운

하는 국가들이 핵물질의 취득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4-1> 핵물질 취득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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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경우 군사적 목적의 비  시설을 이용

하여 핵무기급 핵물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일본은 기확보된 

기술력으로 상용 시설에서 이미 원자로급 핵물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핵무기

급 핵물질의 확보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만의 경우

는 상용 시설과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핵물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과거 핵개발 의혹에 따른 연구로 및 핵물질 취급시설의 폐쇄조치에 따라 실

질적으로는 핵물질 취득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4-1>은 한반도 주변국 중 핵무기 비보유국들의 핵능력을 비교한 

것이다.  일본은 상용시설을 통하여 핵물질 확보가 가능하며, 관련 시설 및 

기술을 기확보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대만의 경우는 연구로용 사용후핵연료 

내에 미분리된 핵물질이 약간(약 6 kg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용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내에 미분리된 원자로급 핵물질 약 20여 톤을 보

유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북한의 경우는 추정되는 핵능력에 대한 의견이 다

양하나, 대체적으로 핵무기 1∼2개 정도를 제조 가능한 분리된 핵물질을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핵물질 생산 및 분리 시설을 보유하고있

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3-4-1> 한반도 주변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능력 비교

구 분 일 본 대 만 북 한

핵무기급

핵물질

(고성능

핵무기용)

∙확보 가능

∙관계 시설 확보

∙관계 시설 미확보

∙단, 약 6kg 정도 

분리할 수 있는 

연구로 사용후 

핵연료 보유 추정

∙확보 가능

∙관계 시설 확보 

추정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리된 

핵물질 확보 추정

원자로급

핵물질

(원시급

 핵무기용)

∙확보

∙관계 시설 확보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 시설 설치가 

필요

∙확보 가능

∙관계 시설 확보 

추정

※상용 원전이나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고, 사용후핵연료 

취급 시설(Hot Cell, 핵물질 분리 시설 등) 보유시 확보 가능

고방사능 핵물질

(방사성 무기용)

∙확보

∙관계 시설 확보

∙확보 가능

∙단, 취급시설 

확보가 필요

∙확보

∙관계 시설 확보 

추정

※ 상용 원전이나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관계 취급시설 

(Hot Cell 등)을 보유하면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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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본의 핵능력

일본은 1995년 12월 동력로‧핵연료사업단(PNC)의 연구시설 즉 몬쥬 고속

증식원형로의 나트륨누출사고와 1997년 도까이무라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고화처리시설에서의 화재폭발사고, 그리고 이후의 신형전환로에서의 방사능 

누출사고 등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이용개발의 집요한 추진과 기술 능력제고

를 위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일관된 원자력정책의 추진으로 일본의 원자력기술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핵능력의 확보가 공

공연하게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본의 핵능력을 다음72)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원자력기술은 세계 최첨단수준으로 평가해도 될 만큼 전반

적인 분야에서 기술체계가 잘 정립되어 있다.  일본은 이를 토대로 대외적으

로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가적 향력을 강화 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21

세기의 원자력이용개발 정책의 재구축과 방향설정을 위하여 종합적인 분석

과 검토를 통하여 정책지표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핵능력에 대한 논의는 현재 그 보유 기술수준에서 볼 때 핵

능력 보유 여부를 논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핵무기 제조기

술은 이미 50년 전부터 대부분이 공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물질이 확보

되는 경우 테러집단이라도 핵무기 설계와 제조는 비교적 용이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국가 경제규모, 과학기술 수준과 관련 산업기

술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모든 면에서 인도나 파키스탄 등 개도국도 가능

하다는 원시적인 핵개발 능력을 이미 추월한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다만 구

체적으로 핵능력을 갖추는 데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느냐 하는 문제만 있다

고 판단된다.

셋째, 일본의 원자력 이용개발정책은 국제적인 핵비확산체제와 결부하여 

국제협력과 원자력외교활동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온 점이다.  원자력기술의 이용은 국제적으로 핵사찰과 직

‧간접으로 연계되는 바, 일본의 경우 원자력 이용개발에서의 투명성과 정책

의 신뢰도를 국제적으로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제사회에

72) 일본의 상용원자력 기술능력 및 군사적 의미 분석, 국방부, KAERI/RR-2006/2000, 2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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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제약요인을 효율적으로 극복해오고 있다.

즉, 일본은 지난 50년 동안 평화적인 원자력이용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적

극적으로 원자력개발을 추진해 온 바, 핵심기술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자력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온 결과 대규모의 원자력

관련 산업시설과 첨단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

서 볼 때 일본은 실질적인 핵능력국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나.  대만

대만에는 과거 TRR-1 운전으로 획득한 사용후핵연료가 있다.  1987년 폐

쇄될 때 대부분 미국으로 반환하 으나 188개 rod분의 사용후핵연료가 미국

으로 미반송되었으며, 여기에는 핵무기급(90% 이상의 플루토늄 239 포함) 플

루토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아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rod당 플루토늄

의 량을 53그램 정도로 판단할 때 전체로는 약 6 kg 정도가 될 것이며, 이는 

핵무기 1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는 량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만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현재 6기 운전, 2기 건설 중으로 현황

은 아래의 <표 3-4-2> 참조)으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는 중간 저장하는 것을 

정책으로 하고 있다.  

<표 3-4-2> 대만의 원자력발전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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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간 저장된 사용후핵연료 내의 플루토늄(이것은 원자로급 플

루토늄임)의 양을 추정하면, 1994년에서 2000년까지 운전으로 약 8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운전하게 될 경우 약 10톤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원자로급 핵물질은 고성능 핵무기 제조

에는 부적합하고 원시형 또는 방사능 무기 제조에는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

이나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다.  북한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이며, 추정되는 정

보만이 있을 뿐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경우 핵물질 생산 및 

취급시설과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핵무기 1∼2개정도 제조 가능

한 분리된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  

현재 북한과 관련된 국제적인 현안은 핵개발 의혹의 해소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한 것이다.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한은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대신 중유와 2기의 경수로를 공급받기로 하 다.  그러나, 

북한이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공개는 경수로 공급사업이 상당 

부분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

다.  1998년 뉴욕타임스가 북한의 핵개발 의혹, 즉 비  지하시설에서 핵개

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이후 미국은 금창리 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

하 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팀이 1999년 5월 금창리 시설에 대해 사찰을 

실시하 다.  이에 미국은 금창리 시설이 제네바협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

라고 발표하여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해소되었으나, 일본 등 국가에서는 북

한이 금창리 이외에도 많은 지하시설을 가지고 잇다는 점을 들어 계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가 환경모니터링을 실

시하거나, 액체폐기물에 대해 사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북한의 핵개발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최근 북한은 사정거리 1,300km에 이르는 노동 1호 미사일 발사실

험을 한 바 있고, 이후 사정거리 5,000km 이상 되는 노동 2호 개발을 추진하

고 있다는 점등에 따라 특히 일본에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기화로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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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핵위협 및 핵테러에 대한 기술적 대응

1.  핵위협과 핵테러의 종류와 의미

한반도 주변은 강력한 핵무기 보유국과 핵능력 보유국으로 둘러싸여 있

다.  또한 이 지역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역사적 및 지정학적 갈등이 상

존하고 있고, 또한 이념적 대립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냉전 종식 이후에 군사비가 증가되는 현상을 보

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대부분 통제되며, 조절되고, 절제되어 평화 분위기가 구축

될 수 있지만, 몇몇 갈등에서는 위협과 테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일례로서 북한에 의한 핵개발 의혹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일본에게는 엄

청난 위협으로 다가와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미국 또한 이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강하게 추진하는 계기로 삼

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제적 발전과 기술적인 발달은 원자력

기술이 선진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일본이 취하는 플루토늄 이용 

원자력정책은 주변국으로 하여금 일본이 핵개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우려

를 야기하고 있는 것도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미국, 중국 및 러시아간에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도 동북아 지역 내 핵

확산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갈등들이 증폭되어 폭

발할 때 핵위협과 핵테러의 발생 가능성이 훨씬 증대하게 될 것이다.

1.1.  핵위협의 유형과 의미

핵위협은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 

비보유국 또는 상대 핵무기보유국에 대해 핵공격 가능성을 보이는 것과 다

른 하나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개발을 함으로써 또는 핵능력을 가지고 있

음을 과시함으로써 주변국들을 위협하는 것이다.

첫 번째의 핵위협은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전략의 일환이며, 상호 핵전쟁

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핵전략에서는 핵무기가 전쟁 또는 

핵공격 억지기능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보복 공격력이 충

분할 경우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의 수직

적 핵확산 또는 고성능화 경쟁이 유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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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핵무기보유국이 핵무기 비보유국을 핵위협하는 것은 핵무기 비보유

국의 핵개발을 자극하고 지역 내 핵확산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핵비

확산조약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으나, 최근 9.11 테러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부시 행정부는 핵공격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핵위협 발생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의 예인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개발을 통한 핵위협은 지역 내 연

쇄적 핵확산을 야기하여 핵전쟁과 핵테러의 가능성을 급속히 증대할 것이라

는 점에서 핵무기 비보유국은 물론 핵무기보유국들에게도 실질적인 위협일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인도의 핵개발과 파키스탄의 핵개발 성공일 것이

다.  또 다른 예로는 이스라엘의 핵에 대한 NCND 정책(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은 주변 아랍권 국가들의 핵개발 의지를 강하게 만들고, 실질로도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이러한 사례가 한반도 주변지역에

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로 북한에 의한 핵개발

과 일본의 핵능력 확보이다.

1.2 핵테러의 유형과 의미

핵테러는 주변국간의 갈등에 의하여 발생가능성이 있으나, 최근에는 세계

화 추세에 따라 당사국과 상관없는 테러 즉, 당사국 내의 테러 목표국가의 

시설이나 인명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의 발생 가능성도 있고, 또한 국제적인 

행사에서 무작위적인 테러의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된다.  

이러한 핵테러의 유형에는 3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소형․저급 또는 원시급 핵무기를 이용하거나, 방사성무기(일명 Dirty Bomb)

를 이용하는 직접적인 테러가 있다.  여기에서 방사성무기는 소형 핵무기에 

고방사성 물질을 장착한 것일 수 있고, 고방사성 물질 그 자체가 될 수도 있

으며, 고방사성 물질에 고폭 화약을 장착하여 효과를 증대한 것도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미사일, 항공기, 폭발물 등을 이용하여 고방사성 물질

을 저장하고 있거나 취급하고 있는 원자력시설을 공격하는 간접적인 테러이

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원자력시설, 핵물질이나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등의 안전 운전 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즉 통신 교란 및 방해, 운전원

에 대한 위협․납치․회유, 사보타지 등이다.

이러한 핵테러의 발생 가능성과 성공은 테러 집단이 핵물질을 확보하느

냐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핵물질의 안전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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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확보, 이동 방법의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기 유형 중 다소 용이한 핵테러의 방법은 고방사성물질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방사성 물질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이용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도난과 탈취 등을 통해 테러집단으로 흘러 들어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이러한 방사성물질의 관리가 법

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2000년 9월의 미국 무역센터에 대한 9.11 테러 발생 이후, 미국은 테러와

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수행하 다.  이 전쟁 중에 세계 

각국은 테러분자들에 의한 핵테러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 다.  

당시 제기된 핵테러의 형태로는 테러분자들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공격 

및 핵 관련 시설 폭파 등으로써, 관련 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한 바 있다.  

이에, 연방 정부와 주정부 당국, 그리고 국가 안전국과 연방수사국을 중심으

로 미국 전역의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연구소, 핵물질 저장소 등 핵관련 시설

에 대한 경계 강화, 추가의 항공기 테러에 대비, 대형 공공 건물에 대한 폭

탄 트럭 공격에 대비, 대형 터널 및 교량 폭파에 대비, 위험물질 수송선박에 

대한 테러 경계, 음식물 및 식수에 대한 생화학 테러 경계 강화 등 가능성 

잇는 여러 가지 테러형태에 대한 경계를 강화한 바 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9.11 테러는 전 세계가 핵테러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핵테러의 위협은 재래식 

폭탄에 방사성물질을 채운 이른바 "Dirty Bomb"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

장 큰 것으로 밝힌 바 있다.

1.4.  핵위협 및 테러의 향

핵위협 및 핵테러의 향은 정치․군사․경제 및 사회적으로 매우 복잡

하고 막대하다.  즉, 핵폭발이나 방사성무기에의 노출에 의한 직접적인 인명

과 재산의 피해 외에도 지역 및 토양의 황폐화, 정신적 공황의 발생, 유전적

인 피해, 정치․외교적인 갈등 등 수많은 간접적인 향이 있으며, 이러한 

간접적인 향은 직접작인 향과 비교하여 그 크기가 작다고 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핵위협의 향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는 위협에 의해 정치․경제적

으로 유발되는 간접적인 향이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는 핵폭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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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향을 들 수 있다.  핵폭발에 의한 직접적인 향 즉발 향과 후발 

향으로 구분되는데, 즉발 향은 열에 의한 향, 방사선에 의한 향 및 폭

퐁(폭발 충격파)에 의한 향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후발 향은 방사능 낙

진에 의한 향, 방사능 오염에 의한 향, 기상 및 환경 재해(오존층 파괴 

및 핵겨울 등), 방사선 피폭에 의한 유전적 향 등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핵폭발에 의한 직접적인 향 중 즉발 향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기술한다.

한편, 핵폭발의 간접적인 향으로 고려되는 것은 주변 지역 및 토양의 

황폐화와 오염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 오염지역 및 시설에 대한 제염과 환경 

복구를 위한 비용 지출,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 전체에 대한 정신적 공항 발

생 등이 있고, 이외에도 정치․사회적인 향이 있다.  

핵테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성 무기 등에 의한 향은 직접적으로

는 고방사선 피폭에 따른 인명의 살상 및 유전적 향이 있고, 간접적인 

향으로는 핵폭발의 간접적인 향과 유사하다.  

1.3.  한반도에서의 핵위협과 핵테러의 가능성과 의미

한반도 주변국의 핵무기 및 핵능력 보유는 불확실성 하의 국제정세에서 

국가 안보의 중대한 위협요소의 하나라는 점은 분명하다.  즉, 지역 내 핵무

기 보유국들 간의 핵균형이 유지되면 상호가 핵공격 또는 전쟁 억지력으로 

핵전력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내 핵전력의 차등화로 핵

위협이 완전하게 제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우리 나라의 경우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여 다른 주변국과의 핵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개발 

의혹, 일본의 핵능력에 의한 핵무장의 용이성 증가, 중국의 핵전력 현대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핵균형을 파괴할 만한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에 대한 핵위협은 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치․외교적인 대응은 물론 기술적인 방어(예방, 완화, 대응 등) 개념

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의 갈등 양상은 중동 지역 등과 달라 역내 갈

등이 연유가 된 핵테러의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보여지나, 테러는 갈

등의 증폭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항시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져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국제화된 사회에서 한반도 지역 자체가 테러

의 목표가 아닐지라도 테러의 목표 대상이 한반도 역내에 있다고 보여지면 

그것을 목표로 한 테러가 한반도에서 발생될 가능성은 항시 존재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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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국제적인 대형 행사(월드컵 등) 시에는 이러한 테러의 발생 가능성이 더

욱 높아진다.  이 때 테러가 핵에 의한 테러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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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위협 및 핵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

2.1 국제 핵비확산 체제

원자력이용에 있어서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국

제 핵비확산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관련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핵비확산체제란 핵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체제를 의미하

며, 기본적으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과 이를 시행하고 보조하는 국제 수출통제체제, 국제원

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안전조치 및 국가

간 원자력 쌍무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서로 보완하며 핵비확산을 

위한 일련의 기능들을 수행(<그림 4-2-1> 참조)하고 있다.

(safeguards) (physical protection)

(export control)

<그림 4-2-1> 국제 핵비확산 수단

가.  국제 핵비확산 수단의 발전 과정

핵비확산체제는 미국이 1945년 7월 미국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고 8월 

이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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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독점이 주요 현안이었으나 구소련, 국, 프랑스,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보유국들이 중심이 되어 핵비확산 체

제를 강화해 나가기 시작하 다.  그 후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고 파키스

탄, 이스라엘 등이 핵보유 의혹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이라크

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대두되자 국제적인 핵비확산 체제는 더욱 강화되

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현재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근간으로 되어있는 

조약들은 주로 미국이 주도하여 체결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미국

의 정책 및 법률에 대한 설명에 중점을 두어 설명한다.  또한 핵확산이 일어

났거나 일어날 위험이 있을 때마다 생성된 주요 제도나 체제를 이행해 나가

는 주요 수단들의 생성과정을 <그림 4-2-2>에서와 같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설명해 나간다.  

’50 ’60 ’70 ’80 ’90

:
(’49), 
(’52)

‘Atoms for 
Peace’(’53)

:
(’60), 

(’64)

NPT 
(’70)

INFCIRC/153(’70)
‘93+2 ’

SSS(’97)

: (’74) : ,

,

(’74)
NSG (’78)

NSG 

(’92)

(’92)
(’95)

(’87)
INFCIRC/225 
(’75)

NPT 
(’95)

CTBT (’96)

(’78)

INFCIRC/66 (’65)

IAEA (’57)
EURATOM 

(’57)

(’81)
CTBT 

(’99)

: ,
(’98)

<그림 4-2-2> 국제 핵비확산 수단의 발전 과정

<미국의 핵독점 정책>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핵무기를 투하함으로써 원자력의 

위력을 세계에 알린 미국은 소련 및 국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지연시키기 

위하여 원자력 기술정보를 비 로 하 고 핵무기 독점유지 정책을 전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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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독점정책 유지는 1945년 9월 맥마흔(B.  McMahon) 상원의원이 

미국의 핵 우위를 유지하고, 다른 국가가 원자력 분야 기술 및 정보 등의 유

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소위 ‘맥마흔 법안’을 상원에 제출하면서 구체화되었

다.  이로서 미국의 핵 독점을 위한 법적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하 으며, ‘맥

마흔 법안’은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기초되었다.  ①미국의 핵 독점은 일시

적이다.  ②원자력 정보의 비  유지가 긴요하며, 핵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원자력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③국제적 협정에 의하여 핵통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나 효과적인 검증제도의 확립은 어려울 것이다.

‘맥마흔 법안’은 하원에서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조항의 일부를 수정한 

후 1946년 8월 1일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것이 미국 ‘원자력법’(AEA: 

Atomic Energy Act of 1946)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946년 원자력법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 핵물질 관리 : U-235, Pu-239와 같은 핵분열성 물질은 엄격한 규제하

에 원자력위원회(AEC: Atomic Energy Commission)의 독점 소유로 

하고, 그 생산시설은 물론 수출입도 모두 AEC 독점으로 한다.  다만 

U-238, Th-232 등 선원물질은 AEC의 관리하에서 인허가를 조건으로 

민간의 소유가 가능하다.

• 정보 : 군사 또는 평화목적에 관계없이 AEC의 관리하에 둔다.

• 원자력 기술 : 개발, 소유, 수출에는 AEC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며, 의

회도 이에 관여할 수 있다.  

