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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2001년은 北韓의 核問題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잠복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초에 등장한 미국 공화당 행정부의 對北 정책에 대한 全面 

再考와 미국의 9.11 테러사건 이후 급변하는 국제질서의 再編 움직임 속에서 

北美관계는 냉각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북한 핵 문제의 해결

을 위한 가장 희망적인 움직임은 KEDO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금호지구의 

輕水爐 건설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 9월 1일 DPRK 당국

의 안전성 평가 종료 직후 발급된 建設許可에 따라 원자로 본 건물의 기초 

굴착공사가 착수되었고, 북측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경

수로 관련 각종 훈련 및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2001년 말 현재 輕水爐 

건설이 전체 공정의 15% 정도 완료되어 主器機의 설계,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2002년 중 원자로 건물의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되면 드디어 금호현장

의 경수로도 그 본체를 드러내게 된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北美 基本合意書에 명시되어 경수로 공정

과 연계된 IAEA의 검증업무는 아직도 본격적인 착수를 기다리고 있다. 

IAEA는 3단계에 걸친 검증 프로그램을 북측에 제시하 고, 이의 수행을 위

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총 3년여에 걸친 검증 소요기간에 비추어 늦어도 

2002년 상반기에는 검증작업이 착수되어야 최초 nuclear key component인 

원자로 용기의 현장 설치공사 일정에 맞출 수 있다. 이를 위한 관련 당사국

간의 신뢰성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TCNC가 주관하

여 국내외 전문가 초청 “Workshop on Nuclear Confidence Building in the 

Korean Peninsula"을 지난 2001년 7월 茂州에서 거행하 다. 이 Workshop에

서 도출된 실천 방안 중에 남과 북이 점진적으로 원자력 統制技術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기술협력 지원을 추진토록 건의하 다. 北核技術叢書 

제Ⅲ권으로 쓰여진 이 보고서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남북간의 통제분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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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방안을 분야별로 서술하 다.

  원자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갖추어야하는 통제기술 분

야는 核物質 計量管理, 原子力 輸出入統制와 物理的 防護 기술의 3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력 통제분야에 남북간의 기술협력과 지원의 실천에 앞서 

북측의 기존 원자력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 제1장에서 북한의 원자력 기술개

발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 고, 제2장은 북측이 갖추어야 할 국가 핵물질 

계량관리체제(SSAC)의 기본을 그들의 현 체제와 향후 필요한 경수로 운

체제에 대비하여 서술하 고, 제3장과 제4장은 국제 기준에 따른 원자력 수

출통제제도와 물리적 방호분야에서 북측이 갖추어야 할 국가체제를 서술하

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Muju Workshop에서 제기된 한반도 핵문제 신뢰

성 구축방안을 요약, 정리하 다. 본 Workshop의 Proceeding은 TCNC와 미

국의 ISIS(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가 공동으로 별도 

출간할 예정이며, 미국 ISIS homepage(http://www.isis-online.org/)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로서 지난 3년간에 걸쳐 출간한 北核技術叢書 I, II, III 

권이 앞으로 이루어질 KEDO 경수로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와 IAEA의 過去 

核 檢證 업무가 원만히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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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experienced a hold-up period in 

2001 due to the new US Administration's re-assessment policy on the 

North Korean issue. In addition, the paramount concern following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 in New York and subsequent changes 

facing the global community has put a damper in the US-DPRK 

relationship. Despite all the negative overtone however, the LWR 

construction project at Kumho site is making a steady progress. On 

September 1, 2001, the DPRK authorities issued the Construction Permit 

following the multi-national safety review process, which is followed by 

the excavation start of the reactor building. Other positive signs include 

the North Korean nuclear specialists participating actively in several 

domestic and overseas LWR training courses and seminars. At the end of 

2001, overall construction progress has reached 15% mark with the major 

components in full stage of manufacturing. The reactor structure will be 

visible at the site after the first concrete is poured for the reactor 

building in 2002.

  The IAEA verification process, one crucial cornerstone stipulated in the 

Agreed Framework in conjunction with the construction schedule, has yet 

to be started. The IAEA has tabled the 3-basket program of verification 

activities which is currently under negotiation. The process must begin 

no later than the middle of this year in order not to create any further 

delays. The first nuclear key component, Unit-1 reactor vessel, 

installation can proceed only when the IAEA verification has reached a 

satisfactory conclusion which is expected to take about three yea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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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to seek means of promoting the dialog among the entities, TCNC 

has organised an international "Workshop on Nuclear Confidence Building 

in the Korean Peninsula" in July, 2001 at Muju. One recommendation 

from this Workshop is to seek North/South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nuclear control fields, which resulted in the completion of this Monograph 

III, "Technical Cooperation Scheme in Nuclear Control".  

  Three pillars of nuclear control regime are nuclear material accountancy 

control, nuclear export control and physical protection in order to assure 

nuclear transparency of a nation. It would be prudent to have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DPRK's nuclear infrastructure before a meaningful 

collaboration may take place. Chapter 1 introduces the history of nuclear 

program development in the DPRK, Chapter 2 contains the technical 

framework of the state system of nuclear materials accountancy control, 

and Chapters 3 & 4 describe the nuclear export control and physical 

protection infrastructure needed in preparation for the LWR plant 

operation. The final Chapter 5 summarizes the salient points raised at the 

Muju Workshop. The Proceeding of the Muju Workshop will be published 

jointly by TCNC/ISIS, and you can also find out the full Proceeding at 

the ISIS homepage(http://www.isis-online.org/). Completion of the 

Monograph series I, II, III is expected to contribute towards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KEDO LWR construction following the 

satisfactory conclusion of the IAEA verif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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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북한의 원자력 기술 개발사

1. 구 소련과의 협력에 의한 원자력 기술개발(1954∼1970)1)

가. 협력형태 및 성격

  1) 양국간 일반 원자력 학술 협력

  북한은 1950년대 중반부터 원자력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착수하 고 이를 

위한 실질적 훈련은 구 소련의 드브나(Dubna) 연합 핵연구소에서 이루어졌

다. 이와 관련된 협력은 1952년 5월 6일 조-소 양국 간 체결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SSR and Government of the 

DPRK on the Education of Citizens of the DPRK in the Civil Higher 

Education Establishments'을 통해 실시되었다.

  북한 원자력 전문가 훈련의 주요 분야는 평화적 이용 목적의 전자물리, 방

사화학 및 고에너지 물리분야 등이었다.

  이후 일반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은 1955년 2월 5일 체결

된 협정 ‘Agreement o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the 

USSR and the DPRK'과  1957년 10월 11일 체결된 'Agreement on 

Science Cooperation between the Academy of Science of the USSR and 

the Academy of Science of the DPRK' 협정을 근거로 양국은 과학기술 분

야에서 협력을 하기 시작하 다. 북한 과학자들은 구 소련 이외에도 일본, 

동독 및 서독 등에서 교육을 이수했고 중국의 원자력센터에서 실질적 훈련

을 받았다.

1)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Security, Strategy and New Perspective from 

Russia", Edited by James Clay Moltz and Alexandre Y. Mansourov,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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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련 UINR(United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건립을 통한 협력

  1956년 구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위한 국제 과학연구센터로서 드브나

에 UINR를 건립하 고, 북한은 동 연구소의 설립 회원국으로서 계속적으로 

참여했다. 주요 연구범위는 소립자 물리의 이론 및 실험, 고 에너지 물리, 원

자력, 이론물리 및 중성자 물리 등이었다. 

  회원국 전권대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 의 최상위 조직이고, 북한의 대표

로는 원자력부 부장인 최학근 이었다. 

  북한은 1956년이래 UINR 업무에 약 250여명의 과학자와 전문가가 참여했

으며, 이론보다 실험에 관심을 가져 북한 전문가의 80%는 실험분야인 핵물

리 실험, 핵반응 및 중성자 물리 실험에 참여했고, 나머지는 이론 분야에 참

여했다. UINR과 공동연구에 참여한 북한의 연구기관은 핵물리연구소, 원자

력연구소, 김책공대 등이며, 주요 연구과제는 중성자의 기초 성질, 응축상(凝

縮相)의 성질, 물리연구를 위한 장비 개발과 실험자료 처리 자동화 등이었다. 

UINR에서 연구한 북한의 전문가 10%만이 학위 논문이 통과되었고 그 중 2

명만이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이곳에서 학위를 받은 오관택 박사는 변 

원자력 과학연구단지 소장으로 보임 되었다.  최근 북한의 UINR 참여는 3명

(UINR의 1%)으로서 저조한 실정이다.

  3) 구 소련 과학자의 북한 방문을 통한 교육 및 자문

  구 소련 과학자들은 1950년대 말부터 북한을 방문하여 강의와 자문역을 

수행하 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대 등에 원자물리 강좌 또는 학부를 설

치하거나, 물리, 수학 및 공학 문제를 다루는 북한 과학원 원자력분야의 실

제적 훈련을 주관하 다. 1957년 북한의 요청에 따라 구 소련 과학원은 북한 

과학원에 I. M. Gramenitsky를 파견하여 핵반응에 대한 연구를 지원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UINR에의 북한 참여의 점진적 감소와 함께 과학자 교

환도 감소하여 북한에서 강의한 소련 과학자는 1991년이 마지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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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력 연구개발 시설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 협정 체결

 1959년 9월, 구 소련과 북한은 북한의 원자력연구단지 건립을 지원하는 협

력 협정을 체결하 다. 이 협정은 9559계약 번호 계열로 명명되었고 협력 범

위는 지질조사 수행, 연구용 원자로 건설(북한측에서는 이를 ‘가구 공장’이라

는 사업명을 사용) 및 북한 전문가 훈련 등이었다. 본 협정에 의해 조-소 공

동 핵 활동의 기초가 수립되었다.   

나. 협력분야 및 관련시설 건설

  1) 지질조사

  조-소 전문가의 공동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원자력연구단지 건설 기지로 

평양으로부터 92km, 변으로부터 8km 지점의 구룡강(九龍江) 기슭에 부지

를 선정하 다. 

  지질조사 기간 중 조사 전문가들은 구룡강의 최고 수위에 대한 고려를 정

확히 하지 못한 실수를 범하 다. 보통 구룡강의 여름철 평균 수위(水位)는 

표고(標高) 28m이나, 매 5년에 1회 정도 7∼8월 장마 기간 중 33m로 상승하

고 매 50년마다 1회 정도 34m에 이른다. 

  1964년 홍수 때 수위는 33m에 육박하여 변단지의 지하실이 침수되어 방

사화학실험실의 일부 장비를 옮겼고, IRT-2000 연구로의 증발시설과 여과시

설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되었다. 1964년 이후에도 지하실 침수가 발

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 구 소련 전문가 지원에 의하여 건설된 원자력 시설

  30여명의 구 소련 전문가들이 시설 건설과 시운전에 참여하 고, 설치한 

시설은 다음과 같고 단지의 총 건설비는 약 5억 US$ (1962년 불변가격)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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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RT-2000 연구용 원자로 건설

     o 방사화학실험실

     o K-60,000 코발트 조사시설

     o B-25 betatron

     o 기타; 폐기물저장소, 제염, 세탁, 유틸리티(보일러 용량 40톤/시간)

    가) IRT-2000 연구용 원자로

  IRT-2000 연구용 원자로는 변 원자력연구단지의 중심시설로서 1965년 

처음 구 소련이 공급할 때의 용량은 2MWt 이었으나 북한 전문가들이 그 후 

4MWt, 8MWt로 순차적으로 용량을 昇級시켰다. IAEA는 본 원자로의 은

하고 감시가 없었던 핵연료 재장전(再裝塡) 기간 중 Pu이 전용(轉用)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북한이 이 원자로를 이용하여 연구한 주요 분야로는

   - 전리 방사선 조사충격(電離放射線照射衝擊)하의 물리적, 화학적 변환 

과정

   - 반도체와 같은 고체 물체에 대한 방사선의 향 연구

   - 방사화 분석(放射化分析)

   - 원자구조에서의 중성자 측정

   - 감마 방사선의 분광분석(分光分析)

   - 전리 방사선에 의한 생물학적 향 연구

  이 연구로를 이용하여 생산한 방사성 동위원소로는

   Na-24(년간 약 10,000Ci, 비 방사능 7Ci/g), S-35(년간 약 10,000Ci), 

   P-32(년간 약 60,000Ci,), Co-60(년간 약 10,000Ci) 및 Au-198 등이다.