미국의 1946년 원자력법은 과학기술 정보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이고 조

건부적인 유포는 허용하 지만, 국가 방위 및 안보에 관련된 비  정보의 유

포는 엄격하게 통제하 다.  또한 원자력법은 우방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

과의 어떠한 정보 교환도 금지함에 따라 국 및 프랑스와의 원자력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제적인 원자력 통제의 시도>

1945년에 개최된 제1차 유엔총회에서는 핵무기를 제거하고 국제 원자력 

통제를 지향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유엔 산하에 ‘유엔원자

력위원회’(UNAEC: United Nations Atomic Energy Commission)를 창설한

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1946년 유엔 총회에서 UNAEC 설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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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안을 통과시켜 UNAEC가 발족하게 되었다.  

1946년 6월 미국은 UNAEC에 최초의 핵비확산 관리(안)인 바루크 플랜

(Baruch Plan)을 제출하 다.  그러나 이 제안은 미국이 핵 독점을 유지하면

서 우라늄의 생산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원자력 활동(특히 구소련의 활동)을 

국제기관의 통제하에 두는 것으로서 원자력 독점을 위한 외교 발판을 구축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구소련은 이 안을 반대하고 구소련의 입장

을 반 한 안을 제안하 는바, 이 제안은 ①기존의 모든 핵무기를 해체하고, 

②핵무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③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핵

통제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바루크 계획은 검증의 수단으로 국제적인 핵사찰을 암시했으나 구소련은 이

것이 국가 주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간주하여 결국 바루크 계획은 무산되

었다.

1947년부터 1953년까지는 미국과 구소련 간의 대화가 중단되어 핵비확산 

및 핵군축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핵개발 경쟁이 가속되었다.  이 기

간동안 구소련(1949), 국(1952)이 자력으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게 되자 

미국의 비 화 정책은 그 의미를 잃게 되었으며, 또한 1953년 8월 구소련이 

수폭실험에 성공하자 국제 핵정치의 전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제창>

1953년 3월 구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함에 따라 초강대국들 사이의 적대 

감정은 조금 완화되었으며, 미국의 핵독점 체제가 붕괴되자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 12월 8일 제8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Atoms for Peace)을 선언하 다.  이 제안은 기본적으로 ‘바루크 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서 ①구소련의 핵분열성 물질을 평화적 이용으로 전환

함으로써 핵무기 제조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②평화목적의 원자력산업 개발

을 위한 국제적인 틀을 제공하고; ③수소폭탄 개발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부

정적인 여론을 상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의 ‘원자력법’ 개정>

미국의 원자력 독점 기도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원자력 기술수출을 제

한하고 있던 1946년 원자력법의 의미가 약화되었다.  또한 원자력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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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국이 1956년 완성을 목표로 동력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원자력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따라 미국 AEC는 1946년 원자력법을 개정하 는데 이 개정된 법을 1954년 

원자력법이라 한다.  1946년 원자력법과 1954년 원자력법의 주요 차이는 외

국과 국내 기업에 대한 정보 교류를 용이하게 하고 자국 내에서의 원자력을 

이용한 發電 및 원자력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 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에 의한 원자력 연구개발의 촉진

• 정보 공개의 확대

• 정부 규제하에서 원자력의 이용 및 전력 생산

• 원자력 개발에 대한 민간의 참여

이외에도 1946년 원자력법에서 변경된 내용으로는 핵무기 관련 정보를 

제외한 비 의 해제, 인허가와 감독권은 정부가 보유하나 원광과 핵물질 생

산 시설에 대한 민간소유의 허가 등이 있다.  이 1954년 원자력법은 1978년 

3월 핵비확산법이 발효되기까지 오랜 기간동안 미국 원자력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해 왔다.

<원자력국제기구 설립>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제안에 대해 많은 국

가들이 관심을 보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창설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

다.  2년에 걸친 IAEA 헌장 협상은 1956년에 결실을 보게 됨에 따라 IAEA

가 1957년 7월 29일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IAEA의 설립으로 평화 목적의 

원자력 기술 및 핵물질의 확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 으며, 핵확산을 방지하

기 위한 안전조치를 당사국의 원자력 시설 및 물질에 대해 적용하기 시작하

다.

<IAEA 안전조치 시작>

IAEA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최초의 안전조

치 협정 모델인 INFCIRC/26을 1961년 발간하 다.  이 안전조치 모델 협정

을 노르웨이와 체결함에 따라 최초의 IAEA 안전조치가 1962년 노르웨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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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출력(zero power)연구용 원자로에 적용되었다.  IAEA 설립으로 원자력 협

력이 활성화되고 세계 각국이 원자력시설을 도입하는 등 원자력 이용이 확

대되자 1965년 IAEA 이사회는 100MWth 이하의 연구용 원자로에만 적용하

여 오던 INFCIRC/26의 범위를 확대시켜 모든 원자로 및 시설에 적용하기로 

합의하여 부분적 안전조치 모델 협정인 INFCIRC/66을 발간하 다.  이 안

전조치 협정은 원자로, 핵연료가공공장, 재처리공장 등에 안전조치를 적용하

는 것이다.  INFCIRC/66은 1966년과 1968년 개정되어 오늘날 INFCIRC/66 

Rev.2로 발간되었으며, NPT 비당사국의 일부의 원자력 시설 및 물질에 대해

서 현재도 적용되고 있다.  

1970년 NPT가 발효되자 조약 제3조1항에 따라 당사국의 모든 원자력활

동에 대해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협정 모델인 “전면안전조치협정”이 

1972년 6월 INFCIRC/153으로 발간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NPT 당사국은 

이 형태의 안전조치를 받고 있다.  

<핵물질 방호제도의 국제화>

1960년대 민간소유의 핵물질 양이 급증하고 핵물질의 운송시 수송경로에 

착오가 발생되거나 일시적으로 행방불명되는 등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핵물

질의 도난 또는 불법적인 전용에 대한 방호를 강화하기 위해 핵물질의 사용, 

저장 및 운송중인 핵물질을 방호하기 위한 관심이 IAEA를 중심으로 고조됨

에 따라 IAEA는 핵물질 방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하여, 

1971년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서 핵물질 방호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하여 

1972년 각국에 배포하 다.  이 안은 각 국가 내에서 핵물질의 이용, 저장시 

또는 국내외 운송시 방호상 적용될 조직 및 일련의 권고를 담고 있는데 전

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1975년 INFCIRC/225로 발간되어 각국이 지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국제적인 원자력 수출 통제제도 탄생>

1970년 NPT가 발효되었다.  NPT는 당사국의 핵비확산 의지를 국제적으

로 약속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기 위한 두 개의 수단을 명시하고 있는데 

하나가 안전조치의 적용이며, 또 다른 하나가 수출통제의 적용이다.  NPT 

제3조 2항은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이전되는 핵물질 및 장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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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안전조치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할 능력을 보

유하고 있던 미국, 국 등 15개국은 1971년 핵비확산조약 수출국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출통제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와 방법을 논의하여, 수출통제 품목

을 IAEA 문서인 INFCIRC/209로 1974년 발간하 다.  이의 주요 내용은 핵

물질 등을 수출할 때 IAEA의 안전조치를 적용해야 하며, NPT 비가입국이면

서 핵무기 비보유국가로의 수출 및 재이전은 핵폭발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

라는 서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초대 의장으로 스위스의 

클로드 쟁거(Claude Zangger)교수가 역임하여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로 불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IAEA 중심의 핵비확산체제 강화 노력이 진행중인 가운데  

1974년 5월 인도가 평화적이라는 명목으로 라자스탄 사막에서 핵실험에 성

공하 다.  이 핵실험에 사용된 플루토늄이 캐나다가 제공한 사이러스(Cirus) 

원자로에서 생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캐나다는 자국의 수출통제 정책

을 강화하 으며, 당시까지 수출통제를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미국, 

국, 구소련 등 원자력선진국들은 수출통제강화 협의를 위해 1975년 6월 런던

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1978년 1월에는 7개국이 공동으로 원자력공급국그룹

(NSG) 수출통제지침을 발표하 다.  이 수출통제 지침은 런던에서 발표하여 

‘런던가이드라인’(London Guideline)이라고도 부른다.  이 지침은 수입국에 

대해 수입품목을 이용한 핵폭발 금지 보증, IAEA 전면 안전조치 적용, 물리

적 방호조치 확보, 재이전 통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NPT 비가입국인 프랑스가 수출통제 그룹에 가입하 다는 점에서 핵비확산 

체제의 큰 진전으로 평가되었다.  

<미국 핵비확산법 제정>

인도의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은 더욱 엄격해졌으며, 결

과적으로 핵비확산법(NNPA: Nuclear Non-Proliferation Act) 탄생의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당시 대통령에 출마한 카터는 1976년 9월 원자력정책 강령

을 발표하 다.  이 강령의 주요 내용은 ①원자력 수출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며, ②미국내에서의 상업적 재처리를 일시 정지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었

다.  카터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상기의 신원자력정책을 입법화하여 1978

년 3월 핵비확산법을 발효시켜 미국의 수출통제는 다시 엄격해 졌으며, 외국

과의 원자력협력도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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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제 일부 완화>

1981년 7월 16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핵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이

용 협력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 다.  이 성명의 내용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핵비확산은 안전보장과 세계 평화유지에 중요

하므로 미국은 향후에도 핵비확산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원자

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에서 우호국과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전환은 카터 행정부의 

엄격한 핵비확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성명

의 주요 내용은 핵확산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핵확산의 다양한 측

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며, 핵확산 위험이 없는 원자력계획을 보유

한 국가에 대하여 재처리 및 고속증식로개발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성명은 카터 행정부의 경직적 자세에 비해 핵확산의 다양한 측면

을 고려하여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신뢰를 회복하며 보다 종

합적, 현실적인 형태로 핵비확산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국제적인 수출통제체제 강화>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가 패배한 후 1991년 4월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687을 통하여 이라크에 대한 강제사찰 실시와 이라크가 보유한 핵무기 관련

시설의 철거를 의결하 다.  이라크는 강제사찰이 실시되기 전인 1981년에도 

핵개발 의혹이 있어  연구용 원자로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기도 하 다.  

유엔 결의안에 따라 1991년 5월부터 실시한 강제사찰을 통하여 이라크가 핵

무기개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핵개발에 필요한 부품 및 기술을 

서방 세계에서 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NPT에 따른 전면안전조치를 받고 있던 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은 히 추진하게 되자 NSG는 1992년 4월 원자력품목에 한정하고 있던 수출

통제 품목에 65개의 이중사용품목(dual-use item)을 포함시키고 해당품목의 

수입국에 대해서는 IAEA의 전면안전조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IAEA 안전조치체제 강화>

1990년 NPT 평가회의 이후 IAEA 이사회의 안전조치 강화 촉구와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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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의 핵개발 발각으로 안전조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IAEA 사무국은 안전조치의 효과성 강화와 효율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93+2’를 추진하 다.  이 프로그램은 1997년 5월 IAEA 특별이사회에서 ‘모델 

추가 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 으며, 이를 위해 IAEA

문서인 INFCIRC/540으로 발간하 다.  이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당사국 핵연

료주기의 모든 활동 및 핵물질이 존재하는 장소에 관한 정보제공과 사찰관

의 접근을 허용케 함으로써, IAEA가 보다 폭넓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핵물질을 다루지 않는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계획도 

신고하게 됨으로써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정성적인 정보를 이용

하게 되어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NPT 무기한 연장>

1995년 4월 17일부터 5월 12일 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1970년 발효

된 NPT의 연장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서방 선진국들은 

NPT의 무기한 연장을 꾀한 반면 비동맹 그룹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들은 모

든 핵무기의 철폐를 목표로 한 핵군축 일정과 핵무기 비보유국의 안전보장 

등을 무기한 연장의 조건으로 내세워 난항을 겪기도 하 으나 양 진 이 합

의에 도달하여 무기한으로 결정하 다.  이에 따라 항구적인 핵비확산 체제

가 구축되게 되었다.  

<CTBT 체결>

NPT 연장 결정시 1996년 말까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체결을 위한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는 사항 

등을 담고 있는 결의안도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제네바 군축회의(CD)에서 

60개국의 CD 회원국들이 CTBT 문안을 작성하고, 1996년 9월 유엔 결의로 

채택되어 명실공히 수평적 및 수직적 핵비확산 체제가 구축되었다.  CTBT도 

IAEA와 마찬가지로 검증체제를 운 하고 있는데 주요 수단은 지진파, 수중 

및 공중음파 그리고 방사능 핵종을 탐지하여 핵실험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임시사무국이 비엔나에서 업무를 1997년 초부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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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핵비확산 체제의 구성

앞서 기술한 국제핵비확산 체제의 발전 과정에서 제시된 국제핵비확산체

제의 구성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 4-2-3>과 같으며, 이하에서는 각 구성요소

들의 역할에 대해 기술한다.

(multilateral) (bilateral)

(regional) (unilateral)

<그림 4-2-3>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구성

< NPT>

NPT는 핵비확산체제의 핵심이 되는 조약으로서,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 

방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핵군축 등의 목적으로 1970년 3월 5일 발

효되어, 2001년 12월말 현재 187개국이 가입하 다.  우리 나라는 1968년 7

월에 서명하고, 1975년 4월 발효하 다.

NPT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군사적 목적 전용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에 관한 내용을 서술한 前文 12항과 핵무기 보유국의 의무, 핵무기 비보

유국의 의무, 당사국에 대한 IAEA 전면안전조치 실시,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 촉진, 핵폭발의 평화적 이용, 핵무기 경쟁 금지 및 핵군비 축소, 비핵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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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조약 개정 및 평가회의 개최, 조약 가입 자격, 조약 탈퇴권, 유효기간 

등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다.  

NPT는 시작부터 핵무기 보유국간의 의견 대립으로 프랑스와 중국이 참

여하지 않았고, 핵무기 보유국과 핵무기 비보유국간의 불평등성이 문제가 되

어 평가회의의 쟁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NPT는 국제적으로 핵

무기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2년 중국과 프

랑스가 NPT에 가입함으로써 모든 핵무기 보유국이 NPT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핵무기 보유 의혹국(유럽에서는 

threshold countries, 미국에서는 problem countries로 부름)들이 아직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남아 있다.

<국제 수출통제체제>

국제 수출통제체제는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핵무기 관련 물질, 장

비, 기술 등을 공급 측면에서 통제하자는 의도에서 출발되었다.  즉, 모든 것

을 자력으로 개발하지 않는 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에 이 도움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면 핵무기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수출과 관련하여 국가차원에서나 기업차원에서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말처럼 쉽게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원자

력과 관련한 국제 수출통제체제는 NPT에서 출발한 쟁거위원회, NPT와는 별

도로 출발한 핵공급국그룹, 각 국가의 수출통제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쟁거위원회

쟁거위원회는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이전되는 핵물질 및 장비에 대해 

IAEA 안전조치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NPT 3조 2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출

발되었다.  1971년부터 1974년까지 15개국이 몇 차례 회합을 거쳐 핵물질 및 

핵물질의 가공,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장비나 

물질을 정의하 으며, NPT 비가입국으로 이러한 물질이나 장비를 수출할 때 

‘평화적 이용 보장’, ‘IAEA 안전조치 적용’,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재이전 

금지’ 등의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 다.  2001년 12월 현재 회원국은 35개국

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1995년에 가입하 다.  

쟁거위원회가 합의하여 제정한 수출통제품목은 핵물질, 원자로 및 부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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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원자로용 비핵물질, 재처리시설, 핵연료가공시설, 농축시설, 중수 및 관련 

생산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원자력공급국그룹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설립에 대한 회의는 인도의 

1974년 핵실험, OPEC의 석유가격 인상 조치로 인한 제 3세계 국가들의 원

자력에 대한 관심 고조, 프랑스와 구서독의 제 3세계 국가들에 대한 농축 및 

재처리시설 계약 체결 또는 협상 진행 등의 국제정세에 기인하여 1974년 11

월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미국, 구소련 등 주요 공급국과 쟁거

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던 프랑스가 주축이 되어, 1978년 1월 ①민감한 원자

력 품목의 수출에 쟁거위원회의 조건을 품목뿐만 아니라 기술에까지 적용, 

②물리적 방호, ③민감물질 및 민감시설 이전 억제, ④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공급국 사전동의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런던가이드라인(London Guidelines)

을 발표하 다.  

2001년 12월 현재 회원국은 39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1995년 

가입하 다.  쟁거위원회와 비교하여 핵공급국그룹이 갖는 의미는 핵무기 보

유국이며 쟁거위원회에 가입하지 않았던 프랑스가 참가했었고 쟁거위원회보

다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는 것이다.  핵공급국그룹은 1992년 4월 비공식회의

에서 65개의 원자력 이중사용품목을 통제품목에 포함시키고 수입국에 IAEA 

전면안전조치를 요구하도록 합의하 다.

이 그룹의 가이드라인은 현재 두 분야로 나뉘어 있다.  Part I은 쟁거위

원회와 같이 원자력 전용 물질 및 장비를 통제품목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Part II는 원자력 이중사용품목을 통제품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IAEA 안전조치>

IAEA 안전조치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이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

는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검증하는 장치로서, IAEA 헌장에 기초한 부분안전

조치(INFCIRC/66 Rev.2)와 NPT에 근거한 전면안전조치(INFCIRC/153)로 나

눌 수 있다.  부분안전조치는 NPT에 가입하지 않은 IAEA 회원국의 원자력 

활동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IAEA 안전조치를 적용하는 것이고, 전면안전조치

는 NPT 가입국의 모든 원자력 활동에 대해서 IAEA 안전조치를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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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NPT 가입국은 NPT에 가입한 후 18개월 이내에 IAEA와 전면안전

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조약에 명시되어 있다.

핵무기비보유국이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에는, IAEA 이

사회는 제공하던 원조를 중단하고 공급된 물질 및 장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입국의 특권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IAEA 이사회는 이러한 위

반사항을 모든 회원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유엔총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위반 당사국은 IAEA의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NPT의 의무조

항을 위반한 결과가 되므로 국제적인 위기를 조장하고 국제 신용을 상실하

게 되며 국제여론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원자력 이용개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원자력 쌍무협정>

핵물질과 장비의 국제교역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 또는 국가와 국제

기관간 쌍무협정의 구조 내에서 이루어지며 상호 호혜평등하에 체결되는 것

이 원칙이다.  이러한 협정은 국제적 규칙의 중요한 요소이며 국제법의 일부

분을 형성하고 있고, 협정의 이행은 공공 또는 개인회사 사이에 법률적 계약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업계약을 이행할 때와 같이 쌍무협정도 당사국만

을 구속하고 제3국은 권리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쌍무협정은 수출국의 국내 규정과 동등하며 그들의 권리를 이행하기 위

한 수단으로 구성되고, 협정의 조항은 당사국의 핵비확산 보증의 권리와 의

무를 규정하며 이외에 원자력 교역의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쌍무협정은 다른 국제조약이나 협약과는 달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을 

위한 협력의 실질적인 창구이면서 또한 핵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령국에 직

접적으로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IAEA의 안전조치가 적용되

지 않을 경우 공급국에 의하여 안전조치가 실시되게 되어 있고 이전된 핵물

질의 재처리나 농축의 경우 또는 재이전시 공급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급국의 쌍무협정상 규제들은 1974년 인도의 핵폭발 실험으로 더욱 심

해져 공급국이 공급한 핵물질이나 장비, 시설의 재이전이나 변형에 대하여 

사전동의권(Prior Consent Right)을 보다 확대하 고 안전조치 적용을 강화

했을 뿐만 아니라 협정의 유효기간도 연장시켰다.  원자력 수출국들의 수출

규제 강화는 현재 원자력 기술자립을 통하여 국가의 에너지 자립을 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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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나라의 원자력 개발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

망이다.  