- 5 -

    나) 방사화학 실험실

  방사화학실험실은 당시 최신 기술 기준에 부합되게 건설되었고 20개의 

로브 박스(알파, 베타 방출체 취급 氣密 상자)와 20개의 핫셀(감마 방출체 취

급 차폐 셀)로 구성되었으며, 조사된 핵연료로부터 방사성 핵종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었고 취급할 수 있는 방사능은 대략 5,000Ci 정도이다.

    다) B-25 베타트론

  25MeV로 가속된 전자선을 이용하여 물질의 내부 구조 연구에 활용

     * 베타트론; 전자를 가속시키는 장치로서, 철심에 감긴 코일에 교류를  흘려  자력선의 

수를  시간적으로  변화시키고, 자기 유도에  의해  doughnut형  진공용기 속의 전자를  

회전시켜 가속

    라) K-60,000 Co-60 조사시설

  60,000Ci 정도의 Co-60 조사시설로서 여러 가지 물질을 조사하여 방사선

의 향 연구

    마) 사이클로트론

  평양 김일성 대학 원자력연구소에 IAEA의 기술원조 프로그램으로 건조되

었고, 구 소련에서도 건설을 지원하 으며 1992년 가동하 다.

  3) 협력기간 중 북한 전문가의 훈련

  협력기간 중 300여명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구 소련의 Moscow 

Engineering Physics Institute(MEPhI), Bauman Higher Technical School, 

Moscow Energy Institute(MEI) 등의 고등 연구기관에서 훈련을 받았다.

  다른 북한 원자력 전문가들은 Dubna 및 Obninsk 핵과학연구센터에 종사

하기도 하 다.

  4) 북한으로의 핵연료 공급 상황

  IRT 원자로에 대한 핵연료의 공급은 구 소련의 ‘Tekhsnabexport' 대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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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연합과 북한의 ‘연합’기업과의 공급 계약에 따라 이루어 졌다.

  이 기간 동안 구 소련은 북한이 독자적으로 건설한 임계장치 운전용 핵연

료도 공급 요청을 받았으나 구 소련이 공급하지 않은 핵 설비에는 핵연료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정책 때문에  거부되었다. 

  1986∼1990년 기간 중 36% 농축된 IRT 연구로 용 핵연료를 매년 10kg 정

도로 약 40kg을 공급하 고(8천만 루불 상당), 1991년에도 10kg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금 지불이 되지 않아 1991, 1992년에도 핵연료는 공급되지 않

았다.

  1993년 초에는 북한의 ‘역설비’ 기업(연합 기업의 승계자)이 핵연료 공급 

요청을 하 으나, 1993년 북한이 NPT 체제 탈퇴 의사를 천명했기 때문에 러

시아 원자력부에서는 공급하지 않기로 결정하 다.

2. 자력개발(1971∼현재)
2)

가. 원자력 개발 정책기조

   1961년 9월 제4차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일성의 원자력 연구개발에 

관한 교시에 따라 원자력 과학자 및 전문가들은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방사

성동위원소와 측정장치 생산 등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연구에 관한 과업

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초기에는 조정 능력의 결여로 발전 속도가 빠르지 못

하 으나 1960년대 중반 IRT-2000 원자로가 가동된 다음부터 원자력의 연구 

개발이 가속화되었다.

   1970년 11월 제5차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채택한 ‘북조선 인민경제개발

을 위한 6개년 계획’에서 ‘우리는 인민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방사성동위

원소 및 방사선의 이용에 대한 연구 성과를 확대시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

2)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Security, Strategy and New Perspective from 

Russia", Edited by James Clay Moltz and Alexandre Y. Mansourov,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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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료물질과 기술을 기반으로 원자력 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해야 하고, 계획의 추진은 원자력 장비 및 국내 원료물질의 활용을 최대화하

는 방식으로 과학적 및 기술적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 라고 강조하 다.

  위의 정책 노선은 1980년 제6차 회의에서도 대표들은 전력 생산을 획기적

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대 용량의 원자력 발전 필요성을 재차 반복하여 강조

하 다. 이 때부터 북한 최 고위층의 소위 주체 사상에 의한 원자력에 대한 

독자 개발 의지에 따라 원자력의 연구개발에 구 소련의 참여는 사실상 중단

되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를 정책 의제로 내놓기 시작한 배경은 첫째 남한

이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데 대한 경쟁자로서 대응하는 측면과, 둘째 경제

성장세가 1980년대 중반에 소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

한 경제적 이유 등이다. 

  1985년 8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고위 간부들에게 행한 김정일의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절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에 대하여 과학적 

및 기술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 다. 동 연설에서 그는 북한의 과

학과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상승시키는 과업을 부여하 고, 이를 위해 초

고압, 극저온 물리 및 플라스마 등의 연구 개발 필요성을 역설하 다. 또한 

원자력과 태양열의 이용과 과학기술 개발 성과를 실생활에 활용할 것을 촉

구하 다. 

  1987년 4월 21일 제8차 최고인민회의 제2기 회의에서 정무원 총리 이건모

가 북한의 제3차 7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보고하여  4월 23일 승인 받았다. 

그 주요 내용은  이 계획 기간 중 수기(數基)의 원자로를 건설한다는 것인 

바 원자로 기수(基數)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원자로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 

작업, 설계 및 건설 일정 등을 고려한다면 빨라야 제1호기가 2005년에 가동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1988년 3월 원자력을 포함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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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개년(1988∼1990년)계획으로 과학과 기술 발전 

계획을 수립하 고 중점 분야로는 전자, 열 핵융합, 화학 및 금속 등이었다.  

나. 개발 내용 및 사업 전개

  1) 신포지역의 러시아 VVER-440 4기 도입추진 경위

  o 1984년 김일성의 구 소련 방문 시 북한의 원전 건설에 구 소련의 지원

을 요청하 고, 구 소련은 협력의 전제조건으로서 북한의 NPT 가입을 요구

하 다.

     -1985년 12월 25일 양국은 북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소련의 

기술 및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VVER-440(440MWe) 4기의 원자로 설

계, 건설, 운전 및 가동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나 중간에 635MWe 3기로 변

경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3)

  o 1990년 신포로 부지를 확정하 다고 발표했으나, 북한이 IAEA 전면안전

조치협정 서명을 미루자 구 소련에서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 1989년 5월 북한-동독간 독일 설계인 635MWe 원자로를 신포에 건설 

공급하고 관련 기술의 전수에 관한 포괄적 협정에 서명했고, 기술, 물자를 

공급키로 합의했다는 설이 있다.4) 그러나 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협정인지 또

는 구체적으로 공급 대상 설비로서 635MWe을 명시했는지는 불분명하다.

  o 1992년 북한의 요청에 따라 안전성이 보강된 MP-640으로 교체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

  o 1992년 초까지 1985년 협정의 범위 안에서 러시아 전문가들은 원전 건

설부지 선정 작업을 수행하여 신포를 선정하고 프로젝트의 기술적 설계 작

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북한은 구 소련의 해체로 러시아연방에 의한 원전 건

3) 최 명, "북한의 원자력 이용개발 현황분석 및 전망 연구", KAERI/RR-1298/93(1993).

4) Lee Wha Rang, 'North Korean Nuclear Arsenal', 

   http;//www.kimsoft,com/korea/nk-nukes.htm(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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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관련된 비용 지불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선언하 다.

  o 1993년 4월 북한은 NPT에서 탈퇴를 선언했고, 이에 러시아는 1993년 4

월 19일 1985년 협정 하에서의 모든 작업을 정지키로 자국 대통령 을 발

하 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85년 12월 25일 조-소간 VVER 형 원자로 건설 공급 

계약을 체결한바 이 계약서의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북한은 구 소련으로부터 수입된 핵물질, 장비 및 장치는 핵무기 또는 

핵폭발 장치 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또한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얻기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임과  IAEA의 안전조치를 받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② 북한은 구 소련으로부터 인수한 문서, 장비 또는 물질을 제3국으로 이

전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가진다.

  ③ 북한은 위에서 언급한 물질 및 장비에 대한 물리적 방호를 IAEA 지침 

이상의 수준으로 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④ 제3국으로부터의 장비 공급이나 전문가 초청에 대한 제한을 가하지 않

는다.

  ⑤ 합의서에 원자로 건설에 관한 공기를 명시하지 않는다.

  더욱이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북한에 대한 국가 차관 공여는 기술적 사업

의 승인과 장비 공급에 관한 계약이 끝난 후에야 고려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본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면, 처음 북한은 구 소련 전문가들의 발전소 건

설부지 선정을 위한 지원을 거절하 다. 그러나 구 소련 전문가들이 북한 전

문가들이 선정한 7개 예비 부지를 검토 과정에서 모두 배제하 기 때문에 

1986년 구 소련 전문가 집단을 부지 선정 작업에 초청하 다. 부지 선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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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야외 작업이 1993년 초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북한은 구 소련 및 러

시아 정부, 민간 업체에서 수행한 부지 선정 작업에 대한 대가 지불을 거절

하 다. 러시아 전문가에 의하면 이 용역 대가는 US$1.7∼4.7백만에 이를 것

으로 추산하고 있다.

  2) 흑연 감속 가스 냉각로 건설사업 추진 

  북한 지도층은 북한 내에 개발된 석유 자원이 없고, 수력과 화력 발전으로

서는 부족한 전력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 용량의 원자력 

발전 필요성을 제기하 다.  

  이에 따라 북한 지도층은 천연 우라늄으로 운전할 수 있는 흑연 감속 가

스 냉각로를 기반으로 하는 원자력 에너지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은 

2,600만 톤에 달하는 우라늄 원광을 가지고 있고, 풍부한 흑연 매장량을 보

유하고 있기 때문에 흑연 감속 가스 냉각로 형 선정은 경제성과는 관계없이 

특히 고순도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특성이 첨가되어 주체사상에 의

한 자력 개발 방향과 일치하고 있었다.

  3)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러시아 관리의 성명과 뉴스 보도는 ‘북한 당국과 북한 정보기관은 러시아

의 핵무기 분야와 이의 운반 수단에 대한 비  정보를 얻고자 비공식 및 불

법 통로로 접근하고자 기도하 다’고 증언하고 있다.

  1992년 12월 러시아 보안 담당 장관 Victor Baranikov는 제7차 인민대표

회의에서 그의 요원이 64명의 러시아 유도탄 전문가가 제3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저지하 다고 보고하 다. 그 대상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으

나, 러시아 언론은 유도탄 전문가 중 몇 명이 북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도하 다. 

  1970년대 북한의 최 고위층은 국내 핵무기 개발을 착수하 다. 여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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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추어, 당시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에 관한 경쟁력을 상실하 고, 비군

사적 측면에서의 대결에서 승리할 가망성이 없다는 현실이 핵무기 개발의 

동기 부여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외에도 북한의 지도층에게 주요 동맹국

인 구 소련과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평양 정권을 포기 또는 배신하여 남한

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될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었다. 이런 배경에

서 북한의 고위층은 핵무기 개발만이 유일한 체제 생존 수단이라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보여진다.  

  핵무기 개발을 착수하는 정치적 결정을 하고 난 후 실질적인 조치로서는 

핵물리, 에너지, 방사화학 등의 분야를 연구 개발하는 연구기관들의 연결망

을 확충하 다. 이 무렵 변에는 원자력연구단지를 설립하고, 핵에너지

(nuclear energy) 연구소 및 방사선학(radiological) 연구소 등도 설립되었다. 

그 외에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에 핵물리학과가 설치되었고 김책공대에 원자

로 기술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또한 구 소련에서 제작한 사이클로트론이 김

일성종합대학에 설치되었고, 산업용 사이클로트론도 평양 교외에 설치되었

다.   

  

3.  원자력의 국가관리 체제
5)6)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직속으로 국가원자력위원회를 두고 원자력 개발 

및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자력 산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1986년 1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6기 

1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원자력위원회를 승격시켜 정무원 산하의 국가기관으

로서 원자력공업부를 신설하 다. 원자력공업부는 구 소련으로부터 도입하려 

했던 원전 건설, IAEA 등과의 원자력 대외협력, 원자력 연구개발 업무를 관

5)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Security, Strategy and New Perspective from 

Russia", Edited by James Clay Moltz and Alexandre Y. Mansourov,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2000.

6) 최 명, "북한의 원자력 이용개발 현황분석 및 전망 연구", KAERI/RR-1298/93(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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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핵 프로그램은 인민무력부 감독을 받고 있던 것

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 원자력 연구 관련 기관들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감독 하에 있었으며, 실질적인 연구 활동에 대한 감독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관장하고 있었다.

  평성 과학단지에 17개의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연구소들은 국가 

과학원에 소속되어 있지만, 재정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연구방법, 

과학/기술 과업 수행에 대한 통제와 행정적 지침을 받는다. 북한에서 과학연

구기관의 중심은 국가과학원으로서 1952년 12월 1일 평양에서 개원하 지만 

현재는 평안남도 평성시에 위치하고 있다. 1982년에는 정무원의 행정부서로 

승격되었고, 1994년 2월에 ‘국가과학원’으로 개칭되어 정무원의 각부 및 위원

회 산하에 있는 모든 연구 기관들까지 통합하 다. 과학원의 구성원은 원사

(院士), 후보원사와 과학원 산하 각 연구 기관에서 연구하는 과학연구사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7)

 

4.  원자력 연구개발 체제 구축
8)9)

가. 변 원자력연구단지 조성 및 전문 연구기관 설치

  변 원자력연구단지는 본격적인 원자력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 구 소련

의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이들의 지원을 받아 1964년에 조성하 다. 지역부지

는 대략 270만평, 시설부지는 37만 5천평 정도이고 건물 수는 대략 150여 개 

棟으로 추정된다. 입주하고 있는 주요 전문 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

에도 여러 가지 시험시설 및 원자로 등이 위치하고 있다. 

  비날론을 개발하여 ‘노동 웅’ 칭호를 받은 이승기 박사가 1967년 초대 소

7) 이재승, "북한을 움직이는 테크노크라트", 일빛, 1998.

8)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Security, Strategy and New Perspective from 

Russia", Edited by James Clay Moltz and Alexandre Y. Mansourov,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2000.

9) 최 명, "북한의 원자력 이용개발 현황분석 및 전망 연구", KAERI/RR-1298/93(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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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부임하 다. 

    o 핵물리연구소

    o 방사화학연구소

    o 동위원소 처리실험실

    o 핵전자공학연구소

    o IRT-2000 연구로

    o 기타 연구시설

￭핵물리연구소

  1965년에 설립되었으며 북한 원자력 기초연구의 핵심으로 기능하고 있으

며, IAEA 기술협력 사업인 가속기 사업도 초기에 관장하 으나 평양 원자력

연구소로 이관되었다. 산하 실험실로서는 방사능실험실, 중성자 방사화 분석

센터, 비파괴 시험센터 등이 있다. 

￭방사화학연구소

  1956년 설립되어 현재는 변 원자력연구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연

구소는 화학공정, 핵연료 성형가공, 핵연료봉 절단, 핵연료 피복관 용해, 핵

연료 펠렛 용해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975∼1987년 간 재처리 

공정에 대한 非放射能的 모형 시험을 실시했다.

￭동위원소 생산 실험실

  IRT 원자로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Mo 표적물질로부터 Tc-99m 동

위원소, Te 표적물질로부터 I-131 동위원소와 Cr-51, Co-60 등의 동위원소

를 제조하 다. 1975년부터 혼합-정치조(mixer-settler) 용매추출장치를 사용

하여 U과 Pu의 분리 실험을 수행했고, IRT 연구로의 사용후핵연료로부터 

mg 정도의 Pu을 분리했다.

￭핵전자공학연구소

  변 임계시설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자로의 자동화 체계와 핵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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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RT-2000 연구로

  1965년 구 소련으로부터 도입하여 구룡강 변에 위치하고 있다. 당초 

2MWt의 열출력으로 10%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 으나, 1980년 출력

을 4MWt로 승급한 후 이를 다시 8MWt로 출력 증강을 하 고, 80%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한다. 이 연구로는 핵물리 연구와 동위원소 생산에 이

용되고 있으며,  매년 130여명의 학생들이 실습 교육을 받고 있다.

￭기타 연구시설

  기타 연구시설로는 임계시설, 베타트론, 코발트 조사시설 등이 있다. 임계

시설은 0.1MWt의 출력의 용량이며, 경수를 감속재로 사용하는 격자형의 형

태로 되어 있다.  

  

나. 변 이외 지역 연구기관 설립

  1) 평양지역

￭ 평양 방사화학연구소

  1984년부터 IAEA와 기술협력을 실시했고, Tc-99m, Au-198, I-131, Cr-51 

등의 의학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표준선원으로 사용되는 방

사성동위원소도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평양 원자력연구소

  평양 원자력연구소는 변 핵물리연구소에서 수행하던 IAEA 기술협력사

업인 가속기 관련 업무를 이전 받아 1985년에 평양에 설립하 고 인력 규모

는 약 250여명이다. 

  이 연구소는 1983년부터 시작한 IAEA 기술협력사업으로 1989년 구 소련

으로부터 도입한 MGC-20형 사이클로트론 가속기를 1992년부터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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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방호연구소

  1978년 평양에 설립되었으며 이 연구소에는 표준선량측정실험실, 핵전자공

학실험실, 환경방사능실험실, 원전방사선방호실험실, 방사선검출기실험실, 방

사선방호실험실, 중성자방사화실험실 및 품질관리실 등 8개의 실험실로 구성

되어 있다.

  위의 실험실 이외에도 1988년부터 시작한 IAEA 기술협력사업으로 환경방

사능 측정센터가 활동하고 있으며, 해양방사선실도 설치되어 원산에 위치하

고 있다.

￭미임계장치

  김일성종합대학 핵물리학과는 1950년대 말에 설치되었으며, 이 학과에 미

임계장치가 있으며 그 산하에 원자력연구소를 두고 있다.

      

  2) 평성지역; 북한 과학원 산하 연구소

  평안남도 도청소재지인 평성시(평양 북쪽 약 27km)는 우리 나라의 대덕연

구단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과학 연구도시이다. 1970년 말부터 건설하여 

1983년에 완공하 다.

  평양에 있던 원자력 연구기관들이 대부분 평성으로 이전하여 현재 17개의 

연구기관과 1개의 시험시설이 있다. 평성연구단지 내 원자력과 관련이 있는 

연구소는 다음과 같다. 

      o 물리연구소

      o 수학연구소

      o 전자제어기기연구소

      o 전자공학연구소

￭물리연구소

  1952년 설립되었고 2000년 현재 약 2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장은 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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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박사로서 레이저 물리 전공이다. 이 연구소의 주요 연구 분야는 레이저 

및 광학, 고체물리, 극한 환경(40,000기압, 액체 He 온도, 10-10 torr 극 저압)

에서의 물질 변화, 음향학 및 표면 파동 등이다.

  물리연구소 산하에 여러 연구실이 설치되었고 그 중에서 몇 개의 연구실

은 원자물리연구소, 반도체연구소 및 수학연구소 등 독립 연구소로 분리되었

다.

￭수학연구소

  수학연구소는 핵개발 프로그램에 기여해 왔다. 주요 분야는 프로그래밍, 

수리물리학, 미분방정식, 기초수학, 정량적 모델링, 액체/기체 유체역학, 컴퓨

터 수학 등이다.

  2000년 현재 연구소장은 허곤 교수이며, 리차곤 원사는 기초수학연구실장

이면서 학술지 ‘수학’의 편집장이다. 그 외에 5명의 교수와 4명의 박사가 재

직하고 있으며, 리차곤 원사와 김소진 박사는 대수 전문가이며, 리정린 교수

는 수학통계, 송창호 박사는 컴퓨터와 응용수학 전문가이다.

￭전자제어기계연구소

  1984년 설립되었고 2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야로는 제

어, 서버, 수학 지원, 디지털 프로그램 제어, 로봇 공학, 센서 기술 등이다.

￭전자공학연구소

  연구소의 직원은 400여명이고, 연구의 주 방향은 중소형 집적회로를 기반

으로 하는 컴퓨터 요소와 장치를 개발하는 것과 컴퓨터 용 대형 집적회로 

생산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연구소는 몇 가지 분야로 실험실이 구

성되어 있는바, 

   - 대형, 중소형 집적회로의 설계 및 개발

   - 혼합형 반도체

   - 섬유/광학 통신

   - 컴퓨터 요소 및 회로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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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지역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소

  1965년 8월 청진에 설립되어 동부 공업지역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의 산업적 이용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92년 현재 약 350명이 일하고 

있고, 핵공학 제어 시스템과 X-선 형광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 인적 자원 양성
10)

  1) 교육기관

￭김일성종합대학 

  북한 최고의 과학자 양성 기관으로서 1946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물리, 수

학, 생물 및 화학 등 19개 자연과학 학과와 수준 높은 연구소들이 다수 설치

되어 있다. 해방 직후부터 도상록, 한인석을 비롯한 유명한 핵물리학자들이 

교수로 있었다. 1998년 현재 핵공학자인 박관오 박사가 10년 이상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김책공과대학

   1948년 9월 김일성종합대학 공학부에서 분리되어 평양공업대학으로 개교, 

대동강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학기사, 과학자, 교육자 등 고급 기술인력

을 양성하는 대학이다. 학생 수는 1만 여명, 교직원 수는 2,000명이고 현재 

광업공학부, 금속공학부, 기계공학부, 공업경 학부 등 18개의 기본학부와 야

간학부, 재 교육학부 까지 총 18개 학부, 81개 학과, 10개 연구소, 박사원 등

이 설치되어 있다. 주요 학과로는 원자로공학과, 지구물리탐사과, 정 기계학

과, 핵전자공학과 등이 있다. 김책공과대학 총장으로 재직했던 김경완 박사

(1996년 사망)는 전공은 화학이지만 이승기 박사와 함께 북한 핵무기 개발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 이재승, "북한을 움직이는 테크노크라트", 일빛,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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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성이과대학

  특수목적 대학으로 국가과학원 직속으로 1967년 설립, 핵물리학, 화학, 수

학, 생물학, 전자공학 등 5개 학과로 편성되어 있다.

  학생 선발은 전국 과학경기대회에서 5위 이내로 입상한 최우수 고교생을 

학과마다 약 5명 정도만 선발하여 6년제 교육을 실시하고 이 대학 졸업생은 

구 소련, 구 동독, 체고 등에 유학시키는 특전을 부여하여 왔다.

 

  2) 원자력개발을 주도했던 주요 과학자

￭‘노력 웅’ 이승기 박사

  이승기 박사는 1905년 전남 담양에서 출생하여 1931년 일본 경도대 화학

공업과를 졸업했고 1939년 일본 다카스키연구소에서 최초로 합성섬유인 비

날론을 개발했다. 1945년 귀국하여 경성대 공대학장을 역임하다가 서울에서 

6. 25를 맞게 되었고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이승기 박사를 수배하여 함흥

으로 보냈다.   

  북한에서의 주요 경력으로는 1952년 과학원 화학연구소장, 1953년 10월 

‘노력훈장’을 받았고, 1955년 과학원 자연⋅기술과학위원회 위원장, 1957년 

최고인민회의 제2기 대의원, 1961년 과학원 함흥분원 화학연구소장, 1961년 

북한에 비날론 공장 건설 공로로 ‘노력 웅’ 이 되었고, 이듬해 1962년 소련

으로부터 레닌상을 받았다.