다.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최근 동향

■ 핵비확산조약 

1995년 핵비확산조약(NPT) 무기한 연장시 결정한 '평가절차 강화'에 따라 

2000년 4월 NPT 평가회의(6차)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최종선언문 

(final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문은 특히, 조약 발효후 별다른 진

전을 보이지 못하 던 핵군축 분야에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5년 NPT 연장 및 평가회의 당시에는 조약을 무기한으로 연장시키기 위

해 핵보유국들이 당사국에게 핵군축 등에 대해서 양보해야할 상황이었지만 

핵보유국들의 기득권이 항구적으로 확보된 상황(NPT의 무기한 연장)에서 핵

보유국들이 핵군축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비록 최종선언문이 국제적 조약이나 협정과 같이 법적 구속

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동 선언문이 정치적 의미를 가지며, 향후 NPT의 이행 

방향을 설정하는데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NPT 발효 후 그 

이행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이행이 안된 분야가 핵군축 분야이고 최종

선언문이 채택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핵군축에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이행 가능성도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절

에서는 6차 평가회의시 채택된 최종선언문 가운데 핵군축과 관련된 분야의 

이행상황을 분석하 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체제

1997년 5월 IAEA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의정서가 특별이사회에

서 승인된 후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이 추가의정서

에 서명 및 발효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2001년말 현재 총 58개국이 IAEA 

이사회에서 서명승인을 받았고, 이 가운데 57개국이 서명하 으며, 22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다.  우리 나라는 1999년 3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동년 6

월 21일 서명하 으며, 국내 절차를 거쳐 비준할 예정이다.  

IAEA는 안전조치 협정 및 추가 의정서 체결 증대를 위한 action plan을 

추진 중에 있다.  IAEA는 안전조치 협정 및 추가 의정서 체결을 확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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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무국이 할 수 있는 활동, 회원국에 의한 활동, 사무국과 회원국들간 

공동 추진 활동들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73).  이의 한 예로 2001년 3월 

IAEA 사무국은 뉴질랜드와 공동으로 안보와 핵비확산에 관한 세미나를 개

최하 으며, 6월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추가의정서 체결에 관한 심

포지엄을 개최하 다74).  

■ IAEA의 통합안전조치체제 (ISS)

기존의 안전조치가 주로 정량적인 요소를 평가한 반면 추가의정서에 따

른 안전조치 강화 프로그램은 주로 정성적인 요소를 평가하게 된다.  IAEA

는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통합하는 통합안전조치체제(ISS: Integrated 

Safeguards System)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제한된 안전조치 자원(인력, 예

산)을 가지고 안전조치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IAEA는 통합안전조치체제의 확립 및 이행에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 개최된 제6차 NPT 평가회의에서

도 당사국들의 지지를 받은바 있다.

통합안전조치는 IAEA가 특정 국가의 미신고 원자력 활동이 없다는 신뢰

를 가질 경우, 즉 기존의 안전조치 목표가 달성되고 추가의정서의 모든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적용된다.  

IAEA는 통합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원격감시기술, 환경

시료 분석기술, 정보분석기술 등 최신의 안전조치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지원 프로그램(MSSP: Member State Support Programme), 안전조

치이행자문단(SAGSI: Standing Advisory Group on Safeguards 

Implementation) 등의 지원을 받아 통합안전조치체제를 구축 중에 있다.

IAEA는 각 국가들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관한 확대된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절차를 구축하 다.  이러한 평가 절차는 국가가 선언한 내용을 검토하

는 지침의 개발,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 상업적 인공위성의 활용 등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IAEA는 이러한 평가 절차에 따른 결과를 기초로 하

고, 기존의 안전조치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종합하여 선언된 활동이 

전용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73) 이는 원자력 활동이 있는 국가와 관련 활동이 전무한 국가들로 구분하기 위함이다.

74)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safeguards system 

and application of the model additional protocol, IAEA, GC(45)/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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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는 각 정부가 제공한 정보, IAEA 사찰시 취득한 정보, 공개된 정보 

및 제3국이 제공한 정보의 검토 및 평가를 통하여, 그리고 추가접근을 통해 

비선언 핵물질 및 활동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 한하여 통합안전조

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IAEA는 이와 같은 결론에 합치할 경우 해당 

국가의 천연 및 저농축 우라늄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등 민감하지 않은 핵물

질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찰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IAEA는 경수로(MOX 사용 및 미사용), 연구용 원자로, 가동중 재장전 원

자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과 같은 시설 특성별(facility-type-specific) 통합 

안전조치 체제를 이미 개발하 으며, 현재는 다양한 형태의 원자력 시설, 국

가 차원 접근개념(State level approach concept)75), ISS 이행지침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개발 중에 있다.  또한 ISS에서의 비통보 사찰의 활용, 

국가 및 지역 안전조치 체제의 역할, ISS 하에서의 사찰을 위한 시설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체제도 구축 중에 있다.  

IAEA는 모든 핵주기 시설에서의 통합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개념 구축

이 2001년 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선언된 핵물질의 비전용과 

비선언 핵물질 및 원자력 활동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추가의정서를 

발효시킨 국가를 위주로 통합 안전조치의 실질적인 이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체제

NPT 비당사국으로의 통제품목 수출여부에 관한 참가국들의 연례보고서 

제출과 관련, 모든 참가국들이 보고서를 제출하 으며, 중국은 2001년 6월 

수출통제 법령을 개정하여 쟁거위원회의 통제품목과 동일한 수준의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 다.

2000년 NPT 평가회의 개최시 제기되었던 비동맹 그룹의 수출통제 투명

성 증진과 관련하여, 2002년 NPT 평가회의 준비위원회 개최 전까지 활동계

획(Action plan)을 마련하기로 하 다.  이와 함께 수출통제에 대한 비동맹 

그룹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차기 회의시 논의하기로 하

75) 기존의 안전조치는 주로 시설 및 물질에 대해서 실시하 으나 모델 의정서의 도입과 ISS를 

적용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안전조치 개념의 적용이 필요하게 된다.  이 국가차원의 안전조치

는 핵연료 주기시설, 시설들 간의 관계 및 다른 특성(예를 들면 비통보사찰 적용)을 고려하여 

구축한다.  예를 들면, 어떤 국가의 경수로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인출하더라도 이를 처리할만한 

시설이 해당 국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차원의 안전조치 관점에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해당 국가 내에 실험실 규모라도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하게 

되면 국가차원의 안전조치는 전자의 경우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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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6).  

통제품목에 플루토늄 동위원소 분리기술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 이는 

기술적인 사안이므로 동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간 논의한 후 향후 개최되는 

회의에서 검토키로 하 다.  

■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SG는 2001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아스펜에서 총회를 개최하

다.  이번 총회에는 39개 회원국이 참석하 고, 의장은 Robert Einhorn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가 맡았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년도 총회 의장인 프랑스 Thiebaud 프랑스 원자력 위

원회 대외관계 국장이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보고하 는바, 의장은 IAEA 추

가의정서 가입을 향후 NSG의 원자력 수출조건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고 

내년부터 시작될 2005년도 NPT 평가회의 준비위원회를 계기로 NSG 비회원

국의 NSG 가입을 촉구하기 위한 outreach activities의 강화를 지적하 다.  

이외에도 실질문제를 논의한 이행실무작업단(IWG: Implementation 

Working Group), DUR(Dual-Use Regime), 공동정보교환(JIE: Joint 

Information Exchange), 투명성(Transparency) 작업단,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작업단 의장이 그 동안의 관련 활동에 대해 보고하 다.

이번 총회에서는 러시아의 준회원국(Associate Membership) 제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 다.  이 문제는 2000년 12월 개최된 IMP 회의시 러시아

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대한 NSG 준회원국 부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러시아는 원자력 공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 국가가 NSG에 참가하

여 NSG를 이해하고 원자력 공급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되 준회원국

은 NSG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옵서버 형식으로 초대하자는 것이다.  

이 문제는 러시아의 대인도(Tarapur 원전) 핵연료 공급 문제, NSG 지침

의 예외 조항(4조 b항) 적용 문제와 함께 논의되었다.

러시아는 상기 3개국이 국제적인 핵비확산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관련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CTBT에 가입하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실험 중지

76) 2001년 하반기 회의 개최시 국이 비동맹 그룹을 설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안하 으나 

이를 다시 보완하여 2002년 회의에서 논의키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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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torium)를 선언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동 국가들이 NPT 체제밖에 있으므로 이들 3개 국가에 대한 준회원국 부여

를 통해 국제적인 핵비확산 노력에 끌어들이는(engage)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 다.  이에 대해 미국은 NSG가 전면안전조치 적용을 원자

력 수출 조건으로 정한 것은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국가에게는 평화적인 원

자력 협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제안에 대해 반대하 으며, 벨라루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참여 국가가 반대하

다.  

논의결과 Einhorn 의장은 다음의 내용으로 동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의

장 요약을 설명하 다.

- 러시아의 제안은 핵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비 NPT 회원인 국

가들을 여하히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제기함.

- 준회원국 제안은 NSG의 비확산 목표를 저해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함.  

- 새로운 준회원국 범주(category)의 신설 구상에 대해 지지하지 않음.

- NSG 지침 이행에 있어서 각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지침상의 “예외

적인 상황” 및 여타 핵심 원칙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Madrid 총회의 안전예외(safety exemption)에 관한 ‘공동이해’는 

충분한 명확성을 제공함.

- 2000.12월 비공식 협의77) 결과에 따른 NSG 회원국의 의사가 러시아 당

국에 재차 전달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함.

- 전면안전조치를 핵비보유국에 대한 공급조건으로 하는 원칙을 재확인

함.

- 비 NPT/비 NSG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중요성 인식 및 특히 이러한 국

가중 핵보유 가능국들과의 대화 방안 강구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가 필

요함.

- 이러한 방안은 새로이 구성되는 협의그룹(CG : Consultative Group)내

에서 검토되어 2002년 총회시 잠정적인 논의결과가 제시되기를 기대하

며, 이를 위해 각국의 의견을 2001년 CG 회의 개최 약 6주전까지 서면

으로 제출되기를 희망함.

77) 러시아의 대인도 핵연료 수출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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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2년도 NSG 총회는 체코 프라하에서 5.13-17간 개최하기로 결

정하 다.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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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을 위해 개방되었다.  CTBT는 핵무기보유국의 핵무기 성능향상 방지에 기

여하여 수직적 핵확산을 방지하고, 핵보유 의혹국들의 실험을 억제케 하여 

핵무기보유를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조약 체결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78).  

2001년 11월 현재 CTBT에는 164개국이 서명하 으며, 89개국이 비준함으

로써 1999년 CTBT 발효 촉진회의 개최시 발효국 수와 비교할 때 약 70%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조약의 발효에 필수 국가인 44개국 가운데 현재 41

개국이 서명하 으며, 31개국이 비준하 다.  핵보유국들은 모두 서명하 나 

이 가운데 국, 프랑스, 러시아만이 비준하 으며, 핵보유 의혹국인 이스라

엘은 서명만 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가입 의사만을 밝히고 있었으나 

파키스탄이 2001년 발효촉진 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함으로써 전향적인 자세

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96년 9월 조약이 개방되자마자 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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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BT 서명국들은 2001년 11월 뉴욕에서 조약의 발효를 가속화시키기 위

한 회의를 개최하 다.  이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CTBT의 조기발효 및 보편

화를 의해 한층 더욱 노력할 것을 결의하 으며, 조약의 발효를 가속화시키

기 위하여 최종선언문을 채택하 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79).  

- CTBT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은 조속히 서명 및 비준하고 조약의 목

표와 목적에 해가되는 행동을 금지할 것

- 조약에 서명하 으나 비준하지 않은 국가(특히 조약의 발효에 필수국

가)들은 비준절차를 가속화시킬 것

- 조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의향을 밝힌 두 국가80)(조약 발효에 필수국가)

78) CTBT 서명국들은 1999년에 이어 2001년 11월 CTBT 발효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회의를 뉴

욕에서 개최하여 최종선언문을 채택하고 조약의 조기발효를 촉구하 다.  

79) Final Declaration, Conference on Facilitat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New york, 2001

80) 비록 특정의 국가명을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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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서명을 상기함.

- 조약에 대해서 어떠한 의향도 밝히지 않은 한 국가81)(조약 발효에 필수

국가)는 조약에 서명 및 비준할 것

- 3개 핵보유국82)의 비준을 주목하며, 나머지 2개 핵보유국83)의 비준을 

촉구함.  

- 조약의 발효를 촉진함에 있어 서명 및 비준을 독려하기 위해 참가국들

은 국제법에 따른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

- 비준국들은 조약에 관심 있는 국가와의 비공식 협상을 통해 조약의 발

효를 용이하게 할 목적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설득 가능한 국가를 

선정할 것임.

- 모든 국가들은 서명 및 비준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률적 및 기

술적 정보를 공유할 것.

- CTBT 준비위원회는 조약의 검증기술이 평화적 목적으로 활용됨을 홍

보할 것

그러나 CTBT 발효회의는 조약 비가입국들의 가입을 촉구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또한 조약에 가입하여야 할 인

도, 파키스탄, 북한이 아직 서명도하지 않고 있고 CTBT를 주도적으로 이끌

어온 미국이 비준에 실패한 이래 아무런 진전이 없으며, 중국의 비준과 관련

이 있는 MD(Missile Defence)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조약이 발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 무기용핵물질생산금지조약 (FM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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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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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되어 있으나,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  CD는 2001

년  회기간 동안 작업계획의 합의에 실패하 으며, FMCT 특별위원회를 다

시 설치하는 것도 실패하게 됨에 따라 CD는 어떠한 협상도 시작하지 못하

다.  이러한 교착상태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핵물질 생산 중단의 

거부, FMCT와 군축 및 FMCT와 미사일 방어를 연계하려는 데서 기인한다.  

81) 북한을 지칭한다.

82) 국, 프랑스, 러시아를 지칭한다.

83) 미국 및 중국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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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중국은 FMCT를 외기권의 군비경쟁 즉, 미사일 방어(MD)문제와 

연계시키고 있으며, 인도, 파키스탄을 포함한 비동맹 그룹은 FMCT를 군축 

및 소극적 안전보장과 연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서방그룹은 FMCT의 

협상을 핵군축의 한 단계로서 인식하고 있다.  

비록 2000 NPT 평가회의 최종선언문에서 5년 내에 협상을 개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미국이 추진중인 MD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CD 회원국인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FMCT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 핵무기 잉여 플루토늄 처분

미국과 러시아는 핵군축 합의에 따라 해체 핵무기로부터 많은 양의 고농

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보유하게 되었다.  양국은 이 물질 중 자국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는 핵물질을 잉여(excess)로 규정하 고, 이 잉여 분

에 대해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 다.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처분 방안

으로는 1993년 2월 18일 미국이 러시아의 잉여 고농축 우라늄 500톤을 향후 

20년 동안 구입하기로 합의하 으며, 미국은 이를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하

여 경수로 핵연료로 이용할 계획이다.  

양국은 또한 잉여 플루토늄 처리를 위하여 2000년 9월 플루토늄 처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 는바,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 협정에 따라서 미‧러 양국은 각각 최소한 34톤의 핵무기급 플루토

늄을 처분하며, 향후 잉여로 선언되는 추가의 핵물질은 본 협정에 따라 

처리함.

- 잉여 플루토늄의 처분은 MOX로 전환하여 연소시키거나 유리‧고정화하

여 처분하되, 러시아는 전량을 MOX 핵연료로 제조하여 BN-600, 

VVER-1000에 사용할 예정이고 미국은 25.57톤을 MOX 핵연료로 제조

하고 나머지는 고정화하여 처분함.

- 양국은 가능한 한 2007년 이전에 연간 2톤의 플루토늄을 MOX 핵연료

로 연소시키며, 러시아 또는 러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추가의 원자로 가

용성을 검토하여 연소량을 증가시킴.

- 미국은 러시아의 처분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억불을 제공하기로 함.  

(이 금액은 러시아의 관련 시설 개‧보수 및 연구개발 등에 사용할 예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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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X 공장은 잉여 플루토늄만을 사용하고 잉여 플루토늄이 모두 사용

되었을 시 MOX 공장은 폐쇄됨.

미국과 러시아가 상기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잉여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줄이고 이러한 물질이 핵무기나 여타 군사 목적으로 재사용 되지 못하게 함

으로써 핵군축 및 핵비확산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국은 플루토늄을 MOX로 제조하기 위해 산업적 규모의 전환 및 성형가공공

장을 건설할 것인데, 이는 플루토늄 처분을 위한 연구개발, 실증 및 실험, 실

증 및 산업규모의 전환 및 성형가공시설의 설계 및 인허가, 원자로의 개조 

및 개선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계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02.  1 : BN-600용 vibropack 핵연료 성형가공시설의 개조 완료

- 2003.  7 : 산업규모의 전환시설 및 MOX 성형가공시설 건설 시작

- 2004.  4 : BN-600을 MOX hybrid core로 전환 시작

- 2006.  7 : 전환시설 완공 및 가동

- 2007.  12 : MOX 성형가공시설 완공 및 가동

양국은 각각 연간 2톤의 플루토늄을 처리할 계획이나, 만일 MOX를 연소

할 수 있는 원자로의 여유가 생기면 연간 약 5톤까지 연소할 계획이다.  이

러한 시설 및 MOX 연료는 안전조치의 대상이 될 것이며, 34톤 이외도 양국

에서 잉여로 지정되는 추가의 플루토늄도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

고 있다.  

러시아의 MOX 연료 성형가공 공장 건설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일본이 협력하고 있으나 여타 국가의 재정적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7월 발표된 ‘G-8 정상의 오키나와 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G-8

의 ‘핵비확산 전문가 그룹(NPEG: Non-proliferation Experts Group)’이 2000

년 11월 플루토늄 처분계획 그룹(PDPG: Plutonium Disposition Planning 

Group)을 설립하 다.  