  1960년대 중반부터 국방과학원에 들어가 북한군 소장 계급장을 달고 무기

개발에 종사했다. 방사포에 사용될 고성능 화약을 만들기도 하고 핵무기 개

발사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핵무기 개발사업을 주도하면서 그 실험을 위해 

수많은 과학자들을 사지로 몰아 넣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66년 구 소련 과학아카데미 명예 원사, 1967년 변 원자력연구단지 소

장, 1980년 과학원 함흥분원장, 1990년 제9기 대의원 등의 요직을 역임하다

가 1996년 2월 사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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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리학을 이끈 도상록 원사

  북한 핵무기 개발의 주도적 과학자 1호인 도상록 원사는 북한에서 핵물리

학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공헌한 과학자로서 ‘화학은 이승기’ 물리학은 ‘도상

록’으로서 북한 과학자의 쌍벽으로 불려지고 있었다.

  도상록 원사는 1903년 흥남 근처 농촌에서 출생하여 일본 경도대 물리학

부에서 실험물리를 전공했고, 졸업 후 개성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양

자역학에 관한 논문을 일본과 미국 학술지에 발표했다. 8.15 해방 후 서울대

학교 이공학부 학부장을 역임하고, 1946년 5월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로 초빙

받아 물리수학부 학부장으로 재직하면서 14개의 새 과목을 개척하고 4만 페

이지에 달하는 교재를 집필하 다.

  1930-40년 사이에 ‘헬륨/수소분자의 양자역학적 취급’(헬륨/수소분자의 진

동수를 가장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제시), ‘수소가스의 양자역학적 이론’(수

소가스의 점성과 제2 비리알 계수를 양자역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제시)등

의 논문과 그 후 20여 편의 수준 높은 논문을 발표했고, 대표적인 저작으로

서는 양자역학, 핵구조 및 핵이론 등이 있다. 

  1961년 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원자력을 전력으로 이용하기 위한 과학 연

구와 전문가를 육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해 핵

가속장치(가속된 플루토늄으로 불소 핵을 충격)를 개발하 다.

￭1950년대 말부터 핵개발을 주창한 한인석

  한인석 박사는 도상록, 이승기 박사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개발 계획을 주

도했을 것으로 보이는 3명 가운데 하나이다. 

  경기도에서 태어나 일본 동북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에서 공부했고, 

해방 후에는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1951년 5월부터 김일성종합

대학에서 물리학과 상급교원으로 있었고, 한동안 모스크바에서 핵이론을 공

부하고 돌아와 부교수로 있었다. 1950년대 말부터 북한의 당 간부 등 요인을 

상대로 핵에너지의 중요성과 핵개발의 필요성을 강연하기 시작했고 그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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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정연하고 명쾌한 것으로 전해진다.

￭핵개발 실무 총책임자 정 근

  1947년 서울대 물리학과 2회 출신으로 분자운동론을 전공했고 서울대 교

수로 재직중 월북하 다. 모스크바 대학에 유학하여 원자로에 대한 6, 7편의 

논문을 발표하 으며, 북한 핵무기 개발의 핵심으로 추측되고 있다. 

￭핵전문가 최학근

  함경도 출신으로 김일성종합대학에 있다가 1946년 모스크바 대학과 드브

나 연구소를 거쳤다. 귀국 후 제2대 원자력연구소장을 역임한 후 1986년 12

월 정무원에 신설된 원자력공업부 부장으로 보임되었다.

  1974년부터 4년간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공관에서 참사관을 지내면서 

국제원자력기구 도서관에서 원자력에 관한 기술정보를 다수 접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6년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을 역임하 다.

￭원전건설 전문가 계 순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 후 드브나 연구소에서 연수하 으며, 귀국해서는 

핵전자공학연구소장을 역임하 다. 1970년대 초부터 ‘우리 힘으로 원자력 발

전소를 건설하자’고 주장한 원전건설 전문가로 알려지고 있다.

￭경원하

  월간 조선 1990년 4월호에 소개된 바와 같이 경원하는 미국 로스 알라모

스 국립연구소 연구원과 카나다 맥길대학 교수를 역임했고, 핵폭탄 제조기술

의 핵심기술인 가스폭발분야를 전공하 다. 카나다 중수로 설계기술 자료를 

가지고 1972년 7월 입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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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핵물질 계량관리 및 북한의 SSAC

1. 서 론

  어느 한 국가가 국가의 부와 안정된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소

유의 자원을 활용하여 주변국가에 대한 비교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은 당연

한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수준, 심지어는 군사

적 수준을 포함한 총체적 수준이 뒤떨어지는 국가에게 핵무기는 기존의 열

세를 단숨에 만회하고 적어도 동등한 반열에 오르는데 필요한 절대적인 수

단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몇몇 전승국은 세계 평화유지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선도하 다. 새로운 질서의 형성은 세계대전 말에 경험한 핵무기 공포로부터

의 해방 및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여 획득한 핵무기 기술을 상업적 기술로 

전환하는데 따른 경제적 기득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초기의 질

서는 공포에 대한 두려움과 기득권을 인정한 논리에 잘 적응하는 듯하 으

나, 새로 재편되어 가는 국제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국가에 의해 일각이 

무너졌으며 그 여파는 계속되었다.

  국제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국가는 정통의 국제적 지위를 얻지 못한 만큼 

책임도 작아진다. 이러한 국가의 핵무기 보유는, 그 국가의 성숙하지 못한 

사회적 문화적 수준으로 인하여 핵무기의 사용이 소수의 그룹에 의하여 무

책임하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

  몇몇 나라에 의한 핵물질 전용은 안정된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한 

위기 속에서 자국의 이득을 챙기려는 위험하고 단순한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몇몇 시도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단호한 대응태세를 취하 으

며, 동종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실행에 효과성과 효율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IAEA는 최선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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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치 실행을 위하여 회원국에게 보다 많은 핵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과거

보다 적극적으로 회원국의 정보에 접근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자발적인 지원 

및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 안전조치는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고 있다. 

새로운 변화에 따라 국내 핵물질 계량관리체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IAEA가 제안하고, 많은 회원국이 자국에 유지하고 있는 핵물질 계량관리 

국가체제(SSAC: States' Systems of Accounting for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s)는 철저하게 IAEA 안전조치의 효과성 획득과 신뢰성 확

보에 부합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 양상이 바뀌어, SSAC는 IAEA 안전조치의 

목표 달성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안전조치의 새로운 변화에 추가 대응하여

야 한다. 이제 SSAC의 업무는 원자력 산업 전반으로 그 범위가 점점 확장

되고 있으며, 원자력 중장기 정책까지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조치에 

관한 국가체제가 부담하여야 할 범위가 증대함에 따라, 체제의 효과성과 효

율성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SSAC가 IAEA 안전조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IAEA와의 협정에 

의해 수립되었으나, SSAC 운 에서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는 국가의 몫

이다. 효과성은 일반 인식의 범위를 수평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고, 

효율성은 전문 인식의 깊이를 수직적으로 확장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SSAC의 운  효과는 대중의 공동인식을 전제로 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에서 쉽게 얻어진다. 효율성은 핵물질 취급공정의 품질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핵물질 사용 및 저장 관리를 통한 방사선 관리, 핵물질 취득에서 폐기

까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환경보전 등에 다각적으로 SSAC를 활용함으로

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원자력 관련 산업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핵물질을 경제적

인 수단으로만 취급하던 과거의 단계는 지나갔고, 새로운 상황에 걸맞은 정

치, 경제, 문화 수준을 국제사회에 보이는 한편, 국제적 책임을 다하여야 하

는 과정에 들어서 있다. 핵무기의 비확산 정책은 철두철미한 핵물질 통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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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의 고양과 반핵에 대한 올바른 문화 정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핵물질 계량관리

가. 개 요

국가계량관리체제(SSAC)는 한ㆍIAEA 전면안전조치협정(INFCIRC/236) 제

7조 (a)항에 의하여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을 계량하고 통제관리하

기 위하여 설치되었다.11) 이는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핵물질을 IAEA 

안전조치 검증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동 협정 제7조 

(b)항에서는 IAEA 안전조치 검증활동이 SSAC의 기술적 유효성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12) 즉, IAEA에게 SSAC의 활동 내용

(findings)을 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IAEA가 이 목적을 위한 검

증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SSAC의 기술적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동 협정 제31조에 의하면, IAEA는 검증 활동에 있어서 SSAC 체제를 충분

히 활용하여야 하고, SSAC 활동과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여야 한다.13) 

위에서 설명한 조항들은 IAEA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SSAC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 할 수 있으나, 이는 IAEA가 독립적인 사찰 결론

(independent conclusions)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SSAC 활동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IAEA는 전면안전조치 협정(INFCIRC/153 type)에 의한 

SSAC의 활용을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SSAC의 기술적 효율성을 평

1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stablish and maintain a system of 

accounting for and control of all nuclear material subject to safeguards under this 

Agreement."

12) "... The Agency, in its verification, shall take due account of the technical 

effectiveness of the Republic of Korea's system."

13) "..., shall make full use of the Republic of Korea's system... and shall avoid 

unnecessary dupl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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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수 있는 절차가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SSAC의 활동 내용을 검증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의 IAEA 안전조치 표준기준서(criteria)는 SSAC를 고

려하기보다는 안전조치 대상시설에 대하여 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만

을 제시하고 있다. IAEA는 SSAC의 기술적 효율성 확인을 위한 절차 개발 

및 적용에 전혀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최근 IAEA는 안전조치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

양한 시도를 추진 중이며 최상의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INFCIRC/540)를 통해 해당 국가에 미신고 핵물질과 그 

핵활동이 없음을 확인하는 한편, 전통의 INFCIRC/153에 의한 안전조치를 적

절히 조화시켜 통합안전조치(IS: Integrated Safeguards)를 적용하고자 한다. 

새로운 통합안전조치는 SSAC에게 새로운 국제안전조치체제에 참여해 줄 것

과 과거보다 더욱 강화된 지원(cooperation)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IAEA는 

추가의정서의 실시를 위한 관련 절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추가의정서의 실제 

적용을 위한 각종 모델의 시험(field trial)을 회원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확대 신고 및 접근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체제에서는 과거보다 범위가 확대

된 정보를 신속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의 대상 범위는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까지 확대된다. 결국, SSAC에게 능동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SSAC의 최상의 조건을 검토하

고 적절한 SSAC 편성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IAEA 안전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SSAC는 계량관리 이외에 핵

물질의 물리적방호 및 수출입통제를 포함하는 핵물질 방호, 관리 및 계량

(MPC&A: Nuclear Material Protection, Control and Accounting)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IAEA 안전조치를 지원하거나 이에 필요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기존 SSAC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다른 목표를 부가 할 수 있다. 

핵물질의 물리적방호 체제는 시설에 침투하려는 불온 세력을 감지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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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시키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여 무력 사용 및 즉각적인 대응을 수

행하기 위한 것이다. 물리적방호 수단은 안전조치 체제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쉽게 구별 가능하고 흔히 눈에 띄는 설비들로서 담, 출입문, 제한구역, 경보 

체제, 이동 감지장치 등이 있다. 핵물질 관리체제는 핵물질 취급, 사용, 저장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핵물질 관련 허가 및 수출입 통제 등을 의미한다. 

통제를 위한 물리적인 수단으로서는 저장 및 운반 용기, 봉인, 물질 식별표, 

취급절차서 등이 있다. 계량관리는 핵물질의 재고 및 반출입 현황을 확인하

는 것으로서 핵물질에 대한 부기(book-keeping)와 핵물질을 물리적으로 검

증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물리적 방호와 수출입 통제에 대한 설명은 다

른 장에서 기술하므로, 본 장에서는 SSAC의 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해 기술

하고자 한다.

나. 핵물질 계량관리 체제의 일반 원칙

한 국가의 핵물질 계량관리를 담당하는 SSAC는 핵물질을 사용 및 저장하

는 시설로부터 국내 핵물질을 총괄하는 조직까지를 포함하는 일련의 조직을 

총칭한다. IAEA의 지침서14)에 의하면, 관리(control)는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조치와 물리적 방호 수단으로서의 핵물질 통제를 제외한 행정 및 

관리상의 통제로 해석하고 있다. 

향후, 추가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일부 조직, 특히 정보관리조직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많은 국가에서는 추가의정서에 의하여 추가로 제공하게 되는 정

보를 포함한 안전조치 관련 자국 정보를 전자화 수단을 이용하여 체계적으

로 관리하려는 계획을 세우거나 이미 실행하고 있다. IAEA 역시 세계 각 국

에서 수집된 거대한 정보를 평가 및 분석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 중이다.

IAEA가 SSAC의 설립을 요구하는 기본 배경에는 국내 자원을 활용하여 

14) “Guidelines for States' Systems of Accounting for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s", 

IAEA, IAEA/SG/INF/2,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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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SSAC가 국내의 핵물질

을 IAEA가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계량, 통제 및 관리하여 국제 안전조치의 

적용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킴으로서, IAEA는 손쉽게 안전조치 목적 

달성에 접근할 수 있다. 최근의 안전조치 동향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SSAC

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SSAC의 목표 설정에 국내 사정이 반 되

어야 한다. SSAC는 IAEA의 안전조치 목적 달성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국가의 필요에 따라 목표를 부가할 수 있다. SSAC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국가는 핵물질을 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의 경제

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 및 안전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 자

료 제시 및 주장으로 사회적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

   

다. SSAC의 조직 및 구성 요소

  1) IAEA 요구 사항

INFCIRC/153에 의하여 국가는 SSAC를 설립하여야 한다. 설립된 SSAC는 

핵물질의 사용, 이동, 저장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고, 국가 통제관리의 목적

과 IAEA 안전조치협정의 의무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와 권한

이 있다. 국가계량관리의 목표가 달성되었는 지의 확인, IAEA와 체결한 협

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수단의 제공, 계량관리 절차의 개발 및 적용, 핵물

질 관련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은 국가계량관리 조직

이 수행하여야 하는 주요 사항들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

하여 안전조치 관련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여 운 하고 있다.

  2) 법 령

국가는 INFCIRC/153과 기타 국제협약에 의하여 발효된 의무사항이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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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법 또는 규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안전조치의 적용 개시, 종료 

및 면제에 대한 규정, 핵물질 소유 및 사용 조건에 대한 규정, 핵물질의 소

유, 사용, 저장, 재고 변동 및 손실사고에 대한 보고규정 등을 포함하는 법 

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정보시스템

SSAC의 정보시스템은 INFCIRC/540에 의한 관련 자료의 증대로 그 중요

성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는 핵물질 관련 정보를 기록 및 처리하고, 국제 안

전조치 목표와 국가 목표를 만족시키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기타 관

련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정보처리시스

템에서 처리하여야 할 정보들은 대개 다음과 같다.

   - 각 시설들의 설계정보

   - 핵물질 재고 및 거래 기록

   - 운전 및 기타 관련 활동 기록 및 보고

   - IAEA로 보내고 받은 기록 및 보고서

  4) 핵물질 계량관리의 기준

SSAC는 관련 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고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체제 운 에 필요한 기준 및 요구조건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 및 

요구조건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협정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구성되

어야 한다. 또한, 기준 및 조건을 바탕으로 체제의 운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는 체제 운 에 다시 반 되어 

체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계량관리의 시발점, 종료 및 면제

INFCIRC/153의 제34조15)에서는 핵연료 제조 또는 동위원소 농축에 적합한 

15) "When any nuclear material of a composition and purity suitable for fuel 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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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및 순도의 핵물질을 안전조치의 시발점으로 보고있으며, 채광 또는 광

석처리 활동 중의 물질에는 안전조치가 적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

나, SSAC는  최소한 국가의 국제적 의무로 요구되는 핵연료 주기의 가장 

빠른 시점을 핵물질 계량관리의 시발점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즉, SSAC에서

의 계량관리 시발점은 INFCIRC/153에 의한 안전조치 시발점보다 빠르거나, 

적어도 동일 시점이 된다.

 INFCIRC/153의 제11조16)의하면 안전조치는 핵물질이 소모되었거나 또는 

희석되어 더 이상 핵 활동에 사용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 한 

것으로 IAEA가 결정함에 따라 종료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SSAC는 IAEA의 종료 결정과 IAEA-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핵물질 계량관

리의 종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INFCIRC/153에 의한 안전조치의 면제는 핵물질이 합금 또는 도기의 제조

와 같은 비핵활동에 사용될 경우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안전조치의 

일시적인 면제를 의미하며, 면제의 사유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재적용 받게 

된다. 따라서, SSAC는 면제 핵물질에 대한 재고 및 소재지 기록과 같은 최

소한의 관리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나) 핵물질의 분류

  핵물질의 분류(categorization)는 물질의 중요도, 접근성 및 계량관리의 적

용 강도가 적절히 균형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확립되어야 한다. 특별히 핵분

열성 물질의 양 및 방사능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조치 적용 강도에 따라 

결정하며, 안전조치의 유의성(significance) 및 전용시간(conversion time)의 

개념과 관련지어 핵물질을 분류하여야 한다.

or for isotopic enrichment ...shall became subject to the other safeguards 

procedures..."

16) "Safeguards shall terminate on nuclear material upon determination by the Agency 

that the material has been consumed, or has been diluted in such a way that it is 

no longer usable for any nuclear activity relevant from the point of a view of 

safeguards, or has become practically irrecov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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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사용물질(direct-use material)은 농축이나 변환없이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루토늄, U-233 및 농축도 20%이상의 농축우라늄을 말

한다. 간접사용물질(indirect-use material)은 농축도 20%미만의 우라늄, 천연 

우라늄, 감손 우라늄 및 토륨을 의미한다. 

     다) 물질수지구역

  물질수지구역(MBA: Material Balance Area)은 핵물질의 수지가 발생하는 

물리적 구역을 의미한다. 이 물질수지구역은 주요측정지점(KMP: Key 

Measurement Points)을 포함하여야 하며, 핵물질의 격납 및 감시 기능을 고

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SSAC는 INFCIRC/153의 제32조17)에 근거하여, 

IAEA와 맺은 보조약정(Subsidiary Arrangement)에 합의된 체제와 일치하는 

물질수지구역 체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SSAC는 안전조치협정 하에 요구되는 물질수지구역을 국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더 세분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즉, 면제된 핵물질의 관리를 위

하여 구역을 추가하거나, 시설외 지점(LOFs: Location Outside Facilities)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세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기록 및 보고 시스템

  계량 기록(accounting records)은 각 물질수지구역 내의 핵물질 재고량과 

그 재고량에 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을 기록한 장부를 의미하며, 운  기록

(operating records)이란 핵물질과 관련된 시설 운  자료로서 원자로의 누적 

열출력 자료, 저장 탱크 및 측정기 교정자료, 품질보증 자료, 측정기록 자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계량보고(accounting reports)는 안전조치협정에서 안전조치의 대상으로 정

하여진 핵물질의 상태에 관한 대 IAEA 통보서로서, 핵물질변동보고서(ICR: 

Inventory Change Report), 물질수지보고서(MBR: Material Balance Report), 

17) "... the State's system of accounting for and control of all nuclear material .... shall 

be based on a structure of material balanc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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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재고목록(PIL: Physical Inventory Listing) 등을 의미한다.

  SSAC는 안전조치와 관련된 상기의 기록 및 보고의 작성, 검토, 수정, 최

종 승인, 문서의 수발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서 

작성에 따라 동반되는 보조 근거자료의 유지체제 확립도 중요한 요소가 된

다.

    마) 측정 시스템

  SSAC는 각 MBA의 계량 및 운  기록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핵물질 계량

관리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핵물질의 취급 및 운 에 관한 기본자료를 생

산 및 관리 할 수 있는 측정 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한다. 측정 시스템에 포함

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주요측정지점(KMP)의 구분 및 표시

   - 측정 이론의 규정

   - 측정장비의 보수유지 규정

   - 측정 담당자의 자격 및 훈련

   - 측정장비의 표준 교정 절차

   - 표준 측정절차 및 측정치 분석 절차

   - 품질관리를 위한 측정 절차

    바) 핵물질의 흐름, 선적-인수 차및 국제운송

  SSAC는 핵물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한다. 즉, 핵

물질이 시설 내외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

템을 확립하여야 한다.

  모든 선적-인수 차(SRD: Shipper-Receiver Difference)의 측정에 있어서는 

그 차이를 확인, 검토, 해결 및 평가하고, 선적-인수 차가 정해진 한계를 초

과하는 경우에 대한 후속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국제운송에 있어서 사전 고지, 계량관리 책임의 승계, 운송되는 핵물질의 

동일성 유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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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물자재고조사

  물자재고조사(PIT: Physical Inventory Taking)는 핵물질 계량관리 체제를 

비교 시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물자재고조사를 통하여 체제의 문제점 등

을 도출해 낼 수 있다. SSAC는 다음의 기본적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체제를 구성하여야 한다.

   - 핵물질 재고에 대한 계층(stratification) 구분 시스템

   - 이전 측정을 계속 유효하게 하는 격납/감시 같은 공인된

          측정수단의 기준

   - 측정 곤란한 핵물질을 제한하는 량에 대한 기준

   - 공정 내 핵물질의 청소 방법과 완전성 달성 정도에 대한 기준

   - 비정상적으로 큰 미계량물질(MUF: Material Unaccounted For),

          시설 운 상의 사고, 비정상적인 손실 등에서 발생하는

          특별 물자재고에 대한 기준

    아) 측정 관리

  SSAC는 최적 측정 시스템의 정상 운 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

정시스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정시스템 관리계획은 정기

적으로 검토 및 수정되어야 하며, 우연(random) 및 계통(systematic) 오차의 

한계도 적절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측정 결과의 기록상 오류는 가능한 한 조

기에 감지하고 수정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측정 결과와 교정 자료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을 확립하여 하며, 

정확도 한계 시험(testing of accuracy limits)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 물질 수지 종료

  중량(bulk) 계수시설은 측정오차의 발생 확률이 품목(item) 계수시설 보다 

많기 때문에 물질수지 종료 시 지켜야 할 요구사항도 많아지게 된다. SSAC

는 중량 계수시설을 중심으로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체제

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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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F 및 그 불확정도 계산 절차

   - 물질 수지 요소의 결정

   - 측정되지 않은 재고에 대한 평가 절차

   - MUF와 MUF의 불확정도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 MUF와 MUF의 불확정도가 정해진 수준을 초과할 경우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절차

    차) 격납 및 감시의 적용

  SSAC에서 적용하는 격납 및 감시는 안전조치의 목적달성 보다는 핵물질 

관리 기능의 일부로서 비정상적 흐름의 감시, 재고 보전의 확인, 비정상적 

계량활동의 감시, 비인가 이동의 확인 등을 위하여 활용 될 수 있다. 격납 

및 감시 수단이 적용되는 경우, 격납 및 감시의 절차 및 그 결과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3.  북한의 SSAC

가. 북한의 원자력 및 관련 활동18)

  1944년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전력 총 생산용량은 약 2,940MW이었으며, 

그 중 92%를 북한에 있는 발전소에서 생산하 다. 그러나, 해방과 동시에, 

일제는 국내 전력 총생산용량의 약 60%를 파괴 및 해체하 다. 1947년 이후, 

북한의 국가경제계획에 의한 전력 생산시설의 복구 노력에 따라, 1949년의 

전력 총생산용량은 1,550MW로 증가하 다. 그러나, 한국전쟁 동안의 전력분

야는 더 심각한 타격을 입게되어, 1953년 전력 총 생산용량은 전쟁 전의 

20% 수준으로 감소한 336MW 정도에 불과하 으며, 변압 및 전력 공급 시

18)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 Security, Strategy, and New Perspectives 

from Russia", Edited by James Clay Moltz and Alexandre Y. Mansourov,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pp. 53-5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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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60% 정도가 파괴되었다.