이 PDPG 그룹은 러시아의 플루토늄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처분하기 위해 

국제적 자금지원 및 다자간 협력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Pu 처분 계획, 소요

비용 산정, 국제적 자금지원체제 (정부 및 민간회사의 자금지원 가능성) 및 

이러한 협력을 조정할 목적의 다자간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그룹은 또한 처분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2000년 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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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20억 불84)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러시아의 Pu 처분 프로그램 

지원목적으로 2001년 4월 현재 G-7 국가에서 6억불85)의 기여의사를 표명하

으므로 추가의 기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 건설단계

의 비용은 각 국가로부터 조달하고, 운  단계의 자금을 또 다시 이들 국가

로부터 조달하지 않으려면 러시아 외 다른 국가의 민간회사에게 러시아의 

Pu로 제조한 MOX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2.2 핵물질 방호

가.  핵물질 방호의 개념 및 목적

원자력 분야의 물리적 방호는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

치들을 포함한다.  이를 위하여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체제는 사전에 허가 받

지 않은 집단에 의한 침입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수단과 만일 침입이 발

생하 을 경우 침입자를 신속하게 격퇴하기 위하여 대응하는 수단으로 구성

된다.  

핵물질의 도난은 보석이나 화폐 등의 일반적인 귀중품의 도난이 갖는 경

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핵확산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모든 핵물질이 핵무기 제조에 용이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핵물질은 ① 물질의 종류(플루토늄, 우라늄, 토륨 등), ② 핵분열성 동위

원소의 구성, ③ 물리적․화학적 형태, ④ 방사능 준위와 양 등과 같은 요인

들에 따라서 핵무기 제조에 어느 정도 근접되어 있는지가 달라진다.  단 한

번의 핵물질의 도난으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확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 핵물질의 축적을 통하여 핵무기 제조 가능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핵물질은 고준위 방사능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누출과 관

련한 안전 사고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고준위 방사

능 물질의 도난으로 야기될 수 있는 방사능 오염 등의 원자력 안전 측면에

서도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자력 프로그

84) 이 비용은 향후 6년 동안 연구개발, 인허가, MOX 변환/제조시설 건설 및 원자로 개조비용에 

10억불(기타비용 추가될 전망)이 소요되고 MOX 변환 및 제조시설 운 , 수송 및 보관에 10억

불(운전시작부터 18년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5) 미국: 4억불, 국: 약 1억불, 프랑스: 약 6,000만불, 일본: 3,300만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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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 있는 모든 국가들은 일찍부터 자체적으로 국가 물리적 방호 체제를 확

립하고 이행하여 왔다.

원자력 개발 초기인 1950-60년대에 많은 전문가들은 핵물질의 물리적 방

호의 필요성보다는 ‘국가’에 의한 군사적 전용의 위험성을 더욱 크게 생각하

다.  이는 냉전이라는 당시 국제 정세 하에서 일부 국가에 의한 핵무기 보

유 가능성이 테러집단에 의한 핵물질의 탈취 가능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

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래서 당시 국제 전문가들은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대하여, ① 핵물질의 국내 수송중 사고나 도난 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 경찰이나 군대와의 사전 협력 체제를 유지하여야하는 국가 공권력의 

이용은 해당 국가의 자주권에 의한 국가 위기관리체제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하는 문제이

고, ② 당시 테러집단들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 가능한 물질을 취급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지 못하 으며, ③ 테러 목적으로 핵무기와 같은 대량파괴 수단

이 적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④ 핵물질이 비교적 고가이

기 때문에 귀중품으로서 충분히 방호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간의 핵물질의 수송이 점차 증가하고 또한 이에 대한 테러 

집단의 탈취 가능성도 증가함에 따라 핵물질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물리적 

방호조치 수준에 대한 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원

자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핵물질의 등급과 이에 따른 물리적 방호 요건 

등을 수정 및 개선하여 회원국에 권고해 줄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물리적 방호 지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71년 6월부터 IAEA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논의를 시작하 고 1975년 

IAEA는  권고안을 발표하 다.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IAEA의 권고는 그 자체로서 각 국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이행하여

야 하는 성격을 갖는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이나 미국 등 주요 원자력 선진

국들로 구성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의 지침에

서 준용됨으로써 그 효력을 지니고 있다.  

핵물질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물리적 방호 조치는 안전조치와 차이가 있

다.  핵물질을 전용하려는 주체가 국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테러집단이 될 

것인지에 따라서 핵물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수단들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national level)의 핵물질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IAEA 안전조치

체제가 존재한다면, 테러집단과 같은 ‘국가’ 이하 규모의 준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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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national level)에 의한 핵물질의  불법적 탈취에 따른 핵확산을 방지하

기 위하여 물리적 방호체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IAEA 안전조치

가 단순히 핵물질의 전용을 확인하고 탐지하기 위한 계량관리 차원에서 머

무르는 반면,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는 핵물질에 대한 탈취를 막기 위하

여 확인하고 탐지할 뿐만 아니라 자체 경비력 또는 방위력의 동원까지도 고

려하여 탈취 기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호 개념을 포함한다.  

나.  물리적 방호의 내용

<적용 대상 및 요건>

물론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를 적용할 대상은 핵물질과 핵물질을 포

함하고 있는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방호의 수단 및 수준은, ① 핵물

질의 종류(플루토늄, 우라늄, 토륨 등), 동위원소의 구성, 물리적․화학적 형

태, 희석도, 방사능 준위 및 양 등에 따라서, ② 핵물질이 사용, 이동 및 저

장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핵물질 방호와 관련하여 IAEA 권고에서는 핵물질을 핵무기 제조에 어느 

정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표 4-2-1>과 같이 세 가지 등급으

로 나누고 있다.  위의 핵물질의 구분에 따라서, IAEA 권고는 핵물질을 사

용 또는 저장을 할 경우와 핵물질을 이동할 경우에 적용하여야할 물리적 방

호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호 요건은 원자력 발전소의 5중 방어체제(핵연료봉 피복재, 

원자로 압력용기, 차폐콘크리트, 원자로건물 내부철판, 원자로건물 외부차폐

벽)와 같이 방호구역(protected area), 내부구역(inner area), 중심구역(vital 

area)으로 구성된 다중 방어체제내에서 실시된다.  

IAEA 권고(INFCIRC/225/Rev.3)는 핵물질의 등급에 따라서 핵물질을 사

용, 저장 및 이동할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물리적 방호 요건을 제시하고 있

으며 이들 가운데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 <표 4-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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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핵물질 방호 등급

물질 등급 I 등급 II 등급 III(다)

미조사(가) 플루토늄(나) 2Kg 이상 500Kg 초과 2Kg 미만
15g 초과

500g 이하

미조사(가) 우라늄 235

 -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20%이상 농축 우라늄

5Kg 이상 1Kg 초과 5Kg 미만 15g 초과

1Kg 이하

-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10%이상, 20% 미만인 
우라늄

- 10Kg 이상 1Kg 초과

10Kg 미만

-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10% 미만인 농축 우라
늄

- - 10Kg 이상

미조사(가) 우라늄 233 2Kg 이상 500g 초과 2Kg 미만 15g 초과

500g 이하

조사된 연료

(본 표의 조사된 연료의 

범주는 국제적 이송시 고

려사항을 기초로 한다.  

국가는 국내 사용, 저장 

및 이송에 대하여 모든 

관련된 요소를 고려하여 

다른 범주를 할당할 수 

있다.)

천연 또는 감손 

우라늄, 토륨 또는 

저농축연료(농축도 

10% 이하 

물질)(라)(마)

(가) 원자로 내에서 조사되지 않은 물질 또는 원자로 내에서 조사되었으나 차폐 없이 1m 

지점에서 시간당 1 GRAY(100rads/hr)이하의 방사선 준위로 조사된 물질

(나) 플루토늄 238의 동위원소 농축도가 80% 이상인 것을 제외한 모든 플루토늄

(다) 등급 III에 속하지 않는 양과 천연 또는 감손 우라늄과 토륨은 신중한 관리관행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라) 이와 같은 수준의 방호가 권고되지만, 특정한 환경의 평가에 근거하여 국가는 다른 범주의 

물리적 방호를 할당할 수 있다.  

(마) 조사 전에 등급I 과 등급II로 분류된 기타 연료는 차폐 없이 1m 지점에서 그 물질로부터의 

방사선 준위가 시간당 1 GRAY(100rads/hr)를 초과하는 경우 1등급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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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사용, 저장 및 이동중인 핵물질에 적용하여야 할 물리적 방호 

요건(예시)

요건 등급 I 등급 II 등급 III

출입 통제

- 출입시 특별 허가 및 출입의 최소화

- 4등급으로 출입증 구분

∙내부구역에 상시 접근이 허용된 

직원(Type I)

∙방호구역에 상시 접근이 허용된 

직원(Type II)

∙임시 수리, 서비스 및 건설 

노무자(Type III)

∙방문자(Type IV)

- 출입시 특별 허가 및 출입의 

최소화

- 2등급으로 출입증 구분

∙방호구역에 상시 접근이 

허용된 직원(Type I)

∙임시 수리, 서비스 및 

건설 노무자 및 

방문자(Type II)

경비에 

의한 

출입 

통제

개인 승용차 출입 금지 개인 승용차의 출입 최소화 -

항시 2인 이상의 동시 작업(two-man rule)
- -

기록 유지 등급 II와 동일
 출입 기록 등에 대한 자료 

보존되어야 함.
-

방호구역의 

방벽
등급 II와 동일

물리적 방벽 및 건물 외벽으로 

구성되어야 함.
-

비상시 핵물질 

대피 
등급 II와 동일

비상시 핵물질의 대피는 

승인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

-

내부 구역

- 내부구역의 출입구는 

최소한(이상적으로는 1개)으로 

유지되어야 함.

- 비상출입구에는 경보 장치가 설치되어야 

함.

 - -

저장소
- 핵물질 저장소는 내부구역내에 위치하고 

튼튼하게 설계하여야 함.
 - -

경비체제 유지 

- 24시간 경비체제 가동

- 비작업시간 중에도 일정 시간마다 지역 

경찰 혹은 공공 보안대에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함.

- -

통신 시스템
- 독립적이고 중복적인 통신 시스템 

구축해야 함.
- -

핵물질 이동

- 자연 재해 등을 피할 수 있는 이송 

경로를 선정해야 함.

- 핵물질 이전 횟수 및 이전 소요 시간의 

최소화

- 운반자는 수령국 및 수송 경유국들의 

물리적 방호 규정을 이행해야 함.

- 자연 재해 등을 피할 수 

있는 이송 경로를 선정해야 

함.

- 핵물질 이전 횟수 및 이전 

소요 시간의 최소화

-

국제 이송에 

대한 약정

- 운반자 및 양수자간에 방호 책임 권한을 

명시해야 함.

- 관련 국가와 국제 기구간에 운송일시 및 

장소에 대한 암호화된 정보 이용

- 운반자 및 양수자간에 방호 

책임 권한을 명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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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주체 및 활동>

핵물질의 관리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주체(또는 적)는 외부세력과 내부

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위협세력은 핵물질의 접근에 대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은 바 없는 외부세력과 함께 핵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사전

에 접근을 허용 받은 내부 세력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협 세력

에 의해 실제로 핵물질 안전관리에 향을 줄 수 있는 위협 활동으로는 도

난, 탈취 및 사보타지 등이 있다.  

<물리적 방호의 주체>

국가내의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체계를 설립하고 유지 및 보완하는 

의무는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  비록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를 실제로 이행하

는 주체가 핵물질을 취급하는 원전 운 자나 시설 책임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이 적정 수준의 물리적 방호 지침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률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적합한 물리적 방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책임져야하는 주체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물리적 방호 체제의 구성 요소>

물리적 방호 체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 국가는 핵물질의 불법 도난 및 사보타지의 위협을 평가하는 시스템

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 기술

뿐만 아니라 도난 및 탈취 기술이 변화되고 또한 해당 국가의 정치적․경제

적 상황에 따라 물리적 방호의 위협도 변화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위

협의 분석을 통하여 국가는 물리적 방호의 수준 및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둘째, 국가는 ①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와 관련된 책임, ②  물리적 방호

와 관련한 규정의 정기적인 평가 및 개정 공포, ③ 물리적 방호조치에 따르

는 인허가 활동, ④ 제제조치(saction), ⑤ 핵물질의 등급, ⑥ 사용, 이동 및 

저장중인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 요건, ⑦ 원자력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요건, ⑧ 핵물질에 대한 정보 체제, ⑨ 물리적 방호 정보의 보호 등을 

포함하는 제도적․법률적 규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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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방호의 기능 및 구성 체계>

핵물질에 대한 불법 행위의 목적을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리적 방호 

체제가  갖추어야할 기능은 탐지, 연락, 지연, 대응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탐지는 불법 행위를 발견하는 기능으로 침입 감지, 경보 전달, 경보 분석 

및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탐지 기능에 있어서 탐지 확률을 높이고 확인 시

간을 짧게 하며 불필요한 경보의 발생 빈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연락은 탐지에 의해 입수된 정보를 통제실 및 치안 당국에 연락하는 것

으로, 연락은 간단하고 신속히 하여 적절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통신 기기 선정에는 도청 및 통신 방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연은 불법 행위의 목적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장애물을 설치하고 불법 

행위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대응은 불법 행위를 저지하는 기능으로 탐지 신호에 따라 불법 행위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경비인력을 출동하는 것을 말한다.  대응시는 치안 당국과

의 연락 가능성, 연락 시간, 적절한 위치에 치안군이 활동할 수 있는 수행성, 

치안군의 대응에 필요한 시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충족하기 위하여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 체제는 침입 

감시체계, 출입 통제체계, 연락체계, 정보전송체계, 정보 처리 체계, 물리적 

장벽 체계 등으로 구성된다.  

침입 감시체계는 경계선 내부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기본적 기능으로서는 침입 탐지, 경고, 위협, 확인, 기록

해석 관리, 관리제어 등이 있다.  

출입 통제체계는 방호 구역이나 시설에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 차량 등의 

출입 자격을 자동으로 식별 및 관리하여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경비하는 것

이 주된 목적이며, 그 기본 기능으로는 출입자의 자격식별, 반출입 물품의 

검사, 기존 정보의 관리가 있다.  

연락체계는 방호 종사자, 시설책임자, 치안당국과의 연락을 포함하여 유

선, 무선의 두 종류가 있다.  일정거리 이상인 경우 통신을 확보하는데 전파

법에 따른 파(波)의 할당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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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처리체계는 중앙 또는 통제망에 연결된 컴퓨터와 그 주변장치이며, 

각 체계에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 판단, 지시, 표시, 기록 작성 등을 한

다.  정보 처리 관련 기기로는 컴퓨터가 주로 이용된다.  

물리적 장벽 체계는 각 체계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한 방호 철

책, 시건장치 등의 설비로 구성되며, 물리적 방호 상의 최종 방편으로 취하

는 것이다.  물리적 장애물로서는 장벽, 사람 또는 차량용문 등으로 설치한

다.  

<물리적 방호의 수단>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를 하기 위한 수단들은 경비인력의 조직 및 

그들의 임무에 대한 성과도 등을 포함하는 절차를 나타내는 소프트웨어와 

시설의 설계 사양과 보안 시설 등과 같은 하드웨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중 대표적인 수단들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표 4-2-3>과 같다.  

<표 4-2-3> 물리적 방호를 위한 수단

구분

기능

물리적 방호를 위한 수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탐지

ㅇ 정기적인 방호 훈련을 통한 성과도 평가 

규정

ㅇ 내부구역에서의 상호 감시체제

ㅇ 경보 장치(센서, 감시센터)

ㅇ 조명 장치

ㅇ 감시 장치(폐쇄회로)

연락

ㅇ 정기적인 방호 훈련을 통한 성과도 평가 

규정

ㅇ 외부 대응세력(경찰력 및 군대)과의 협력을 

위한 협약

ㅇ 핵물질 이송시 문서로 사전 통지

ㅇ 핵물질 이송시 보안 약정에 대한 사전 

확인 작업

ㅇ 다채널 통신 수단

ㅇ 핵물질 이송시 manned 

communication center

지연

ㅇ 정기적인 방호 훈련을 통한 성과도 평가 

규정 

ㅇ 최소화된 출입구(1곳이 최적)

ㅇ 이중 철조망 및 외벽

ㅇ 차량 저지물

대응

ㅇ 사고에 대비한 대응 절차서

ㅇ 정기적인 방호 훈련을 통한 성과도 평가 

규정

ㅇ 경비 요원의 훈련 계획 및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정

ㅇ 무장 경비대

ㅇ 야간용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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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 핵물질 방호 체제

현재 물리적 방호에 대한 국제 체제 또는 규범은 IAEA의 핵물질의 물리

적 방호에 대한 권고(INFCIRC/225/Rev.3), 핵물질 방호 협약

(INFCIRC/274/Rev.1), 원자력공급국그룹(NSG) 가이드라인

(INFCIRC/254/Rev.2) 등이 있다.

<IAEA 권고사항>

원자력 개발 초기에 IAEA는 핵물질의 국가 물리적 방호체계를 해당 국

가의 책임 하에 맡겨두었다.  그러나 국가간의 핵물질의 수송이 점차 증가하

고 또한 테러 집단의 탈취 가능성도 증가함에 따라 핵물질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물리적 방호조치 수준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차원에서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핵물질의 등급과 이에 

따른 물리적 방호 요건 등을 수정 및 개선하여 회원국에 권고해줄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서, IAEA는 1971년 국제 전문가회의

를 통하여 ‘핵물질 방호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1972년 각국에 배포하

다.  이와 같은 핵물질 방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1973년에는 

아르헨티나에서 건설중인 원전이 게릴라에 의해 점거 당해 정치적으로 이용

된 일이 있었으며, 1974년에는 미국 원전에서 사보타지 활동이 있기도 하

다.  1971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전문가 회의들의 결과로 1975년 9월 IAEA 

총회에 최종안이 제출되었으며 총회 인준을 거쳐서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권고’(INFCIRC/225)로 종합․정리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AEA의 권고는 국가내에서 핵물질 이용, 저장, 수송할 경우, 그리고 국가

간 수송할 경우에 대한 핵물질을 물리적으로 방호하는데 필요한 조직 및 기

술 문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IAEA의 권고는 총 7개 항목으로, ① 물리적 방호에 대한 일반 개요, ② 

국가 물리적 방호체제의 목적과 IAEA의 역할, ③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국

가 물리적 방호체제의 요소(규정, 운  책임 및 주체 등), ④ 물리적 방호 범

주에 따른 원자력 활동의 구분(핵물질 등급 구분 및 각 원자력 활동들에 대

한 사보타지의 정의), ⑤ 사용 및 저장중인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에 대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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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방호 요건(핵물질 등급에 따른 요건), ⑥ 이동중인 핵물질에 대한 물리

적 방호 요건(핵물질 등급에 따른 요건), ⑦ 용어 정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 협약>

1974년 제29차 UN 총회 연설에서 당시 미국 키신저 국무장관은 물리적 

방호에 대한 국제 체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뒤이어, 1975년에 개최된 제

1차 NPT 평가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물리적 방호에 대한 다자간 협정의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 동년 9월에 개최된 IAEA 총회는 결의안

(GC(XIX/RES/328)을 통하여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물리적 방호에 대한 국제

적 수단을 제공하는 수단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 다.  이에 따라 IAEA 사무

총장은 1977년 6월 미국이 준비한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줄여

서 ’핵물질 방호협약‘이라고 한다.)’ 초안을 각국에 배포하고 검토를 요청하

다.  이후 3차례의 정부대표회의 및 2차례의 비공식협의를 거쳐 1979년 10월 

26일 협약 본문을 첨부한 최종안을 채택하 다.  동 협약은 1980년 3월 3일

부터 IAEA 본부 및 뉴욕의 UN 본부에서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해 개방되

었으며, 1987년 2월 8일 발효되었다.  우리 나라는 본 협약에 1981년 12월 

29일 서명하 고 1982년 4월 7일 비준하여 1987년 2월 8일부로 발효하 다.  