  전후 새로운 경제계획에 따라 전력 생산설비의 복구가 추진된 결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60년도의 전력 총 생산용량은 전쟁 전보다 약 

1.2배가 증가된 1,875MW19)에 달하 다. 또한 전력 공급망도 증설 및 발전을 

가져와, 1958년에는 북한의 단일 에너지 공급망(unified energy grid)을 완성

하게 되었다. 전력산업 분야의 발전은 소위 산업화 시기20)에 계속되어 1970

년대에는 3,375MW로 증대하 으며, 계속된 전력생산 증가로 1980년도에는 

5,345MW21)에 도달하 다. 그러나, 에너지 집약 산업의 증가에 의한 발전설

비 수요를 잘못 계산하여, 1956∼1970년 기간 동안의 전력 생산은 3.2배 증

가에 그쳤으나, 경제 부문의 총 생산은 약 11.6배에 달하 으며, 결국, 1970

년대에는 전력 생산이 경제개발 수요에 뒤 처지게 되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1980년대 초에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1984년 북한은 구 소련에게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요청하 고, 구 소련

은 지원의 조건으로 핵비확산조약(NPT)의 가입을 요구하 다. 그리하여, 북

한은 1985년 12월 12일 NPT에 서명하 으며, 동년 12월 26일에는 원자력발

전소 건설에 대한 기술적 지원내용이 포함된 협정에 조인하게 되었다. 북한

과 구 소련은 원자력발전소 부지를 조사하고 건설준비를 시작하 다. 그러

나, 북한은 1990년대 초 국제 및 국내의 어려운 환경이 더욱 심화되어 갔다. 

북한은 IRT형 원자로에 공급되는 핵연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구 소련으로

부터의 공급이 중단되었으며, 구 소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에 대한 비

용도 지불하지 않아 1992년 5월에는 원자로 건설지원 협정의 이행이 중단되

었다.

  한편, 1985년 NPT에 가입한 북한은 IAEA의 전면안전조치 협정의 서명을 

연기하고 있었다. 1990년 3월 구 소련은 북한이 전면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

19) 당시의 수력 발전용량은 1,805MW이었으며, 화력은 70MW 정도 다.

20) 북한의 산업화 시기는 1956∼1970년으로서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를 말함.

21) 화력발전의 건설 증가로 1975년에는 총 전력생산의 반 이상을 화력이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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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를 고려하여 북한의 경수로 건설계획을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 으며, 동년 9월에는 북한의 NPT 탈퇴를 우려하여 북한에 대

한 경수로 건설지원을 보류하 다. 그 후, 북한은 남한과 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하는 등의 다각도의 시도를 추진하 다. 북한은 남한에서의 미국 핵무기 

철수를 주장하 으며, 미국은 남한에 있던 핵무기 철수를 발표하 다. 결국 

1992년 1월 30일 북한은 IAEA의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 고, 동년 4월 9일

에 이를 비준하 다. 이에 따라, 동년 5월 4일 북한 원자력시설에 대한 최초

보고서를 IAEA에 제출하 고 7월 10일에는 협정의 보조약정을 수용하 다.

  IAEA의 안전조치협정에 의한 북한 원자력시설 사찰은 1992년 5월의 임시

사찰(ad-hoc inspection) 실시로부터 시작되었다.22) 사찰 결과 Pu 분리량에 

대한 불일치가 발생하 으며, 이에 대해 특별사찰을 북한에 요구하 다. 그

러나, 북한은 사찰을 거부하고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를 선언하 다.

  북한의 핵문제 타결을 위해, 미국은 미국-북한간의 고위급 회담을 1993년 

6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개최하 으며, 북한은 6월 11일 발표된 공동 성명

서에서 NPT 탈퇴 선언을 유보하 다. 그 후 여러 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거

쳐, 1994년 10월 21일 북한과 미국은 북미 기본합의서에 서명하게 되었다. 

북한은 기본합의서에 따라 흑연로 관련 핵시설을 동결하고, IAEA는 동결 핵

시설을 감시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은 흑연로를 대체하여 경수로를 공급받게 

되었다.

나. 안전조치 체제

  1) 국가 체제

  북한의 SSAC는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사찰 수검업무와 핵물질

계량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양의 원자력총국과 변 원자력연구단지

22)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6차례의 임시사찰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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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총국에는 안전조치관련 외교업무뿐만 아니라 국가 

검사원 등으로 구성된 담보조사국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담보조사국에서 국

가 SSAC에 관련한 주요한 업무를 결정하고 있다. 변 원자력연구단지에는 

1천명 이상의 인원이 원자력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는 1

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 연구단지의 안전조치 

업무를 위해서 현재 이를 총괄하는 부서장 산하에 각 시설의 안전조치 업무

를 담당하는 담당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담당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사

찰관에 대한 사찰 수검 준비, 현장 안내, 사찰관들의 요청에 의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평양의 담보조사국의 국가 검사원이 

IAEA 사찰관과 동행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안전조치 담당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훈련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IAEA에 지원을 요청하여 2001년 8월 호주의 시드

니와 캔버라에서 북한 훈련생들을 위한 훈련과정이 특별히 개최된 바 있다. 

이 훈련과정에 평양의 원자력총국에서 4명과 변연구단지에서 2명의 훈련

생이 참가하 다. 현재 북한은 IAEA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명의 사

찰관을 IAEA에 진출시키고 있으며, 그 동안 고급 인력을  IAEA 사찰관으

로 진출시켜 훈련과 경험을 쌓게 한 후 귀국시켜 안전조치체제를 확립하는

데 활용해 왔다. 

  2) 원자력시설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적용

  1992년 1월 30일 북한은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인 INFCICR/403에 서명

함에 따라 협정 비준 달 마지막 날 이후 30일 이내에 모든 원자력시설에 대

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IAEA는 90일 이내에 북한 원자력시설에 

대한 임시사찰(ad-hoc inspection)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에 따라 북한은 1992년 5월 IAEA에 최초보고서를 제출하 으며, IAEA는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6차에 걸친 임시사찰을 수행하 다. 임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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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시 IAEA가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가 최초보고서와 일치하지 않음에 따

라 IAEA는 북한에 대해 이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과 의심스런 시설로 인식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사찰(special inspection)을 요구하 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하 다. 

  그 후 이어진 북한과 IAEA 간의 협상에 있어서, 북한은 IAEA 안전조치 

적용 상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대북 특별사찰과 관련된 모든 결의안의 무효

화와 IAEA의 불공정성 시인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여 협상은 더 이상 진

전되지 못하 다. IAEA와의 협상과는 별도로 북한과 미국은 고위급회담을 

개최하 으며, 여기에서 북한 핵문제와 북미 관계개선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1994년 10월 마침내 북미 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다. 기

본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북한의 핵시설 동결 및 궁극적 해체

  - 2003년을 목표로 1,000MW급 경수로 2기 제공

  - 대체에너지(중유) 제공

  - 미국과 북한간 관계 정상화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및 남북대화 재개

  북미 기본합의서에 따라 1994년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IAEA로 하

여금 북한의 핵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 다. 

IAEA는 1994년 11월부터 동결 핵시설에 대한 감시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

찰관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아래의 <표2-1>은 남

북한 원자력시설에 대한 IAEA 사찰량을 나타낸 것이다. 

  3) 동결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 활동

  북한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IAEA 사찰량이 전 세계 사찰량의 5∼10 %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IAEA는 북한의 동결된 핵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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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북한 945 1277 1152 1051 714 551

남한 360 439 315

세계 전체 10167 10831 10240 10071 10190 10246

대해 주로 다음과 같은 사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표2-1> 남북한 원자력시설에 대한 IAEA 사찰량(Person-day Inspection, PDI)

  - 5MWe 흑연로, 핵연료가공시설, 재처리시설의 가동 여부

  - 50MWe 흑연로 및 200MWe 원자로와 이와 관련된 시설의 건설 동결  

및 주요 부품 유지

  - 5MWe에 흑연로에서 인출된 폐연료봉의 동결 상태

  특히, 동결중인 5MWe 흑연로와 여기에서 반출된 8,000여 개의 폐연료봉 

동결 상태를 검증하기 위해 많은 사찰량이 투입되고 있다. 이를 위해 IAEA

는 2명의 사찰관을 현장에 상주시키고 있으며, 2주 교대체제를 유지하고 있

다. [그림2-1]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보관중인 폐연료봉에 대한 사찰 수

단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1개의 canister에 22개의 폐연료봉이 봉되

어 총 360여 개의 canister가 저장되어 있다. IAEA의 사찰은 주로 봉인과 감

시장비, 사찰관의 현장 검증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림2-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내에 canister는 3층으로 적재되어 있으며, canister 

상부에 지지대가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지지대에는 Cobra 및 Metal 봉인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있다. 또한 감시장비로는 [그림2-2]와 같은 ALIS시스템

이 설치되어 있다(그림2-1 참조). 이러한 이중 봉인과 감시장비 설치는 

IAEA에서 수행하는 가장 강력한 사찰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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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폐연료봉 동결 감시를 위한 IAEA 사찰체제

[그림2-2] ALIS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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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에 폐연료봉 봉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동결상태 감시를 위한 

IAEA 사찰량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봉 결함이 발견되어 2001년 8월에는 

미국의 관련 전문가 5명이 보수작업을 수행하 으므로 2001년도의 IAEA 사

찰량은 다소 늘어날 것이다. 

  50MWe 흑연로의 경우 건설이 상당한 수준까지 진척됨에 따라 이 흑연료

에서 사용할 순수 graphite block이 준비된 상태 으나, 건설이 동결됨에 따

라 현재 지정된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 이 지정된 장소에는 사찰을 위한 감

시장비나 봉인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사찰관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검사

를 수행하고 있다. 기타 동결시설에 대해 IAEA는 short-notice inspection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사찰 수행) 등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동결 감시를 수

행하고 있다. 

  IAEA는 매년 사찰결과보고서(SIR: Safeguards Implementation Report)를 

발표하고 있으며, 그 보고서에는 북한에서의 사찰 활동 결과를 특별히 별개

로 보고하고 있다. 1994년 핵동결 감시를 시작한 이래 mixer settler motor에 

integrated monitoring 시스템 설치, 기술지원 건물에 대한 접근 허용과 검증

에 필요한 일부 문서의 제공 등 다소의 진전이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동결 

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은 성공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IAEA는 여전히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할 수 없었으며, 

북한에서 핵물질의 전용이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음'을 선언하고 있다. 

다. 협력 지원 

  1) 개 요

  북한은 1974년 IAEA에 가입하 으나 NPT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1977년 

7월에 부분안전조치협정인 INFCIRC/66에 서명하여 변에 위치한 2MWt 

IRT 연구용 원자로와 0.1MWt 임계장치가 IAEA의 안전조치를 적용 받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최초의 IAEA 사찰이래, 자연스럽게 IAEA 안전조치 



- 40 -

및 사찰에 대한 대응으로서 SSAC를 조직하고 관련 법령을 구비 및 시행하

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연구용 원자로 및 일부 연구시설에 관한 것으

로서, 경수로형 발전소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북한에 제공

하는 경수로형 원자로는 한국표준형으로서 울진에 이미 건설되어 IAEA의 

안전조치 적용은 물론 시설 특성에 맞는 계량관리체제가 운용되고 있다. 여

기에서는 북한 금호지구에 건설 중인 경수로형 발전소에 적용 가능한 핵물

질 계량관리체제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고 그 적용 및 지원 가능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안전조치 관련 협력

    가) 시설 관련 정보의 생성

  IAEA에 제공되는 시설 관련 정보는 그 시설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접근 

및 사찰방법의 수립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경수로형 발전소의 건설에 따

라, IAEA에 제공되는 설계정보는 IAEA가 시설의 구조를 파악하고 핵물질

의 흐름 및 재고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IAEA는 제출된 설계정보

에 대하여 초기 및 정기적인 현장검증(DIV: Design Information 

Verification)을 수행하여 안전조치 대상이 되는 핵물질 및 핵물질 취급 환경

에 대한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게 된다. 