1997년말 현재 핵물질방호협약의 당사국은 총 57개국과 Euratom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물질 방호 협약은 핵물질의 안전한 저장, 사용, 운송을 통하여 핵물질

의 평화 이용 촉진과 핵무기 확산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모두 23조로 구

성되어 있다.  

협약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핵물질의 국제 운송에 대한 물리적 방호

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 사용, 저장, 운송중인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

는 서문을 통하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해

당 국내의 사용, 저장, 운송중인 핵물질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핵물질의 물

리적 방호를 위한) 자주적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핵물질의 국제 운송에 대한 물리적 방호 의무

화



- 98 -

- 해당 국가가 원자력 관련 물자의 국제 운송에 대하여 부록에 명기된 

수준의 방호조치를 한다고 보증하지 않는 한 핵물질 수출 및 수입 금

지

-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해당 국내의 사용, 저장, 운송중인 핵물질에 대

하여 해당 국가의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를 위한) 자주적 주권을 침해하

지 않음.

- 도난 혹은 탈취 등의 사고에 대하여 당사국은 상기 핵물질을 회수하려

는 국가의 요구에 대하여 협력하고 지원하여야 함.

- 당사국은 핵물질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 을 경우에 직접 또는 

IAEA를 통한 간접으로 상대 정부 및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야 함.

- 당사국은 ① 범법 행위가 자국내에서 발생하 거나 자국 선박 또는 항

공기에서 발생하 을 경우, ② 공범이 자국민인 경우 등에 대하여 재판

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조치를 구축하여야 함.

한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물질의 등급 구분은 IAEA 권고에서 제

시하는 등급과 같다.  협약은 핵물질을 이동할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물리적 

방호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등급 II와 III의 핵물질은 양도자, 양수자, 운반자간의 이송 책임 권한 

등을 명시하는 계약 등 특별한 주의에 따라서 이송해야 함.

- 등급 I의 핵물질은 상기 등급 II, III 적용 요건 이외에 ① 경호인력에 

의한 항시 감시, ② (경찰 및 군대 등의) 대응 세력과의 긴 한 통신 

체제에 따라서 이송해야 함.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의 수출통제 지침>

NSG는 1978년 수출통제 지침을 발표하면서 수출 조건으로 물리적 방호 

조치 적용을 포함하 다.  이는 물리적 방호에 대한 당시의 국제적인 관심이 

반 된 것으로 판단된다.  NSG 지침에서는 수령국 정부가 이전된 모든 핵물

질 및 시설에 대해 승인 받지 않는 이용이나 취급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방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핵물질에 대한 방호 수준을 지침의 부속서에 

제시하고 있다.  NSG 지침에 규정된 물리적 방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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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방호의 목적은 핵물질을 허가 받지 않고 이용 또는 취급을 방

지함.

- 수령국 정부에 대하여 물리적 방호 조치를 요구함에 있어서 

INFCIRC/225와 기타 국제전문가들이 작성한 문서들을 참고함.

- 공급국은 ① 수령국의 어떠한 기관이 적정한 물리적 방호 수준이 이행

되고 있음을 보증할 책임을 갖는지 ② 수령국의 어떠한 기관이 핵물질 

도난 사고의 발생시 대응하고 회수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지를 수령국이 확정할 것을 요구함

- 공급국과 수입국은 국경 밖으로의 핵물질 수송 문제 및 기타 상호 관

심사에 대한 협의할 수 있는 연락처를 지정해야 함.

라.  핵물질 불법 거래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와 관련된 최근 현안은 핵물질의 불법 거래(illicit 

trafficking)이다.  핵물질의 불법 거래란 허가를 받지 않은 세력에 의한 핵물

질의 탈취 및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를 통하여 핵확산 위험을 증가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최근의 핵물질의 불법 거래 문제는 특정 핵보

유국의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과 러시

아는 양국이 합의한 전략핵무기감축협정(START)에 따라 양국이 보유한 전략 

핵무기를 감축하게 되어 막대한 양의 핵무기 사용 가능 핵분열성물질(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들 잉여 핵물질에 대한 처분 논의

가 진행되던 가운데 여러 차례의 핵물질을 탈취하려던 시도가 러시아와 동

구권에서 발각되었다.  1996년 3월에 미국 CIA의 John Deutch 국장이 상원

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1993년 11월 러시아 군인이 20% 농축 우라늄-235 

핵연료봉 4kg을 탈취하려던 사건이 있었으며 그후 러시아 및 동구권 등에서 

발생한 수십 차례의 핵물질 또는 방사능 물질 탈취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은 핵보유국내에서 발생하는 핵물질의 탈취 시도로 인하여 국제

사회는 핵무기 사용가능 핵물질에 대한 핵보유국의 물리적 방호체제의 안정

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 다.  1996년 9월 

IAEA, 미국 및 러시아는 3자간 약정을 체결하고, IAEA는 해체핵무기 발생 

핵물질에 대한 안전한 저장과 이들 물질이 다시 핵무기로 사용되지 않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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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 다.  이러한 국제기구를 통한 핵보유국의 물

리적 방호체제에 대한 안정성 확보 노력과 함께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

른 국가들은 미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핵무기 사용가능 물질에 대하여 엄격

한 물리적 방호를 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현재 핵물질 불법거래가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은 기존의 국제 핵비

확산 체제로는 급증하게 된 핵물질의 불법거래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1994년 11월에 46개국의 96명의 전문가

와 3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비엔나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는 핵물

질 불법 거래 사건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하는 기본적인 책임은 해당 국

가에 있음을 재확인하 다.  또한 불법 거래 문제에 대하여 IAEA가 중심이 

되어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당 국가의 물리적 방호 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보

완적 수단들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 고  IAEA가 ① 핵물질 불

법 거래와 관련된 정보센터(clearinghouse)의 역할을 할 것, ② 해당 국가의 

물리적 방호관련 요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할 것, ③ 국가의 물리

적 방호체제의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 등을 요구하 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IAEA는 ① 해당 국가의 핵물질 방호 국가 체제를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협력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② 핵물질 불법거래 데이터

베이스를 운 하고 있으며, ③ 물리적 방호와 관련된 전문가 서비스인 '국제 

물리적 방호 자문 서비스'(IPPAS: International Physical Protection Advisory 

Service)를 운 하고 있다.  

한편, 1996년 4월 G8국가가 참석한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원자력 

안전 및 안보정상회담’(Nuclear Safety and Security Summit)에서는 국가간 

정보교환의 확대, 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원자력 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한 

제반 체제에 대한 협력 강화, IAEA에 의한 훈련 및 교육 강화 등을 촉구하

면서 모든 국가들이 물리적 방호협약에 가입할 것과 INFCIRC/225/Rev.3에 

따른 IAEA의 권고를 자국 핵물질 방호체제에 적용할 것을 촉구하 다.  또

한 1997년 6월 G8 덴버 정상회담에서도 상기 사항들이 다시 강조되었다.  

현재 IAEA는 물리적 방호협약의 기탁처로서 물리적 방호 지침을 정기적

으로 개정하여 국제사회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IAEA의 

안전조치강화체제(SSS: 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와 같이 국제 물리

적 방호체제에서의 IAEA 역할의 강화를 포함한 국제 물리적 방호체제의 강

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이들은 IAEA가 핵물질을 보유한 국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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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핵물질에 대한 국내 사용, 저장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또한 각 국가

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IAEA가 주관이 된 국제적인 검증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핵물질 불법거래나 도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전문가

들은   핵물질 방호에 대한 책임을 해당 국가에 일임하여 왔던 국제 물리적 

방호체제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과거와 같이 해당

국가의 자율적인 국가 방호체제로는 급증하는 국제적인 핵물질 불법 거래 

시도를 방지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들은 국제적으로 각 국가

의 물리적 방호체제를 관리하는 국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

한 국제적인 규범들의 적용 범위, 규제 물질의 범위 등을 더욱 더 확대할 것

을 주장하고 있다.  

마.  핵물질방호협약관련 최근 동향

IAEA는 지난 1999년 11월부터 핵물질 방호협약의 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 다.86) 전문가 회의는 실무작업을 위한 

작업단을 구성하여 작업단을 중심으로 기술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 다.  이

후 수 차례의 회의 결과, 2001년 5월 전문가회의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발표하 다.87)

첫째, 현재 핵물질방호협약을 개정하여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될 

협약은 당사국내 핵물질 저장, 이용 및 운반할 때까지 협약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개정될 협약은 전문가회의의 합의로 작성된 ‘물리적 방호 목

표 및 기본원칙(Physical Protection Objectives and Fundamental Principles)’

을 반 하도록 한다.88) 단, 다음 사항들은 개정될 협약에서 제외한다.  

- 협약 적용 범위에 군사용 핵물질과 군사 핵시설을 포함시키는 것

- 국제적으로 강제성을 띤 감시를 협약에 포함시키는 것

- 국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이에 대한 전문가평가(peer 

review)를 실시토록 하는 것

86) 2000년까지 경과는 다음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 대외

정책 연구｣, KAERI/RR-2097/2000, 2000.) 

87) 본 문건의 전체 번역은 다음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핵물질 방호협

약“ 개정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전문가회의의 실무단 회의 의장보고서와 최종보고서(번역본)｣, 

KAERI/TS-168/2001, 2001.)  

88) 2001년 9월 11일에 개최된 이사회는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 목표 및 원칙’을 승인하 고 제45

차 정기총회에서도 이사회의 승인을 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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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권고안(INFCIRC/225)을 의무적으로 준수토록 하는 것

둘째, ‘물리적 방호의 목표 및 기본 원칙’을 총회 결의안으로 작성한다.  

전문가회의는 개정될 협약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IAEA 총

회 결의문이라는 정치적 선언을 통하여 회원국들이 합의하는 형식을 갖기로 

하 다.89)  셋째, ‘방호기준(Security Fundamentals)'을 발간한다.  이는 IAEA

가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안전기준과 유사하게 핵물질 방호에 대한 기

준을 제시하는 의미를 갖는다.  

넷째, 핵물질 방호와 관련한 사무총장 자문기구를 설립하고 핵물질 방호

에 대한 기구 사업을 강화하도록 IAEA에 권고한다.  

이후 2001년 9월 IAEA 이사회에는 ① 5월 전문가회의의 권고안, ② 총회 

결의안 작성을 위한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의 목표와 기본 원칙(안)‘, ③ 

IAEA의 향후 추진계획 등이 제출되었고90), 같은 해 제45차 IAEA 정기 총회

에서 결의안으로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91) 

첫째, 물리적 방호의 목표 및 기본원칙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환 한다.  

둘째, 회원국들은 상기 원칙을 자국내 평화적 목적의 핵물질 및 원자력시

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를 위한 국가체제를 수립하고 이행하고 통제함에 적

용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사무총장이 법률 및 기술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하여  핵물

질방호협약을 강화하기 위한 수정안 초안을 준비하고 이를 당사국들이 검토

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을 환 한다.  

넷째, 사무총장이 '방호사업자문위원회(PAGS: Programme Advisory 

Group on Security)' 설립을 고려하고 이를 통하여 회원국 전문가들의 의견

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을 환 한다.  

다섯째, 사무총장에게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의 테러방지와 관련한 IAEA 

사업 및 활동을 검토하고 이사회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회원국들에게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여섯째, 핵물질방호협약 비당사국들에게 가입을 요청한다.  

제45차 총회 결의안에 따라 IAEA 11월 이사회에서 사무총장은 핵물질 

89) 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90) IAEA, Nuclear verification and security of material, GOV/2001/41, Aug.  2001.

91) IAEA, Measures to improve the security of nuclear materials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GC(45)/RES/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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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사성물질의 테러방지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IAEA 사업 및 활동에 대

한 보고서를 제출하 다.92) 

첫째, IAEA는 핵물질 및 방사성 물질의 테러(이하 핵테러로 칭함)를 방

지하기 위하여 ①국제기준 개발, ②정보교환 forum 제공, ③국제기준과 현실

간의 차이 규명, ④국제기준과 현실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 개발, 

⑤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둘째, IAEA는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단기 조치들로 다음 사항들을 고

려하고 있다.  

① 회원국의 방호 현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

② 현황 파악 후, 회원국의 지원하에 이행방안을 포함한 권고안을 마련.

셋째, IAEA는 핵테러에 대한 추가 조치들로 인하여 최대 연간 1,200만불 

정도 필요한 것으로 추정한다.93) 만일 IAEA가 수행할 업무를 보다 확대하여 

즉, 회원국의 물리적 방호 설비를 개선하고 국경선에 설치된 탐지 설비를 관

리하는 업무를 추가한다면 상기금액에 별도로 연간 2,000만불 이상 소요될 

것이다.  

넷째, 추가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IAEA는 <표 4-2-4>와 같은 네 가지 방

안을 제시하 다.  

다섯째, IAEA는 신속한 이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자발적인 모금형식

으로 특별재원을 구성하는 안(제1안)’을 최적 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10월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NTI(Nuclear Threat Initiative)는 

핵테러 방지를 위한 IAEA 활동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총 120만불을 기부하

기로 하 다.  

한편, 2001년 5월 전문가회의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핵물질방호체제를 구

축하거나 강화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핵물질 방호에 대한 목표와 일반 

원칙”을 제시하 다.  또한 각국의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IAEA 총회 결의

문 형태로 하기로 하 다.  그 결과 지난 제45차 정기총회에서는 결의안으로 

통과되었다.  다음은 전문가회의에서 합의된 “핵물질 방호에 대한 목표와 일

반 원칙”의 주요 내용이다.

• 물리적 방호의 목표

92) IAEA, Protection against nuclear terrorism, GOV/2001/50, Nov.  2001.

93) 1,200만불은 주로 새로운 기준, 규정 및 방법론 개발 및 회원국 지원사업 등에 소요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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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물리적 방호를 위한 IAEA 추가 재원마련 방안(안)

방안 재원 모금 성격
회원국에 목표액 

할당 여부
특징

제1안 특별 재원 자발적 ×
•신속한 이행 가능

•재원 확보를 예측하기 힘듦

제2안 “ “ ○
•할당 규모 산정 필요

•재원 확보를 예측하기 힘듦

제3안 특별 재원 강제적 ○

•할당 규모 산정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 높음

•재원 확보를 예측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사업 추진용이

제4안 정규 예산 “ ○

•정규 예산의 추가 사업으로 

지정

•이에 따라서 정규예산을 

추가로  증액함.

•Zero real growth 원칙 위배

첫째, 사용, 저장 및 운송중 핵물질의 불법 탈취를 예방한다.  

둘째, 도난 혹은 분실된 핵물질의 소재를 파악하고 회수하기 위하여 국가

의 신속하고 전면적의 조치 이행을 보장한다.  

셋째, 원자력 시설의 사보타지와 사용, 저장 및 운송중인 핵물질의 사보

타지를 예방한다.  

넷째, 사보타지로 인한 방사선 향을 경감하거나 혹은 최소화한다.  

• 물리적 방호의 일반 원칙

총 12개의 물리적 방호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 다.  

첫째, 국가 책임 원칙이다.  해당국가는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 체제를 구

축하고 이를 이행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갖는다.  

둘째, 국제 운송중 책임 원칙이다.  핵물질의 국제 운송에서 방호에 대한 

책임이 다른 국가로 넘겨질 때까지 핵물질 방호에 대한 해당국가의 책임은 

유지된다.  

셋째, 입법 조치 및 규정 체계 원칙이다.  해당 국가는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 체제를 규정하는 법 조치 및 규정 체계를 구축할 책임을 갖는다.  

넷째, 방호 관련 기관 원칙이다.  해당 국가는 법 및 규정체제를 이행할 

담당 기관을 설립 혹은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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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인허가 보유자 책임 원칙이다.  해당 국가는 핵물질 방호의 이행

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또한 해당국가는 핵물질 혹은 원자

력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를 이행하는 기본적인 책임이 관련 인허가 보유

자 또는 운 자 또는 운송자에게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여섯째, '방호 문화'(Security culture) 원칙이다.  핵물질 방호와 관련된 

모든 조직들은 조직 내에서 방호 문화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개발 및 

유지에 최고의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한다.  

일곱째, 위협(Threat) 원칙이다.  해당 국가의 물리적 방호는 국가에 대한 

현재 위협을 평가한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한다.  

여덟째, ‘단계별 접근’(Graded approach) 원칙이다.  핵물질 방호 요건들

은 ,현재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여, 핵물질의 상태, 불법 탈취로 인한 예

상되는 결과 등에 대한 단계별 접근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아홉째, ‘심층방호’(Defense in depth) 원칙이다.  해당 국가의 핵물질 방

호 수단들 즉, 방호 구조물 또는 인력, 기술 사항 및 방호 조직 구성 등에 

다 단계(layer)와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야 한다.  

그밖에 핵물질 방호 체제의 품질 보증 원칙, 비상계획 원칙 및 비  유지 

원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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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위협 및 핵테러에 대한 기술적 대응

한반도가 핵위협과 핵테러에서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 수 없음은 앞서 기

술한 바와 같다.  반면에 우리 나라는 주변국가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확실한 억제능력(핵억제 혹은 월등한 군사력 등)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 국가

안보를 미국 등과의 동맹체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변국의 위협

에 대해 동맹체제를 통하여 즉각 해결을 기대할 수가 없는 핵테러나 제한전 

혹은 국지적 분쟁과 같은 위협에 발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에 대

한 독자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즉 위기사태시 응징보복이나 ‘거부적 

억제’94)를 행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의사의 표명을 통

한 억제효과를 갖춰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95) 

이러한 점에 주변국의 핵위협과 핵테러 가능성에 대비하는 대응 방안으

로서 다음 4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방어적 대응이다.

이는 핵공격에 대비하여 조기 추적 및 경보와 타격 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다.  또한 핵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핵물질 방호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국가방재시스템의 일환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격억지력의 확보이다.

여기에는 핵강국과의 동맹에 의한 핵우산의 확보가 대표적인 것이다.  반

면에 독자적인 핵능력 확보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

지 않으며, 미국 등과의 동맹관계에 의한 핵우산의 확보로 인하여 이의 실현

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피해의 최소화이다.

국가방재시스템에서 별도의 핵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핵 제염 및 해체기

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며, 주요 시설과 기능(또는 인사)에 대한 방호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국내 핵방재시스템은 핵공격이나 가공할 핵테러를 

94) ‘거부적 억제전략’의 경우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개념과 보복공격(second strike) 개념

에 기초한 두 가지 형태의 전략을 의미한다.