  설계정보는 IAEA가 요구하는 설계정보질의서(DIQ: Design Information 

Questionnaire)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시설의 구조 또는 핵물질 관리의 변

경이 예상될 때는, 설계정보 변경을 IAEA에 사전 통보하여 IAEA가 변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설에 대한 원만한 안전조치 검증이 계속될 수 있

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설계정보는 안전조치 검증을 수행하는 사찰관의 측면

에서 기술되는 것이 IAEA의 안전조치 접근방법 수립에 효율적이며, 시설운

자에게는 사찰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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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담당조직 구성

  현재 울진의 경수로발전소에서는 안전조치 및 핵물질 계량관리를 위한 담

당자를 선임하여 운 하고 있으며, 국가계량관리체제(SSAC) 중 핵물질 취급 

및 관리의 현장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담당자는 IAEA의 안전조치를 완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IAEA 안전조치 검증이 원만하고 효

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시설의 설계정보 및 핵물질 관리, 관련 문서 및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사찰관의 질의에 대한 응답 및 요청 정보의 제공, 필요시 타부서의 

지원 조정, 안전조치 관련 일정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담당자는 안전

조치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핵물질의 재고 및 흐름을 항상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조치 체제를 조직 및 운 하여야 한다.

    다) 계량관리 교육

  시설에서 핵물질 계량관리를 전담하는 담당 직원은 소수일 수 있으나, 계

량관리에 대한 교육은 핵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안전조치의 현장 검증에서, 안전조치 및 계량관리에 대한 사전 정보 

및 지식을 갖고 있는 부서원이 지원 및 협조하는 경우에는 검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

  안전조치 및 계량관리 교육은 관련 부서의 지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지원이 많이 요구되는 일부 부서의 직원들에게는 현장 검증 

전 또는 수시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교육은 안전조치의 목표 및 개념, 현장 검증 내용 및 방법, 사용되는 장비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특히 안전조치 및 계량관리 담당자는 현장 검증에 대

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라) 안전조치 효율화 방안23)

23) Wan-Sou Park, "Enhanced Cooperation between IAEA and Republic of Korea on 

Safeguards Implementation at Light Water Reactors", IAEA-SM-367/11/06, IAEA, 

Oc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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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금호지구에 건설 중인 경수로발전소와 동형인 울진 발전소를 포함한 

국내 전 경수로형 발전소에서는 IAEA와 협력을 통해 안전조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국내의 경수로발전소에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안전조

치 방안은 IAEA 안전조치 기준(safeguards criteria)을 만족시키고, 전통의  

안전조치 사찰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성 있게 수행되도록, 시설 측에게는 

사찰 부담을 대폭 감소시켜 준다.

  일반적으로 경수로에 적용되는 안전조치 사찰 활동은 장부검증, 신연료 및 

사용후연료의 검증, 봉인 및 감시장비의 확인 등이며, 노심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노심연료 검증이 추가된다. 즉, 핵연료의 저장 및 사용구역에 대한 

현장 검증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핵연료가 위치하고 있는 노심과 사용후핵

연료 저장조 두 곳에 격리/감시장비 즉, 봉인과 연속 감시장비를 적용하면 

사찰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 핵연료를 격리시키고 감시하는 장비로서는 IAEA가 제공한 

VACOSS 봉인과 SDIS 감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VACOSS 봉인은 

SDIS 시스템에 봉인 정보를 계속 전달하고, SDIS 시스템은 봉인 자료와 감

시 자료를 암호화하여 IAEA에 연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IAEA에 전달되는 봉인 및 감시자료는 전화선을 통하여 매일 전송되고 있으

며, 스위스의 경우에는 위성 통신을 이용한 전송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IAEA에 전송되는 정보는 핵연료 상태의 연속성과 감시지역 내에서 미신

고 핵활동 없음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시설 측에서는 봉인 및 감시 장비의 

설치를 위한 공간과 감시 내용을 검토하는데 이용될 월간 활동내용의 제공

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뿐이다.

  시설 측으로서는 검사 회수의 변화는 없으며, 단지 IAEA 대신에 SSAC가 

검사를 담당함으로써 발전소의 갑작스런 일정 변경에 쉽게 대응할 수 있고, 

2 호기의 검사를 1일에 검사할 수도 있는 장점을 갖게 된다. IAEA는 봉인 

및 감시 정보를 이용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 년 1회의 물자재고검증(P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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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Inventory Verification) 및 Post-PIV와 SSAC가 실시하는 년 4회의 

정기검사에 무작위로 참가하여 SSAC와 동시에 사찰을 실시할 수 있다. 시

설의 안전조치 담당자에게 IAEA 사찰은 SSAC 사찰보다 부담이 더 되는 것

은 확실하다. 

  봉인 및 감시장비를 사용한 새로운 안전조치 방식은 미래의 통합안전조치

(IS)로 접근하는 중간 단계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통합안전조치의 전제조

건을 부분적으로 만족시키는 시설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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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북한의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

 수립을 위한 협력방안 

1. 개  요

  북한이 북미 기본합의서의 체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제협력의 틀에 편입

된 이후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수립되어야 할 국가원자력통제체제가 있다. 예로서 북한은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 고 따라서 이를 이행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물론 아직 안전조치의 이행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은 사실이지만, 원자력통제의 기본 요소인 안전조치, 물리적방호 및 원자력 

수출통제 측면에서 일단 안전조치 분야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통제체제의 기본 3개 

축 중의 하나인 원자력 수출통제는 현재 북한의 경우 그 체제 자체가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평화적 이용을 동시에 추구

해 온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원자력 관련 기술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는 핵연료주기기술 및 핵무기 관련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기초연구와 재처리기술 등의 경험도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원자력 기술 수준과 북한의 원자력 주요 기술의 

해외 이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제 원자력통제 및 국제규범의 준수를 통해 

핵무기의 확산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궁극적으로 국제 평화를 달성하기 위

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북한도 역시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의 수

립이 필요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원자력 수출통제는 국제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인 쟁거위원회

(ZC: Zangger Committee)와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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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에서 정하는 통제지침과 통제품목을 각 회원국이 준수하도록 권고하

고 있고 이에 각국의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결국, 북한

이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에의 

가입과 그 지침 및 통제품목에 대한 국내 통제규정을 수립 및 이행하는 것

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현재로서는 그러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남․

북한 간에 원자력분야만은 KEDO 사업이라는 채널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기회를 빌어 남한이 북한과 원자력 통제분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실행에 옮기는 단계를 상정하여 북한이 수출통제 체제를 

구축하고자 할 때 제시할 수 있는 협력 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북한의 수출통제 체제 수립을 위한 참조 가능한 제도

  일반적인 경우, 한 국가의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를 구축할 때에는 전술한 

대로 NSG나 ZC에서 정하는 수출통제 가이드라인과 이들 체제에서 정한 통

제대상 품목을 자국의 법에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NSG와 ZC에 동시에 

가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현재 NSG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39개국24) 1 국제기구(EU)이다. 

  한편, 북한의 수출통제 체제 수립과 관련하여 참조가 될 수 있는 국가로서 

중국의 예를 거론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중국과 비록 그 실질적인 내용 면

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같은 사회주의 통제체제라는 측면과 또

한 원자력분야에서 상호간의 협력 역사 등을 고려 할 때, 중국의 원자력 수

24) 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포

르투갈,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스위스, 사이프러스, 슬로베니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

드,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일본, 한국, 터키, 러시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

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벨라루스, 호주, 뉴질랜드, 남아

공화국 (밑줄 친 국가는 쟁거위원회 회원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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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통제 체제의 수립 과정을 고찰하고 그 제도와 관련 조직 및 법령 등을 분

석하면 북한의 제도구축에 원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기 때문이다. 

  NSG 가입국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NSG에는 가입하지 않고 ZC

에만 가입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NPT 체제에서 정하는 핵국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NPT 비당사국이면서 핵개발 의혹국인 파키스탄과 전통적으로 원자

력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등의 이유로, 국가 원자력 수출통

제 체제를 수립하더라도 NSG 보다는 덜 엄격한 ZC의 지침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즉, ZC는 NSG에서의 공급조건인 수

령국의 IAEA와의 전면안전조치 이행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가. 중국의 원자력 수출통제 수립 과정

  1950년대 시작된 중국의 원자력 관련 물질 및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는 

1990년대까지 원자력법이나 세부적인 수출통제 규정이 없이 행정판결이나 

행정부내에서의 정책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과거의 중앙계획경제 체제하에

서는 이러한 수출통제 방법이 중국의 국내여건과 부합되고, 또한 효과적이었

으나, 개혁과 개방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환

경으로 말미암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련 품목과 기술을 통제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중국의 경제 개발은 안정적인 정치 

여건과 함께 첨단기술 이전과 외국의 투자에 크게 의존한다. 

  해외로부터의 기술 이전이 없다면 중국의 산업은 국제 경쟁에서 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신, 컴퓨터, 원자로, 위성, 정 기계 등 첨단기술의 

대부분이 서방의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속하므로 중국으로서는 서방의 기술

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술이전을 통해서이고, 기술 이전의 조건으

로서 핵비확산에 대한 약속이 전제되었던 것이다. 이에 국제적인 비확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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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및 지침을 국내 수출통제 관련 제도에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

다.  

  또한, 중국의 원전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는 원전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문제, 원전 설비에 필요한 기기 부품 

등의 제조 능력, 원전의 설계, 건설, 원전의 운전 및 보수에 충분한 기술인력

의 확보, 원전의 안전운전을 위한 기술 및 시스템의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협정이 이행에 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고 협정 이행을 위해 핵비확산 문제에 관한 중국의 대미 

약속은 중국이 국제적인  핵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도록 직접 향을 미쳤다

고 할 수 있다. 

  1) 원자력 수출통제의 수립 과정 

  중국 최초의 국가 수출통제 규정은 1950년 12월에 발표된 "Provisional 

Rules of Foreign Trade"이다. 이 규정에 따라 모든 수출입 업자는 중앙 또

는 지방의 대외무역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1956년 국유화 이후 

모든 수출입 활동은 국유화된 무역회사 관할이 되고 허가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1978년 경제 개혁과 함께 수출통제는 느슨해지면서 1980년 수

출허가 체제는 "Temporary Provisions of Export Licensing System"으로 재

수립되었고, 여기에서 허가신청 과정, 허가 요건 및 책임 부서 등을 규정하

다. 1985년부터 1988년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신청, 검토 과정 및 책임 부

서 등을 다루는 약 7개의 서로 다른 시행령이 제정된 바 있다. 1993년 1월 1

일부터 또 다른 일반 수출통제 규정으로서 "Temporary Rules on the 

Management of Export Goods"를 신설하 다. 이 규정에 따라 모든 통제품

목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었다. 

- 국가 생산 및 통제하에 있으면서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38가지 생산품, 

- 중국의 주요한 교역상대국에 선적되기 위해 허가가 필요한 '자발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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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쿼터 통제' 하에 있는 54개 품목, 

- 중국과 수령국 간의 쿼터협정에 속하는 수동적 쿼터 통제품목

  (주로 섬유생산품), 

- 일반 수출통제 및 수출허가가 필요한 22개 품목(일부 민감기술 생산품

과 희소한 국내 생산품 포함). 중수, 희귀금속 및 이중용도 화학생산품

은 일반 통제 품목에 속하며, 원자력 물질이나 장비(원자력 관련 중수 

제외)는 통제품목에 속하지 않았었다. 

  1994년에 국가인민회의(National People's Congress)에서 포괄적인 대외무

역법(Foreign Trade Act)이 제정되었다. 동 법 하에서 특별 요건이 필요한 

품목들, 즉 국제조약이나 협약과 관련하여 통제가 필요한 민감 물질 및 기술

에 대하여 수출입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 여러 종류의 품목에 적용될 허가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1997년 중반이래 <표3-1>과 같은 여

러 가지 새로운 규정들이 수립되었다.