95) 김동성, 동아시아의 군비증강과 한국의 대응, 2001년 新亞細亞硏究所 추계세미나, 200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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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며, 단지 원자력사고에 대비하는 차원 것이다.  따라

서 핵위협과 핵테러 등을 고려한 핵방재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외교적 대응이다.

한반도 주변 지역 즉,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공동안보체제 구축으로 핵

위협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 역내 핵위협 및 핵테러에 대한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 역내의 핵비확산체제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역내의 핵비확산체제 구축은 역내 국가들 중 핵무기 보유국이 3개국

에 이름에 따라 실질적인 실현이 어려우며, 핵무기 비보유국간의 핵비확산 

체제의 구축도, 핵개발 의혹국가의 포함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변국에 의한 핵위협과 핵테러에 대한 대응은 대부분 정치 

외교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 기술적인 방안으로는 핵공격 등의 추적․경

보․타격 기술의 확보, 핵시설의 보안 및 핵물질 방호 체제의 구축, 방사능

의 신속 제염 기술 및 오염시설의 해체 기술 확보 등을 국가 방재시스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요 시설 및 기능(인사)에 대한 방호체제를 구축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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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폭발의 향 분석

4.1.  핵폭발의 유형

핵폭발의 형태는 공중 폭발, 지표면 폭발 및 반지하 폭발의 3가지로 구분

되면, 그 향도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핵폭발은 공중 폭발이 되도록 설계

되어 있으며, 특별히 지하의 특정 시설을 파괴하거나 방사선 및 열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경우 등 특정 목적이 있을 때에만 지상 또는 반지하 폭발

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핵폭발이 일어나면, 충격파가 비누거품이 확장되는 것과 같이 전파되어 

나간다.  공중 폭발이 일어날 경우에 충격파 거품은 확장되면서 지상에 도착

하게 되면 반향되게 되어 2차 충격파를 형성하게 되며, 2차 충격파는 1차 충

격파를 뒤따라 전파되게 된다.  이 2차 충격파는 1차 충격파보다 속도가 빨

라서 1차 충격파를 추월하게 되고 결국에는 1차와 2차 충격파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일 충격파를 형성하게 되고, 그 위력이 엄청나게 증대되게 된다.  

이렇게 공중 폭발로 인하여 충격파가 증폭되는 현상을 Mach 효과라고 부르

며, 이 때 단일 충격파가 형성되는 기저를 중심으로 스커트가 형성된다.  이 

스커트는 지면을 따라 바깥 방향으로 전파되어 가면서 증폭되는 효과를 보

인다.

공중 폭발 시 폭발 고도가 높을수록 1차 충격파가 지면에 도달할 때의 

위력이 약해지지만, 충격파의 향 범위는 넓어진다.  한편, 핵폭탄의 폭발력

과 폭풍압이 정해지면, 그 값에 최적인 단일 폭발고도, 즉 충격파의 위력을 

최대화하는 고도가 있는데 이를 주어진 폭발력과 폭풍압에 대한 최적 폭발

고도라고 한다.  

한편, Mach 효과는 50 psi 압력 이하에서 효과가 있으며, 그 이상의 압력

에서는 효과가 크게 증대되지 못한다.  그리고, 공중 폭발시 열선에 의한 

향도 다른 폭발 형태보다도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지표면 폭발은 일정 지역 내에 방사능 낙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지

역내의 매우 단단한 구조물을 파괴할 목적인 경우 또는 반지하에 건설된 구

조물을 파괴하고자 할 경우에 좀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표면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토양을 통하여 충격파가 전달되고, 이것이 건축물을 파괴하는 것

이다.

반지하 폭발 시에는 분화구가 생기며, 이로 인하여 지중 구조물의 파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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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다.  이 때는 열선의 방출을 최소화하고, 또한 충격파의 향 범위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4.2.  핵폭발의 향 개요

핵폭발에 의해서 나타나는 향은 즉발 향과 후발 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발 향은 핵폭발 이후 수초 내지는 수분 이내에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열과 폭풍 및 방사선에 의해 발생된다.  후발 향은 방

사능 낙진과 기타 환경에의 향으로서 수시간 후부터 수세기에 걸쳐 나타

나며, 핵폭발이 일어난 지역으로부터 훨씬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향을 미

친다.  

한편, 핵폭발시에 발생되는 에너지는 <표 4-4-1>에서와 같이 대부분 충격

파(폭풍)로 발산되고, 방사선으로 발산되는 에너지는 5% 수준이다.96) 그러나 

수소폭탄의 경우는 전체에너지의 30%가 폭풍으로, 20%가 열로 발산되며, 나

머지 50% 정도가 방사선으로 발산되는 등 방사선에 의한 향이 매우 크다.  

본 보고서에서는 원자폭탄의 경우를 대상으로 핵무기의 향을 분석한다.

<표 4-4-1> 핵폭발시 에너지발생 분포

구   분
100kt 이하급

 핵폭탄

1MT 이상급

핵폭탄

열 35% 45%

폭풍 (충격파) 60% 50%

방사선

(80% 감마선, 20% 중성자선)
5% 5%

가.  즉발 향

핵무기가 폭발할 때는 “핵폭발의 세 가지 효과”라고 불리는 열, 폭풍 및 

방사선의 세 종류의 향이 있다.  이 세 가지 효과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핵

무기 폭발력에 따라 달라진다.  저 폭발력에서는 3가지 효과 모두다 중요한 

96) Nuclear Weapons Frequently Asked Questions, Version 2.24: 20 February 1999

   (http://www.envirolink.org/issues/nuketesting/h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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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2.5kt의 폭발력을 가지는 핵무기의 경우 3가지 효

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폭발지역 반경 1km 이내에서 치명적인 피해

가 발생하게 된다.  

공기는 열선은 공기를 투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물에 직

접 복사되어 향을 주게 된다.  핵무기의 폭발력이 100배정도 증대되면, 열

선에 의한 피해지역도 100배정도 넓어진다.  

폭풍에 의한 향은 부피효과이다.  폭풍에 의한 파장(충격파)은 대상물

에 에너지를 가하게 되는데, 고체 물질을 통과하게 되면 파에 의해 전달된 

에너지가 물질에 그대로 남아 있게되어 치명적으로 된다.  

방사선에 의한 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약해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방사선은 공기 중에 흡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방사선의 강도

가 약해지는 정도는 더욱 가파르게 된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은 폭발력이 15kt 정도인데, 3가지 효과 모두가 

치명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그 중에서 화상에 의한 향이 가장 컸는데, 

폭발 첫째 날 사망한 사람의 2/3가 화상에 기인한 것이었다.  또한 생존자 

중에서 폭풍과 화상에 의한 부상자가 60∼70%에 이르 으며, 방사선의 치사

선량을 피폭받을 수 있는 역 이내에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화상과 폭풍압

에 의해 먼저 사망하 으며, 결과적으로 생존한 부상자들 중에서 방사선에 

의한 부상자들은 단지 30%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다.

핵무기의 폭발력이 수백 kt 이상이 되면 (이는 전형적인 전략무기임) 즉

발 방사선에 의한 피해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화상에 의한 치명

적인 향은 폭풍에 의한 치명적 향 범위밖에 거주한 사람들에게서 나타

나게 된다.  

폭발력이 20 Mt을 넘어서게 되면 3도 화상을 유발하는 역이 폭발지점

에서 40km 정도에 이르게 되는데 반해, 이 정도의 거리에서는 폭풍에 의한 

향은 창문이 부서지는 수준이 된다.

나.  후발 향

가장 전향적인 후발 향은 바로 장수명 방사성물질의 생성에서 기인한

다.  이는 핵폭발 시 핵반응에 의하여 형성되는 방사성물질에서 발생되는 2

차 방사선에 의한 향이다.  이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은 “7배수의 법칙(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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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evens)"에 의해 감소되는데, 최초 폭발 후 경과 시간이 7배수가 될 때마

다 방사능의 강도가 1/10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최초 폭발 후 7

시간이 지나면 폭발 후 1시간 때의 방사성물질의 방사능 강도의 90%가 줄어

들게 되어 1/10로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7×7시간(약 2일)이 지나면 7시간 

때의 방사능 강도의 1/10로 되고, 2×7일(2주)이 지나면 2일 째의 방사능 강

도의 1/10로 된다는 것이다.  결국 2주가 지나면 폭발 후 처음 1시간째의 방

사능 강도의 1/1,000로 줄어들게 된다.  

방사성물질은 폭풍과 열에 의해서 대기 중으로 부상하 다가, 다시 지면

으로 낙진하게 되는데, 이 방사능 낙진이 바로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하게 되

는 것이다.

방사능 낙진에 의한 방사선 향 외에 또 다른 자연환경에의 충격이 가

해지는데 인류에게 매우 해로운 것이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오존층의 파괴

와  핵겨울의 유발이다.  오존층은 핵화구의 높은 온도에 의해서 주변 대기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대기가 팽창하고 다시 냉각되면서 대기중의 산소와 

질소로부터 대량의 질소산화물이 생성하게 되는데, 이 질소산화물이 핵폭발

력에 의해 성층권의 오존층에 도달하게 되면서 오존층을 파괴하게 되는 것

이다.  핵겨울은 핵폭발로 인하여 생성되는 대량의 분진(검댕이 등)에 의해 

태양 빛이 흡수되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이는 그 유명한 

TTAPS(Troco, Toon, Ackerman, Pollack, and Sagan)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다.  전자기파 향

핵폭발이 일어나면 고온의 방사선이 생성되고 이 방사선에 의해서 이온

화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 경우 이온화 물질에 의해 전류가 형성되고 전자

기장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를 일반적으로 EMP(Electromagnetic Pulse)라고 

부른다.  생물체는 EMP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도하고, 또한 전기 장치나 

전자 장치의 경우 구적으로 고장나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EMP 향의 크기는 폭발의 고도에 크게 좌우된다.  고도 4,000m 이하의 

저고도나 지표면에서 폭발하게 되면 심각한 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고도

가 30,000m 이상의 높은 고도에서 폭발하게 되면 이 향은 더욱 커지게 된

다.  그러나, 상기 고도의 중간 고도에서 폭발하게 될 경우에는 EMP의 향

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있는데, 이는 폭발 시에 생성되는 즉발 감

마선을 비대칭적으로 흡수하여 EMP가 만들어지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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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핵폭발 즉발 향의 분석

핵폭발 시에 발생되는 즉발 향의 3가지 요소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열, 폭풍 및 방사선이다.  이들의 향을 수치적으로 분석하여 핵무기의 폭

발력에 따라 치명적인 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를 알아보는 것이 본 

분석의 목적이다.  즉, 2.5kt의 폭발력을 가진 핵무기를 폭발시켰을 때, 열에 

의해서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되는 지역의 범위가 폭발지점으로부터 몇 km 

떨어진 곳까지인가를 알아보는 것 등이다.  다음 <표 4-4-2>에서와 같이 예

를 들면, 20kt이 폭발하면 3도 화상을 당하게 되는 거리가 2.7km 이내이고 2

도 화상은 3.2 km 이내의 사람들이 모두 당할 수 있다는 등이다.

<표 4-4-2> 핵폭발에 의해 화상을 입게되는 범위 예

구분

20 kt급 핵폭탄 1 Mt급 핵폭탄  20 Mt급 핵폭탄

발생열량

(cal/cm
2)

피해거리

(km)

발생열량

(cal/cm
2)

피해거리

(km)

발생열량

(cal/cm
2)

피해거리

(km)

1도 화상 2.5 4.3 3.2 18 5.0 52

2도 화상 5.0 3.2 6.0 14.4 8.5 45

3도 화상 8.0 2.7 10.0 12 12.0 39

본 분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가정하거나 고려하 다.

- 폭발력 2.5kt인 핵폭탄의 경우 열, 폭풍 및 방사선의 향 범위가 유사

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2.5kt 핵무기의 향을 기초로 하 다.

- 열에 의한 향은 폭발 즉시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을 수 잇는 거리를 

표시한다.  3도 이상의 화상은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는 부상

이다.

- 폭풍 향은 폭발 즉시 5.0 psi의 폭풍압이 전파되는 곳까지의 거리로 

표시한다.  이 폭풍압은 대부분의 건물이나 빌딩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는 

압력 수준이다.

- 방사선에 의한 향은 폭발 즉시 1,000 rad의 방사선을 피폭당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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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가지의 거리로 표시한다.  이는 피폭 즉시 사망하는 수준의 방사선의 

세기이다.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향 관계식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열에 의한 향]

 Rthermal = Y
0.41 × Constant thermal

[폭풍에 의한 향]

 Rblast = Y
0.33 
× Constantblast

[방사선에 의한 향]

 Rradiation = Y
0.19 × Constant radiation

여기에서 R은 폭발지점으로부터의 거리(km)를 말하며, Y는 핵무기의 폭

발력(kt), Constant는 향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이다.  Constant는 

다음과 같다.

Constantthermal은 1도 화상을 대상으로 할 경우 1.20, 2도 화상은 0.87, 3도 

화상의 경우는 0.67이다.  본 분석에서는 0.67을 사용한다.  Constantblast는 1 

psi를 대상으로 할 경우 2.2, 3 psi의 경우 1.0, 5 psi의 경우 0.71, 10 psi의 

경우 0.45, 20 psi의 경우 0.28이다.  본 분석에서는 0.71을 사용한다.  

Constantradiation은 1,000 rad 피폭을 대상으로 할 경우 0.62의 값이 사용된다.

상기 식과 상수를 사용하여 열에 의한 향을 평가한 결과가 다음 <표 

4-4-3> 및 <그림 4-4-1>이다.  

<표 4-4-3> 핵폭발 열에 의한 3도 화상 유발 거리

폭발력 (kt) 반경 (km 이내)

10 약 1.7

100 약 4.4

1,000

(1 Mt)
약 11.4

10,000

(10 Mt)
약 29.3

20,000

(20 Mt)
약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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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들은 폭발 후 3도 화상이 유발되는 지역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것으

로서 전술핵무기 수준인 100kt 이하의 핵무기가 폭발하게 되면 반경 4.4 km

이내의 모든 생물들은 3도 화상을 입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전략 핵무기 수

준인 10Mt급의 핵무기가 폭발하게 되면 반경 30km 이내의 모든 생물들이 3

도 화상을 입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4-4-1> 핵폭발 열에 의한 3도 화상 유발 거리

또한 핵폭발 시 발생되는 5 psi 폭풍압의 향을 받게 됨으로써 모든 건

물 등이 파괴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핵무기의 폭발력에 따라 표시한 것이 

<표 4-4-4>과 <그림 4-4-2>이다.

여기에서 보면 전술 핵무기 수준인 100kt급의 핵무기가 폭발하게 되면 

반경 3.3km 이내의 지역이 5 psi의 폭풍압의 향권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지역 내 모든 건물들이 파괴될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전략핵무기 수준인 

10Mt급 핵무기가 폭발하게 되면 반경 14.8km 이내 지역의 모든 건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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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si의 폭풍압의 향으로 파괴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4-4-4> 핵폭발시 5psi 폭풍압의 향 거리

폭발력 (kt) 반경 (km 이내)

10 약 1.5

100 약 3.3

1,000 (1 Mt) 약 6.9

10,000 (10 Mt) 약 14.8

20,000 (20 Mt) 약 18.7

<그림 4-4-2> 핵폭발시 5psi 폭풍압의 향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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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핵폭발 시 발생되는 즉발 방사선에 의해 1000rad를 조사 받게 되어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핵무기의 폭발력에 따라 

표시한 것이 <표 4-4-5>과 <그림 4-4-3>이다.

<표 4-4-5> 핵폭발시 1,000rad의 방사선 조사 거리

폭발력 (kt) 반경 (km 이내)

10 약 1.0

100 약 1.5

1,000 (1 Mt) 약 2.3

10,000 (10 Mt) 약 3.6

20,000 (20 Mt) 약 4.0

<그림 4-4-3> 핵폭발시 1,000rad의 방사선 조사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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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보면 전술 핵무기 수준인 100kt급의 핵무기가 폭발하게 되면 

반경 1.5km 이내의 지역의 모든 생물들은 1,000rad 정도의 방사선을 피폭되

어 거의 죽게될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전략핵무기 수준인 10Mt급 핵무기가 

폭발하게 되면 반경 3.6km 이내 지역의 모든 생물들이 1,000 rad의 방사선을 

피폭받아 죽음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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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건의사항

동북아시아는 긴장과 갈등이 계속 존재하는 지역으로 타 지역과는 달리 

군사비 지출이 증대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 주변국

들은 핵무기 강국과 우수한 핵능력을 보유한 국가들도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항상 잠재적 핵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미국

의 핵우산에 의해 한반도 주변에서 핵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핵테러는 언제 어디에서나 발생 가능하므로 우리 나라도 예외일 수

가 없다.  우리 나라가 테러의 직접적인 목표가 아닐지라도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목표로 하는 경우, 또는 우리 나라 내의 다른 국가들의 

주요시설이나 기능을 목표로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주변국의 핵위협과 핵테러 가능성에 대비하는 대응 방안으

로서 (1) 방어적 대응, (2) 공격억지력의 확보, (3) 피해의 최소화 및 (4) 외교

적 대응의 4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 4가지 방안 중 기술적인 입장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 방어적 

대응이다.  이 방어적 대응은 국가의 핵비상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비상대응체제의 강화]

- 원자력사고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 국가방사선비상대응체제에 핵폭

발(핵위협) 및 핵테러에 대응한 핵비상대응체제를 포함하여 강화하도록 

한다.

- 핵비상대응체제에서는 주요 국가핵심시설, 핵심기능(또는 인사)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는 핵폭발에 견딜 수 있는 공학적 방호시

설의 구축도 포함된다.

[환경방사선방호, 제염 및 복구기술 개발의 강화]

- 핵오염에서의 신속한 대피 및 복구를 위하여 환경방사선방호기술, 고방

사능 제염과 고방사능 오염 구조물의 해체 기술이 필수적이다.

- 현재 상용 원자력시설에의 적용 기술은 추진중에 있으며, 국가 안보 차

원에서의 소요기술 분석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개발은 기술 수요처와 공급처간의 협의와 협력이 요구되는데, 

현재 기술 수요처와 공급처간의 원활한 매개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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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기 기술 수요처에서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술의 개발 동향을 추적하여

야 할 것이며, 현재와 같은 소극적인 민군겸용기술개발 정책에서 탈피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민군공동프로젝트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기술 수요처와 공급처간의 원활한 매개 역할을 담당할 대덕연구

단지내 “민군겸용기술협력관”(가칭) 상설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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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미국의 신에너지정책 

- 원자력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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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신 ｢국가에너지정책｣ 개요

○ 2001년 2월 부시 미국 대통령은 체니 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NEPD(National Energy Policy Development) 그룹을 구성

- 7개 부처(국무부, 재무부, 내무부, 농업부, 상무부, 교통부, 에너지부) 장

관들을 포함하여 총 14명으로 구성

- 신뢰할 수 있고, 공급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미래 에너지의 생

산 및 배분을 민간 부문(필요한 경우 주정부 및 지방정부 포함)에서 진

흥토록 유도할 정책 수립 목적

- 캘리포니아 등 미국 전역에서 겪고 있는 에너지 부족 및 가격 상승 현

상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

○ 2001년 5월 17일 부시 대통령이 NEPD 그룹의 보고서인 ｢국가에너지정

책｣을 소개하는 성명 발표

-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총 105개 사항 권고

-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 클린턴 행정부시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던 에너지원 개발 및 공급 확대 측면을 강조

- 향후 ｢국가에너지정책｣의 권고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술 

검토, 관련 입법, 예산 배정 등 후속작업 진행 예정

○ 신 ｢국가에너지정책｣은 이제까지의 미국 정책과 다르게 원자력의 이용 

확대 정책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권고

- 부시 대통령은 “청정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이용을 확대해

야 한다”고 강조

- NRC의 인허가 절차 신속화, 원자력 손해배상법 연장, 방사성폐기물처

분장 건설 촉진 등 원자력 발전 확대를 고무시킬 조치 검토 및 이행 

권고  

- 또한 방사성폐기물 감축을 위한 핵연료 전처리(conditioning), 재처리 

및 핵연료 처리 기술에 대한 재검토 권고

○ 이러한 정책 변화로 향후 미국내의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자력 발전 및 

산업 확대와 원자력 연구개발의 활성화 전망

- 이에 따라 원자력 산업, 연구개발, 안전규제 분야 등에서 한‧미간 원자

력 협력의 대폭적인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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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원자력 관련 권고사항 분석

원자력 관련 권고사항 

1.  대통령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주요 요소로서 원자력 이용의 

확대를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1) NRC가 신형 원자로 인허가 신청의 평가 및 신속 처리를 

준비하는데 있어 안전과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독려한다.

(2) 현존 원전의 안전한 출력상승 운전으로 발전량을 

증대하려는 발전회사들의 노력을 NRC가 촉진하도록 

독려한다.

(3) NRC가 안전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현존 원전들에 

대한 인허가를 재발급 하도록 독려한다.

(4) 원자력이 대기의 질을 개선할 가능성에 대해 DOE 장관과 

환경보호청장이 평가하도록 지시한다.

(5) 원자력 발전 확대 가능성에 비추어 원자력 안전규제 이행에 

필요한 자원을 증대시킨다.

(6) 방사성폐기물 심지층처분장을 마련하기 위해 최고(수준)의 

과학을 이용한다.

(7) 원전해체를 위해 적립한 자금은 원전을 매매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입법을 지원한다.

(8) Price-Anderson 법을 연장하는 입법을 지원한다.

2.  선진 핵연료주기 및 차세대 원자력기술 개발 측면에서, 

미국은 폐기물을 줄이고 핵확산저항성을 제고하는 

(Pyroprocessing과 같은) 핵연료 전처리 방법의 

연구‧개발‧사용을 허용토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함에 있어,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분리된 플루토늄의 

축적을 억제할 것이다.

3.  미국은, 핵연료주기가 선진화되었고 지금까지 긴 히 

협력해 왔던 국가들과 공동으로,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고, 핵확산저항성이 제고된 재처리 및 

핵연료 treatment 기술의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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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 이용의 확대 지원

○ 미국 내에서 원자력 발전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존 원전의 출

력상승 및 수명연장, 신규 원전 건설 등이 있음.

○ 미국 전력회사들이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저할 수 있는 요인은 인허가 

기간의 장기화, 폐기물처분장 미비, 국민이해, 원자력 사고시의 손해배상, 

투자위험성 등을 들 수 있음.

○ NEPD 그룹은 이러한 요인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전력회사들의 원자력 발

전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됨.

- 1992년 ｢포괄적에너지정책법｣에 따라 도입된 인허가 일원화체제(사전 

부지허가, 설계인증 및 운전허가 절차 일원화)가 안전 및 환경보전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국민에게 확신시켜 신규 원전에 대한 인허

가 일원화체제가 잘 적용되도록 함.

- 현존 원전의 출력상승 및 수명연장에 대한 인허가를 합리적으로 수행

토록 하여 전력회사의 부담을 경감함.

- 원자력 발전이 대기오염 완화에 기여한다는 분석을 통해 국민이해를 

높이고 원자력 발전회사에 좋은 이미지 및 명분을 주고 향후 경제적 

이익까지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줌.

- 향후 원자력 발전 확대로 안전규제 이행에 필요한 자원(인력, 예산, 기

술 등)을 확보케 함으로써 안전 확보에 대한 일반국민의 우려를 불식시

킴.

- 최고 수준의 과학을 동원하여 처분장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케 

함으로써 전력회사 및 일반국민에게 폐기물처분장 지정 및 건설에 대

한 분명한 의지를 밝힘.

- 원전 매매시 해체적립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원전의 

인수합병을 가속화시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함.

- 원자력 손해배상법으로서 2002년 만료되는 Price-Anderson 법을 연장시

켜 전력회사 및 원전공급자의 원전 건설을 독려하는 법적 체제를 유지

함.

○ 향후 NRC의 제도 정비 및 자원 확보, DOE 및 환경보호청의 원자력 역

할평가, 의회에서의 입법 등 구체적 조치가 뒤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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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개발 정책 재검토

○ 미국은 1978년 핵비확산법(NNPA) 발효와 함께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금지 정책을 견지해 왔음.

- 핵확산저항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작했던 IFR(Integrated Fast Reactor) 

연구개발 프로그램도 1994년 중단된 바 있음.

- FFTF(Fast Flux Test Facility)도 클린턴 정부때 가동 중단 결정이 내려

졌으나 현재 부시 행정부에서 이를 재검토중임.

○ 미국 원자력연구계의 염원을 반 하여 이제까지 미국이 견지해 온 사용

후핵연료 재활용 금지 정책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측면에서 근본적으

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

-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면서 이에 포함된 플루토늄을 연소시켜 핵비확

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Fuel Conditioning Methods”

의 연구‧개발 및 사용을 허용하도록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것

으로 평가됨.

• “Conditioning Methods”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Purex 공정보다는 핵비확산 측면에서 효과적인 Pyroprocessing 등을 

의미하며, 이의 결과물을 금속연료(또는 MOX)로 제조하여 고속로(또

는 경수로)에서 연소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됨.

-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고, 핵확산저항성이 

제고된” 재처리 및 핵연료 처리기술의 개발을 권고한 것은 외국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향후 이 분야의 추가 연구개발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평가됨.  

• “재처리 기술”은 상기의 특성을 갖는 선진 재처리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Pyroprocessing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핵연료 처리기술”은 재처리를 거치지 않고 사용후핵연료의 내용이나 

형상을 변경하여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을 감소시키는 처리기술을 의미

하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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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의 원자력 분야 전망

1.  원자력 산업

○ 이번 ｢국가에너지정책｣ 발표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추진해 왔거나 계획

중인 미국 전력회사들이 큰 힘을 받았을 것으로 평가됨.

- 원전 이용률 증대로 원전의 경쟁력이 향상되었고, 인허가, 원자력 손해

배상,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 원자력 이용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를 확인한 셈임.

- 향후 의회 반응 및 반핵단체들의 활동이 관건이 될 수 있으나 아직까

지는 원자력 이용 확대에 대한 큰 반대는 보이지 않고 있음.  

- 향후 미국 전력회사들은 원전 합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켜 나

가고, 원자력 발전 확대를 대거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내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회사들이 원전 출력상승 및 수명연장을 추

진할 것으로 전망됨.  

- 원전 출력상승을 통해 12,000 MWe의 용량 증대효과가 기대됨.

- 현존 원전의 90% 이상이 수명연장(40년→60년) 예상됨.

○ 미국 전력회사들의 신규 원전 도입이 예상됨.

- 인허가의 신속화, 신형 원자로 개발, 원유/가스 가격 상승, 이자율 하락 

등으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이 향상되었음.

- 이미 4개 전력회사가 신규 원전건설을 NRC와 협의한 바 있음.

- 2020년까지 50 GWe에 달하는 추가 원전 건설을 예상하고 있음.

- 신규 원전의 부지는 현존 원전 부지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새로 도입될 원전 노형으로는 웨스팅하우스의 AP600/AP1000, GE의 

ABWR, 우리 나라의 KSNP/APR1400, 남아공화국의 PBMR 등이 유력

할 것으로 전망됨.

○ 원자력 발전 확대를 추진하는데 있어 설계, 기자재 제작, 인허가 등의 분

야에서 미국내 인력 및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미국은 향후 10년간 원자력 산업 기반구조의 재건에 주력할 

것으로 평가되며, 그 동안은 외국 업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인력 및 시

설 부족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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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 연구개발 

○ 전반적으로 DOE에서 주도하고 있는 원자력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추진중인 NERI, I-NERI, Gen-IV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될 것임.

○ 미국 내에서 그 동안 중단되어 왔던 Pyroprocessing에 근거한 고속로 

프로그램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권고에서는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검토그룹이 

구성되어 정책 검토가 먼저 이루어질 것임.

- 정책 검토와 의회의 예산 배정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당장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5년 이내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프로그램이 재추진될 경우 관련 전문인력 및 시설이 현재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프로그램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임.

○ 선진 재처리 및 처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국제적 협력을 통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협력 대상국으로는 핵연료주기 선진국인 일본과 프랑스가 우선 고

려될 수 있으며, DUPIC을 개발중인 우리 나라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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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 안전규제

○ 현존 원전의 출력 상승 및 수명연장, 신규 원전 건설 등에 대한 인허가 

수요가 증대되고 신속한 인허가 절차의 구축이 요구될 것임.

○ 현재 NRC에는 조만간 퇴직해야 할 인력이 80%에 달하고 있으며, 신규 

원전 인허가 경험인력이 전무한 상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할 것임.

- 국제협력을 통한 해결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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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NEPD 그룹의 원자력 관련 권고사항 세부 

분석

1.  국가 에너지 정책의 주요 요소로서 원자력 이용의 확대 

지원

(1) 신형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

(2) 현존 원전의 출력 상승에 대한 인허가

(3) 현존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한 인허가

(4) 원자력이 대기의 질을 개선할 가능성 평가

(5) 원자력 안전규제 이행에 필요한 자원 증대

(6)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장 확보를 위해 최고(수준)의 

과학 이용

(7) 원전 매매시 해체적립금에 대한 세금 감면을 위한 입법 

지원

(8) 원자력 손해배상법 연장을 위한 입법 지원

2.  폐기물을 감축하고 핵확산저항성을 제고할 핵연료 

전처리 방법의 연구, 개발 및 사용을 허용하도록 정책 

재검토

3.  보다 청정하고, 효율적이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고, 

핵확산저항성이 제고된 재처리 및 취급 기술의 개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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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 이용 확대

(1) 신형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

“NRC가 신형 원자로 인허가 신청의 평가 및 신속 처리를 준비

하는데 있어 안전과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독려한다.”

가.  현 황

○ 1979년 TMI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규제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인허가 기

간(평균 14년)은 1973년 이후 미국내 원전 발주가 하나도 없었던 하나의 

이유가 되어 왔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은 1992년 ｢포괄적에너지정책법｣에 따라, 건설허

가와 운전허가로 구분되어 있던 과거의 원전 인허가 절차를 사전 부지허

가 절차, 설계인증 절차 및 일괄 운전허가 절차로 구성되는 일원화된 새

로운 인허가 절차를 도입하 음.

-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허가 절차의 신속화가 안전 및 환경보전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미국 원전(현재 103기 운전중)들은 이용률이 과거 약 70% 수준에서 90%

에 가까운 수준으로 향상되어 타 발전원과 가격경쟁력이 충분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원전 건설 움직임이 일고 있음.

- 3개 신형 원자로형(AP600, System 80+, ABWR)이 단일화된 인허가 

절차에 따라 설계인증을 받은 상황임.

나.  의 미

○ 현재 구축된 인허가 일원화체제는 인허가의 신속화에 큰 역할을 함으로

써 전력회사의 신규 원전 건설을 유도할 것임.

○ 이 권고는 신규 원전에 대해 도입한 NRC의 인허가 절차 일원화가 안전 

및 환경보전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국민이나 투자자들에게 확신시

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원자력 이용 확대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므로 원자력 안전 확보

와 환경보전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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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존 원전의 출력 상승에 대한 인허가

(3) 현존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한 인허가

“현존 원전의 안전한 출력상승 운전으로 발전량을 증대하려는 

발전회사들의 노력을 NRC가 촉진하도록 독려한다.” 

“NRC가 안전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현존 원전들에 대한 

인허가를 재발급하도록 독려한다.”

가.  현 황

○ 미국내 현존 원전들의 이용률 향상(70%대→90%)에 따라 원전에 의한 전

력공급이 증대되어 왔으며, 이용률을 92%로 향상시킬 경우 2,000 MWe 

정도의 원전 용량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현존 원전들의 출력상승 운전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12,000 MWe의 원전 용량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미국내 많은 원자력 발전회사들이 현존 원전의 수명연장을 준비하고 있

으며, 현존 원전의  90% 이상에 대해 20년 수명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평

가됨.

나.  의 미

○ 현존 원전의 출력상승 운전 및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전력회사가 적지 않

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현존 원전을 이용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원자력 발전 공급을 증대하기 위

해서는 이에 대한 인허가의 신속화 등 현재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 안전

규제를 통해 전력회사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함.

○ 이 권고는 이러한 NRC의 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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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력이 대기의 질을 개선할 가능성 평가

“원자력이 대기의 질을 개선할 가능성에 대해 에너지부 장관과 

환경보호청장이 평가하도록 지시한다.” 

가.  현 황

○ 미국은 에너지 다소비국으로 1999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4.6%에 해당되

는 미국 인구가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24.9%를 소비하고 있어 지구온

난화 가스를 비롯하여 대기 환경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시키고 있음.

○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미국은 

부속서I 국가로서 상당 부분의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을 2010년까지 감축

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 다소비국인 미국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  

- 교토의정서에서 지구온난화가스의 배출 감축 소요비용을 줄이기 위

하여 도입된 교토체제의 구체적 이행에 필요한 제반 의견수렴 과정

에서 미국은 자국 내에서의 지구온난화 가스의 배출 감축보다는 다

른 나라를 통한 배출 감축을 옹호해 왔음.

○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최근에는 교토의정서의 준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를 표명하 고 이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국가들의 비난을 받고 있

음.

나.  의 미

○ 부시 행정부는 원자력을 통한 대기오염 완화가 비용 효과적인 수단이라

고 인식하고, 원자력 발전 확대를 통해 미국이 교토의정서의 준수를 거부

함에 따른 최근의 국제적 비난을 완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됨.

○ 동시에 원자력 발전이 대기의 질을 높인다는 분석 결과는 원자력 발전회

사에 명분을 줄 수 있고 향후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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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력 안전규제 이행에 필요한 자원 증대

"원자력 발전 확대 가능성에 비추어 원자력 안전규제 이행에 

필요한 자원을 증대시킨다.“

가.  현 황

○ TMI 사고 이후 NRC의 노력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의 안전 운전 기록이 

크게 향상되었음.

- 또한 새로운 설계특성의 적용, 운전 경험의 향상, 안전 연구, 운전원 

훈련 등에 의하여 안전 운전 기록이 크게 향상돼 왔음.

○ 향후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사고의 발생은, TMI 사고 경험에 

비추어 원자력 발전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으며 에너지 공급 정책에 중

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규제의 이행 능력 확보

는 필수적임.

○ 그러나 현재 미국의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인 NRC의 인력 구조를 보면 조

만간 은퇴할 인력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어 향후 안전규제 이행의 미비가 

우려되고 있음.

나.  의 미

○ 향후 원전 출력 상승, 수명 연장, 신규 원전 건설 등으로 안전규제 이행

에 필요한 자원(인력, 예산, 기술 등)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 특히 NRC의 인력 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음.  현재 NRC 내에는 신

규 원전 인허가 경험 인력이 전무한 실정임.

○ 이 권고는 안전규제의 이행에 필요한 자원을 사전에 확보해 나가게 함으

로써 원자력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자는 

것으로 평가됨.

○ 향후 NRC의 인력 확충 및 국제협력 확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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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장 확보를 위해 최고의 과학 이용

“방사성폐기물 심지층처분장을 마련하기 위해 최고(수준)의 

과학을 이용한다.”

가.  현 황

○ DOE는 전력회사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1998년 1월 31일 이전에 수용하

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은 각 발전소 부지에 저장되고 있음.

○ DOE는 Yucca Mountain 부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1986년부터 수행하여 

왔으며, 그들이 조사한 방대한 연구내용을 2001년에 보고서(“The Yucca 

Mountain Science and Engineering Report”)로 발간하 음.  

- DOE는 부지 적합성에 대한 예비평가보고서를 2001년 여름에 발간할 

예정이며, 이후 Yucca Mountain 인근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반국

민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접수할 계획임.

○ DOE 장관은 대통령에게 Yucca Mountain을 폐기물처분장 부지로 개발하

자는 권고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제22차 한‧미 공동위시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의회

의 반대가 있더라도 Yucca Mountain을 폐기물처분장 부지로 결정하

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평가됨.

나.  의 미

○ 폐기물처분장 건설은 향후 원전 건설 확대를 위해서는 필수적임.  

○ Yucca Mountain을 처분장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체 건강 및 환경 

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이 권고는 최고 수준의 과학을 동원하여 처분장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케 함으로써 전력회사 및 일반국민에게 폐기물처분장 지정 및 건설

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자 하는 의미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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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전 매매시 해체적립금에 대한 세금 감면을 위한 입법 지원

“원전해체를 위해 적립한 자금은 원전을 매매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입법을 지원한다.“ 

가.  현 황

○ 최근 일부 전력회사는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원전 합병을 추

진하고 있음.  

- 미국의 2위 원전운 회사인 엔터지 사(8.7%의 점유율)는 지난 2년간 

원전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음.  

• 1998년 40억 불의 자산을 매각하여 4기의 원자로를 인수하 고, 최근

에 3기의 원자로를 다시 인수함으로써 현재 7곳의 발전소 부지에 8기

의 원자로를 운 하고 있음.  

- 엔터지사는 원전통합이 원전의 운 을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할 수 있으며, 원자력으로의 선회를 미래 수익증가를 위한 핵심 전략

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해체적립금의 이전과 관련된 세제 제도가 원전의 인수합병을 방

해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의 미

○ 원전 매매시 해체적립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입법화되면  그 

동안 인수합병의 걸림돌이었던 큰 문제가 제거되어 원전의 인수합병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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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rice-Anderson법 연장 입법 지원

“Price-Anderson Act를 연장하는 입법을 지원한다.”

가.  현 황

○ Price-Anderson Act는 '57년 미국에서 제정된 세계 최초의 원자력 손해배

상법으로 원전공급자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및 원전운 자의 유한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전력회사 및 원전공급자의 원전 건설 위험을 줄여주는 역

할을 함.

- 그러나 Price-Anderson Act는 2002년 만료 예정

○ 현재 의회에 Price-Anderson Act의 연장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 National Energy Security Act of 2001

- Nuclear Energy Electricity Supply Assurance Act of 2001 

○ 일부 인사들은 Price-Anderson Act가 국민의 세금으로 원전 사고시의 손

해배상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음.

나.  의 미

○ 2002년 Price-Anderson Act가 만료될 경우 원전운 자 및 원전공급자의 

원전 건설 위험을 높여 원전 건설에 참여할 동기를 저하시킬 것임.

○ 이 권고는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Price-Anderson Act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 전력회사 및 원전공급자의 원전 건설을 독려하는 법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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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연료 전처리 관련 정책 재검토

“선진 핵연료주기 및 차세대 원자력기술 개발 측면에서, 미국

은 폐기물을 줄이고 Pyroprocessing과 같이 핵확산저항성을 

제고하는 핵연료 전처리 방법의 연구‧개발‧사용을 허용하도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함에 있어, 미국은 전 세계

적으로 분리된 플루토늄의 축적을 억제할 것이다.”

가.  현 황

○ 미국은 1978년 핵비확산법(NNPA) 발효와 함께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금지 정책을 견지해 왔음.

○ 1994년 핵확산저항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작했던 IFR(Integrated Fast 

Reactor)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한 바 있음.

-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을 위한 용도로 Pyroprocessing 연구 

시설 및 인력은 유지되고 있음.

○ FFTF(Fast Flux Test Facility)도 클린턴 정부때 가동 중단 결정이 내려졌

으나 현재 부시 행정부에서 이를 재검토중임.

○ 핵무기 해체에 따른 플루토늄 처분을 위해 이를 MOX로 만들어 경수로에

서 연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나.  의 미

○ 이 권고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초점을 두고는 있으나 이제까지 사용

후핵연료 재활용 금지 정책을 견지해 온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근본적으

로 바꾸는 것임.

○ 누적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면서 이에 포함된 플루토늄을 연소시켜 

핵비확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Fuel Conditioning 

Methods”의 연구‧개발 및 사용을 허용하도록 정책 재검토를 권고한 것

으로 평가됨.

- 향후 정책 재검토가 완료되면 관련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재개 및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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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건설 추진이 전망됨.  

○ “Conditioning Methods”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Purex 공정보

다는 핵비확산 측면에서 효과적인 Pyroprocessing 등을 의미하며, 금속연

료 또는 MOX로 제조하여 고속로나 경수로에서의 플루토늄 연소를 포함

하는 것으로 평가됨.

- 세계적으로 분리된 플루토늄의 축적을 억제한다고 한 것을 볼 때

Purex 공정으로 순수 플루토늄을 추출‧재활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

을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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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진 재처리 및 핵연료 처리 기술 고려

“미국은, 핵연료주기가 선진화되었고 지금까지 긴 히 협력해 

왔던 국가들과 공동으로,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폐기물

이 적게 발생하고, 핵확산저항성이 제고된 재처리 및 핵연료 

처리 기술의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가.  현 황

○ 미국은 핵비확산법에 따라 일본, Euratom 등을 제외한 여타 국가의 재처

리를 억제하는 정책을 전개해 왔음.

○ 미국은 자국의 재활용 금지 정책에 따라 관련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

협력 추진도 중단했음.  

○ 또한 미국의 해체 핵무기 플루토늄 처분 전략의 하나인 경수로에서의 

MOX 연소 추진을 여타 국가가 답습하는 것을 우려해 왔음.

나.  의 미

○ 이 권고는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고, 핵확산

저항성이 제고된” 재처리 및 핵연료 처리기술의 개발을 권고한 것은 외

국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향후 이 분야의 추가 연구개발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평가됨.  

- “재처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상기의 특성을 갖는 재처리 기술

을 개발한다는 뜻이며, 기존의 Purex 공정과 같은 순수 플루토늄이 

추출되는 공정은 제외되는 것으로  평가됨.

- 현재 알려진 기술을 고려할 때 앞에 설명한 Pyroprocessing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핵연료 처리기술”은 재처리를 거치지 않고 사용후핵연료의 내용이

나 형상을 변경하여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기술의 개

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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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국제 핵비확산체제 

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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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핵비확산체제 가입 현황 표

NPT IAEA SSS
( )

SSS
( )

CTBT
( )

CTBT
( ) NSG ZC PP Eurat

om
Tlatel
olco

Rarot
onga

Afghanistan 70-2-4 57-5-31
Albania 90-9-12 57-8-23 96-9-27
Algeria 95-1-12 63-12-24 96-10-15
Andorra 96-6-25 01-1-9 96-9-24
Angola 96-10-14 99-11-9 96-9-27
Antigua &
Barbuda 85-6-17 97-4-16

Argentina 95-2-10 57-10-3 96-9-24 98-12-4
Armenia 93-7-15 93-9-27 97-9-29 96-10-1
Austrailia 73-1-23 57-7-29 97-9-23 97-12-12 96-9-24 98-7-9
Austria 69-6-27 57-5-10 98-9-22 96-9-24 98-3-13
Azerbaijan 92-9-22 01-5-30 00-7-5 00-11-29 97-7-28 99-2-2
Bahamas 76-8-11
Bahrain 88-11-3 96-9-24
Bangladesh 79-8-31 72-9-27 01-3-30 01-3-30 96-10-24 00-3-8
Barbados 80-2-21
Belarus 93-7-22 57-4-8 96-9-24 00-9-13
Belgium 75-5-2 58-4-29 98-9-22 96-9-24 99-6-29
Belize 85-8-9 01-11-14
Benin 72-10-31 99-5-26 96-9-27 01-3-6
Bhutan 85-5-23
Bolivia 70-5-26 63-3-15 96-9-24 99-10-4
Bosnia &
Helzegovina 94-8-15 95-9-19 96-9-24

Botswana 69-4-28
Brazil 98-9-18 57-7-29 96-9-24 98-7-24
Brunei
Daussalam 85-3-26 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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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핵비확산체제 가입 현황 표(계속)

NPT IAEA SSS
( )

SSS
( )

CTBT
( )

CTBT
( ) NSG ZC PP Eurat

om
Tlatel
olco

Rarot
onga

Bulgaria 69-9-5 57-8-17 98-9-24 00-10-10 96-9-24 99-9-29
Burkina Faso 70-3-3 98-9-14 96-9-27
Burundi 71-3-19 96-9-24
Cambodia 72-6-2 58-2-6 96-9-26 00-11-10
Cameroon 69-1-8 64-7-13 01-11-16
Canada 69-1-8 57-7-29 98-9-24 200/9/8 96-9-24 98-12-18
Cape Verde 79-10-24 96-10-1
Central
African Rep. 70-10-25 01-1-5 01-12-19

Chad 71-3-10 96-10-8
Chile 95-5-25 60-9-19 96-9-24 00-7-12
China 92-3-9 84-1-1 98-12-31 96-9-24
Colombia 86-4-8 60-9-30 96-9-24
Comoros 95-10-14 96-12-12
Cook Islands 97-12-5
Costa Rica 70-3-3 65-3-25 01-12-12 96-9-24 01-9-25
Cote D'lvoire 73-3-6 63-11-19 96-9-25
Croatia 92-6-29 93-2-12 98-9-22 00-7-6 96-9-24 01-3-2
Cuba 57-10-1 99-10-15
Cyprus 70-2-10 65-6-7 99-7-29 96-9-24
Czech
Republic 93-1-1 93-9-27 99-9-28 96-11-12 97-9-11

Dem. Rep. of
Congo 70-8-4 61-10-10 96-10-4

Denmark 69-1-3 75-7-16 98-9-22 96-9-24 98-12-21
Djibouti 96-10-16 9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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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핵비확산체제 가입 현황 표(계속)

NPT IAEA SSS
( )

SSS
( )

CTBT
( )

CTBT
( ) NSG ZC PP Eurat

om
Tlatel
olco

Rarot
onga

Dominica 84-8-10
Dominican
Republic 71-7-24 57-7-11 96-10-3

Ecuador 69-3-7 58-3-3 99-10-1 01-10-24 96-9-24 01-11-12
Egypt 81-2-26 57-9-4 96-10-14
El Salvador 72-7-11 57-11-22 96-9-24 98-9-11
Equatorial
Guinea 84-11-1 96-10-9

Eritrea 95-3-16
Estonia 92-1-7 92-1-31 00-4-13 96-11-20 99-8-13
Ethiopia 70-2-5 57-9-30 96-9-25
Fiji 72-7-14 96-9-24 96-10-10
Finland 69-2-5 58-1-7 98-9-22 96-9-24 99-1-15
France 92-8-3 57-7-29 98-9-22 96-9-24 98-4-6
Gabon 74-2-19 64-1-21 96-10-7 00-9-20
Gambia 75-5-12
Georgia 94-3-7 96-2-23 97-9-29 96-9-24
Germany 75-5-2 57-10-1 98-9-22 96-9-24 98-8-20
Ghana 70-5-5 60-9-28 98-6-12 provisional 96-10-3
Greece 70-3-11 57-9-30 98-9-22 96-9-24 99-4-21
Grenada 75-9-2 96-10-10 98-8-19
Guatemala 70-9-22 57-3-29 01-12-14 99-9-20
Guinea 85-4-29 96-10-3
Guinea-
Bissau 76-8-20 9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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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핵비확산체제 가입 현황 표(계속)

NPT IAEA SSS
( )

SSS
( )

CTBT
( )

CTBT
( ) NSG ZC PP Eurat

om
Tlatel
olco

Rarot
onga

Guyana 93-10-19 00-9-7 01-3-7
Haiti 70-6-2 57-10-7 96-9-24
Holy See 71-2-25 57-8-20 98-9-24 98-9-24 96-9-24 01-7-18
Honduras 73-5-16 96-9-25
Hungary 69-5-27 57-8-8 98-11-26 00-4-4 96-9-25 99-7-13
Iceland 69-7-18 57-8-6 96-9-24 00-6-26
India 57-7-16
Indonesia 79-7-12 57-8-7 99-9-29 99-9-29 96-9-24
Iran 70-2-2 58-9-16 96-9-24
Iraq 69-10-29 59-3-4
Ireland 68-7-1 70-1-6 98-9-22 96-9-24 99-7-15
Israel 57-7-12 96-9-25
Italy 75-5-2 57-9-30 98-9-22 96-9-24 99-2-1
Jamaica 70-3-5 65-12-29 96-11-11 01-11-13
Japan 76-6-8 57-7-16 98-12-4 99-12-16 96-9-24 97-7-8
Jordan 70-2-11 66-4-18 98-7-28 98-7-28 96-9-26 98-8-25
Kazakhstan 94-2-14 94-2-14 96-9-30
Kenya 70-6-11 65-7-12 96-11-14 00-11-30
Kiribati 85-4-18 00-9-7 00-9-7
Korea(DPRK) 85-12-12 1)
Korea(ROK) 75-4-23 57-8-8 99-6-21 96-9-24 99-9-24
Kuwait 89-11-17 64-12-1 96-9-24
Kyrgyz
Republic 94-7-5 9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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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핵비확산체제 가입 현황 표(계속)

NPT IAEA SSS
( )

SSS
( )

CTBT
( )

CTBT
( ) NSG ZC PP Eurat

om
Tlatel
olco

Rarot
onga

Lao People's
Dem. Rep. 70-2-20 97-7-30 00-10-5

Latvia 92-1-31 97-4-10 01-7-12 96-9-24 01-11-20
Lebanon 70-7-15 61-6-29
Lesotho 70-5-20 96-9-30 99-9-14
Liberia 70-3-5 62-10-5 96-10-1
Libyan Arab
Jamahiriya 75-5-26 63-9-9 01-11-13

Liechtenstein 78-4-20 68-12-13 96-9-27
Lithuania 91-9-23 93-11-18 98-3-11 00-7-5 96-10-7 00-2-7
Luxembourg 75-5-2 58-1-29 98-9-22 96-9-24 99-5-26
Macedonia 95-4-12 94-2-25 98-10-29 00-3-14
Madagascar 70-10-8 65-3-22 96-10-9
Malawi 86-2-18 96-10-9
Malaysia 70-3-5 69-1-15 98-7-23
Maldives 70-4-7 97-10-1 00-9-7
Mali 70-2-10 61-8-10 97-2-18 99-8-4
Malta 70-2-6 97-9-29 96-9-24 01-7-23
Marshall
Islands 95-1-30 94-1-26 96-9-24

Mauritania 93-10-23 96-9-24
Mauritius 69-4-8 74-12-31
Mexico 69-1-21 58-4-7 96-9-24 99-10-5
Micronesia 95-4-14 96-9-24 97-7-25
Monaco 95-3-13 57-9-19 99-9-30 99-9-30 96-10-1 98-12-18
Mongolia 69-5-14 73-9-20 01-12-5 96-10-1 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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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핵비확산체제 가입 현황 표(계속)

NPT IAEA SSS
( )

SSS
( )

CTBT
( )

CTBT
( ) NSG ZC PP Eurat

om
Tlatel
olco

Rarot
onga

Morocco 70-11-27 57-9-17 96-9-24 00-4-27
Mozambique 90-9-4 96-9-26
Myanmar 92-12-2 57-10-18 96-9-25
Namibia 92-10-2 83-2-17 00-3-22 96-9-24 01-6-29
Nauru 82-6-7 00-9-8 01-11-12
Nepal 70-1-5 96-10-8
Netherlands 75-5-2 57-7-30 98-9-22 96-9-24 99-3-23
New Zealand 69-9-10 57-9-13 98-9-24 98-9-24 96-9-27 99-3-19
Nicaragua 73-3-6 57-9-17 96-9-24 00-12-5
Niger 92-10-9 69-3-27 96-10-3
Nigeria 68-9-27 64-3-25 01-9-20 00-9-8 01-9-27
Niue
Norway 69-2-5 57-6-10 99-9-29 00-5-16 96-9-24 99-7-15
Oman 97-1-23 99-9-23
Pakistan 57-5-2
Palau 95-4-14
Panama 77-1-13 66-3-2 01-12-11 01-12-11 96-9-24 99-3-23
Papua New
Guinea 82-1-13 96-9-25

Paraguay 70-2-4 57-9-30 96-9-25 01-10-4
People's Rep.
of Congo 78-10-23 97-2-11

Peru 70-3-3 57-9-30 00-3-22 01-7-23 96-9-25 97-11-12
Philippines 72-10-5 58-9-2 97-9-30 96-9-24 01-2-23
Poland 69-6-12 57-7-31 97-9-30 00-5-5 96-9-24 9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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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핵비확산체제 가입 현황 표(계속)

NPT IAEA SSS
( )

SSS
( )

CTBT
( )

CTBT
( ) NSG ZC PP Eurat

om
Tlatel
olco

Rarot
onga

Portugal 77-12-15 57-7-12 98-9-22 96-9-24 00-6-26
Qatar 89-4-3 76-2-27 96-9-24 97-3-3
Republic of
Moldova 94-10-11 97-9-24 97-9-24

Romania 70-2-4 57-4-12 99-6-11 00-7-7 96-9-24 99-10-5
Russia 70-3-5 57-4-8 00-3-22 96-9-24 00-6-30
Rwanda 75-5-20
Saint Kitts &
Nevis 93-3-22

Saint Lucia 79-12-28 96-10-4 01-4-5
St. Vincent &
Grenadines 84-11-6

San Marino 70-8-10 96-10-7
Sao tome &
Principe 83-7-20 96-9-26

Saudi Arabia 88-10-3 62-12-13
Senegal 70-12-17 60-11-1 96-9-26 99-6-9
Seychelles 85-3-12 96-9-24
Sierra Leone 75-2-26 67-6-4 00-9-8 01-9-17
Singapore 76-3-10 67-1-5 99-1-14 01-11-10
Slovak
Republic 93-1-1 93-9-27 99-9-27 96-9-30 98-3-3

Slovenia 92-4-7 92-9-21 98-11-26 00-8-22 96-9-24 99-8-31
Solomon
Islands 81-6-17 96-10-3

Somalia 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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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핵비확산체제 가입 현황 표(계속)

NPT IAEA SSS
( )

SSS
( )

CTBT
( )

CTBT
( ) NSG ZC PP Eurat

om
Tlatel
olco

Rarot
onga

South Africa 91-7-10 57-6-6 96-9-24 99-3-30
Spain 87-11-5 57-8-26 98-9-22 96-9-24 98-7-31
Sri Lanka 79-3-5 57-8-22 96-10-24
Sudan 73-10-31 58-7-17
Suriname 76-6-30 97-1-14
Swaziland 69-12-11 96-9-24
Sweden 70-1-9 57-6-19 98-9-22 96-9-24 98-12-2
Switzerland 77-3-9 57-4-5 00-6-16 96-9-24 99-10-1
Syrian Arab
Republic 69-9-24 63-6-6

Tajikistan 97-1-17 01-9-10 96-10-7 98-6-10
Thailand 72-12-2 57-10-15 96-11-12
Togo 70-2-26 96-10-2
Tonga 71-7-7
Trinidad &
Tobago 86-10-30

Tunisia 70-2-26 57-10-14 96-10-16
Turkey 80-4-17 57-7-19 00-7-6 01-7-17 96-9-24 00-2-16
Turkmenistan 94-9-29 96-9-24 98-2-20
Tuvalu 79-1-19
Uganda 82-10-20 67-8-30 96-11-7 01-3-14
Ukraine 94-12-5 57-7-31 00-8-15 96-9-27 01-2-23
United Arab
Emirates 95-9-26 76-1-15 96-9-25 00-9-18

United
Kingdom 68-11-27 57-7-29 98-9-22 96-9-24 98-4-6



- 153 -

국제 핵비확산체제 가입 현황 표(계속)

NPT IAEA SSS
( )

SSS
( )

CTBT
( )

CTBT
( ) NSG ZC PP Eurat

om
Tlatel
olco

Rarot
onga

United Rep. of
Tanzania 91-6-7 76-1-6

United States 70-3-5 57-7-29 98-6-12 96-9-24
Uruguay 70-8-31 63-1-22 97-9-29 96-9-24 01-9-21
Uzbekistan 92-5-2 94-1-26 98-9-22 98-12-21 96-10-3 97-5-29
Vanautu 95-8-26 96-9-24
Venezuela 75-9-25 57-8-19 96-10-3
Viet Nam 82-6-14 57-9-24 96-9-24
Western
Samoa 75-3-17 96-10-9

Yemen 79-6-1 94-10-14 96-9-30
Yugoslavia 69-3-4 01-10-31 01-6-8
Zambia 91-5-15 69-1-8 96-12-3
Zimbabwe 91-9-26 86-8-1 99-10-13
Total 187 133 61 24 165 89 39 35 71 23 38 19

2)  70  EURAT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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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등으로 핵 비보유 의지를 세계적으로 천명한 바 있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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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국가들을 주변국으로 정의하고, 이들 국가들의 핵능력과 이것이 우리 안보에 미치
는 향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 다.  

이 4가지 방안 중 기술적인 입장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 방어적 대응이다.  
이 방어적 대응은 국가의 핵비상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국가 비
상대응체제의 강화, 환경방사선방호, 제염 및 복구기술 개발의 강화 및  “민군겸용기
술협력관”(가칭) 상설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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