<표3-1> 중국의 주요 비확산 관련 수출통제 규정 

규   정 시행일자

화학무기 통제규정
(Administration of Chemicals under Supervision and 
Control ; State Council Decree 190)

1995. 12. 27

원자력 수출통제 규정
(Controlling Nuclear Export ; State Council Decree 230)

1997.  9. 10

군사용 품목 수출관리
(Managing Exports of Military Items ; Joint State 
Council and Central Military Commission Decree 234)

1998.  1.  1

원자력 이중용도 품목 및 관련 기술 수출통제 
(Export Control on Dual-Use Nuclear Products and 
Related Technologies ; State Council Decree 245)

1998.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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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외무역법 하에서 중국의 NPT 가입에 따른 국제적인 의무와 함

께 1997년에는 국제적인 수출통제 지침인 ZC와 NSG의 지침들을 적용한 원

자력수출통제 규정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 다. 1997년 9월 시행에 들어간 원

자력 수출통제 규정, 즉 "Controlling Nuclear Exports", State Council 

Decree No. 230"은 허가체제와 통제 품목이 지금까지의 수출통제 규정과는 

달리 최초로 핵비확산을 위한 국제 규범에 맞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 규정의 시행 전 준비 단계로서 1997년 5월에 국무원은 

중국의 원자력 수출 정책의 이행에 관한 공고인 "Notice on Issues 

Concerning Strict Implementation of China's Nuclear Export Policy"를 발

표하 다. 수출통제 대상목록에 수록된 품목은 NSG의 통제품목중 원자력 전

용품목 리스트인 INFCIRC/254/Part1과 동일하다. 원자력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규정인 "Export Control on Dual-Use Nuclear Products and Related 

Technologies, State Council Decree No. 245"은 1998년 6월 10일 시행에 들

어갔다. 동 규정에서 정하는 통제대상 품목도 INFCIRC/254/Part 2의 품목과 

동일하다.  

  2) 원자력 수출통제 관련 기관

  중국 내 모든 수출품에 대한 관할권은 대외무역경제협력부(MFTEC: 

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가 가지고 있으나 실

질적으로 원자력 품목(농축우라늄, 연구 및 발전용 원자로 등)과 과거 방위

산업 관련 기관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은 MFTEC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즉, 

원자력 관련 품목에 대한 생산 및 수출은 METEC의 관할 하에 있지 않고 6

개의 국유회사와 방위산업체로서 부(ministry) 수준의 회사만이 할 수 있다. 

  중국의 행정체제 내에서 핵물질 및 장비에 대한 수출은 CNNC(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CNNC가 모든 

원자력 생산품에 대한 관할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원자력 관련 수출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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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최근 CNNC는 원자력 수출을 위해 국제 핵비확산 기구와의 협력

을 강화시켜 오고 있다. CNNC의 수출 승인 형태는 수출허가 대신에 재가의 

형태로 수출을 승인하며 정부내의 다른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공동 재가 문서가 필요하게 된다. 

  한편, 핵물질에 대한 통제는 1987년 5월 국무원이 제정한 핵물질통제규정, 

즉, "People's Republic of China Regulations Regarding the Control of 

Nuclear Materials"에 따라 원자력산업부(MNI: Ministry of Nuclear 

Industry)와 국가핵안전국(NBNS: National Bureau of Nuclear Safety) 및 

국방과학기술위원회(COSTIND: State Commiss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for National Defence)가  맡도록 되어 있다. 모든 핵물질 또는 

원자력관련 핵물질의 소유, 이용, 생산, 저장, 선적 또는 배치에는 허가가 필

요하고, MNI는 모든 핵물질에 관한 통제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이며 군사용으

로 이전된 핵물질에 대한 특별규정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NBNS는 1987년 

제정된 규정의 시행과 방호조치의 감독을 맡고 있다.  

나. 신 원자력 수출통제 규정의 수립

  전술한 대로 1997년 최초로 국제 핵비확산 규범에 부합되는 새로운 규정

이 수립되었다. 1997년 9월 시행에 들어간 새 규정은 총 22조로 구성되어 있

으며 중국과 미국의 양국 정상간의 회담결과 중 가장 큰 업적의 하나로 인

식되고 있다. 동 규정에 첨부되어 있는 “통제품목 리스트”는 ZC의 Trigger 

List와 동일하며, 이는 또한 NSG의 원자력 전용품목 통제리스트인 

INFCIRC/254/ Part 1 품목과 동일하다. 특히, 제20조에 동 통제 리스트는 필

요시, 국무원(State Council)의 승인 하에 중국원자력기구(CAEA: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 COSTIND, MOFTEC, 외교부(MOF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그리고 세관청(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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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여러 정부 부처들이 합의하여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수출통제 원칙, 신청 및 검토절차, 원자력 수출통제의 범위 

등으로 동 규정은 지금까지의 중국의 수출통제 규정들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  

  ◦ 중국의 원자력 수출정책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 다. 원자력 수출은 평

화적 목적에만 한정하고 IAEA 안전조치 하에 둔다. 정부는 IAEA의 

안전조치 하에 있지 않은 외국 원자력 시설에의 지원을 금지하고, 그러

한 시설에 대해 원자력 수출 또는 인적, 기술적 교류 및 협력을 허가하

지 않는다. 

  ◦ 주요 부품 이전 시 다음 사항에 대해 수령국 정부로부터 문서화된 보

증을 받도록 했다. 

     - 핵물질, 장비 및 기술을 핵폭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 이전된 물질 및 장비의 물리적 방호

  - IAEA 안전조치 하에 둘 것.

      (그러나, 전면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

  - 제3국 이전 시 중국 정부(CAEA)의 사전 동의 없이 이전 불가

  ◦ 원자력 수출은 국무원이 지정한 회사만이 가능하며 여타의 회사 및 개

인은 수출이 허가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는 INFCIRC/254/Part 1에 해

당하는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허가한다.

  ◦ 과거의 시행령과 비교할 때 새 규정은 원자력 수출통제 관리에 있어서 

여러 정부 내 관련 부처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백히 기술하 다. 즉, 

중국의 모든 수출통제 및 수출허가서는 MFTEC이 관장하게 되어 있지

만, 원자력수출신청서는 CAEA가 검토 과정의 중심기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원자력수출신청서 검토 시 CAEA는 COSTIND(수

출신청서에 핵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MFTEC(기타 물질 포함하

는 경우), MOFA(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과 관련있는 경우)와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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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후 신청을 허가 또는 거부하는 재량권을 가진다.  그러나, 앞으로 

동 규정이 실제 적용이 될 경우 어떤 부서가 실질적인 허가의 책임을 

가지는가 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될 소지가 있다. 명목상의 국가 허

가기관인 CAEA가 검토과정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자력 생산품에 대한 실제 관할권과 행정권은 CNNC의 또 다른 기능

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기관이 수출여부를 결정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견해차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 중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수령국 정부가 위반 시 또는 핵확산의 위험이 

있을 경우, 중국 정부는 그 수출을 중지할 권한을 가진다. 

다. 원자력 수출통제 규정 조항 

  중국이 수립한 원자력 수출통제 규정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러

한 조항들은 향후 북의 원자력 수출통제 규정 수립 시 참고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1조 본 규정의 목적 설명

(Article 1. The regulations are formulated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of nuclear export control,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interests, and promoting of nuclear energy.)

제2조 원자력 수출 개념의 정의

(Article 2. The term nuclear exports used hereinafter refers to 

trading-related exports, gifts to and exhibitions in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and 

assistance to foreign countries that involve nuclear materials, nuclear 

equipment, non-nuclear materials used for reactors, and other items 

as well as their related technologies, as listed in the attachment, 

entitled "Nuclear Export Control List", to these regulations.)

제3조 국가는 대량 파괴무기의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의 이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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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며,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IAEA의 안

전조치 하에 수출 

(Article 3. The state tightly controls nuclear exports, and strictly 

implements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on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state does not advocate, encourage 

or engage on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and does not help other 

countries develop nuclear weapons. Nuclear exports are only limited 

to peaceful purposes and under the safeguards o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Without Chinese Government's approval, the 

recipient in not allowed to make transfer to a third country. The 

state prohibits assistance to nuclear facilities not subject to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s safeguards, and does not 

engage in nuclear exports or personnel and technological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them.)

제4조 원자력 수출은 관련 국가의 법을 준수하며 국가안보나 공공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됨.

(Article 4. Nuclear Exports should abide by related national laws and 

administrative decrees, and can not jeopardize national security or 

public interests.)

제5조 원자력 수출의 심사 및 승인 시 준수하여야 할 원칙들(핵폭발 장치에

의 사용금지, 물리적방호, 수령국의 IAEA 안전조치협정 체결, 제3국 

이전시 사전동의)

(Article 5. The Following principles should be observed in examining 

and approving nuclear exports:

1. The recipient government guarantees not to use for nuclear 

explosion purposes China-supplied nuclear materials, nuclear 

equipment, or non-nuclear materials used for reactors as well as 

special kind of fissile materials produced through the use of the 

said materials and equipment

2. The recipient government guarante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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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hysically protect China-supplied nuclear materials as well as 

special materials produced through the use of the nuclear materials.

3. The recipient government has concluded a valid safeguard 

agreement with  IAEA, non-nuclear materials used for reactors as 

well as special kind of fissile materials produced through the use 

of the said nuclear materials and equipment, and accept IAEA's 

safeguards.

4.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by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 

the recipient guarantees that it will not transfer to a third party 

China supplied nuclear materials, nuclear equipment or non-nuclear 

materials used for reactors as well as their related technologies. If 

prior approval is given to the transfer, the third party that accepts 

the transfer should undertake commitments corresponding to those 

of the recipient directly supplied by China.)

제6조 원자력 수출은 국무원이 지정한 기업의 독점사항

(Article 6. Nuclear exports are monopolized by enterprises designated 

by the State Council. All other enterprises or individuals are not 

allowed to handle nuclear exports.)

제7조 원자력 수출통제 목록내의 물질 및 관련 기술을 수출하려면 중국원자

력기구(CAEA)에 원자력수출신청서와 계약서 사본, 핵물질에 관한 분

석보고서, 최종사용자 진술서 등의 서류 제출

(Article 7. To export materials and related technologies listed in the 

"Nuclear Export Control List," the exporters should apply to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 fill in the Nuclear Export Application form, 

and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 certificate of monopoly of nuclear exports;

- identifications of the applicant's legal representative, the primary 

executives and the administrators;

- copy of the contract or agreement;

- analysis report on nuclear materials or non-nuclear materials 

used for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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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nd-User Statement;

- certificate of guarantee by the recipient as required by Article 5 

of these regulations;

- other documents required by the examining agency.)

제8조 수출신청서 작성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Article 8. Applicant should truthfully fill out the Nuclear Export 

Application form. The Nuclear Export Application form will be 

uniformly printed by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

제9조 수출신청서를 변경할 경우 신청자는 즉시 수정본을 제출하거나 수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수출 중단 시는 바로 수출신청을 취소

(Article 9. If changes need to be made to the items that have been 

entered in the Nuclear Export Application form, the applicant should 

immediately submit revisions, or resubmit the export application. 

Applicants who discontinue nuclear exports should withdraw their 

export applications in time.)

제10조 수출신청서에 대해 중국원자력기구(CAEA)는 15일 이내에 결과 통

보. 신청을 승인할 경우 후속절차로서 (1) 핵물질의 수출은 재검토를 

위해 COSTIND로 보내지고, (2) 비핵물질 또는 장비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은 MFTEC로 보내지거나 MFTEC가 COSTIND와 함께 재검토. 

15일의 검토 기간후 검토보고서를 CAEA로 송부 

(Article 10. Upon receiving the Nuclear Export Application form and 

the documents required by Article 7 of these regulations, the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 shall submit a review report and notify 

the applicant within 15 working days. If approval of the application 

is given after the review, the following procedure should be 

follow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circumstances:

(1) Export of nuclear materials shall be forwarded to the State 

Commiss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for National 

Defence for reexamination;

(2) Export of nuclear equipment or non-nuclear materials that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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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for reactors as well as related technologies shall  forwarded 

to the 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for 

reexamination or the ministry will jointly reexamine the case 

with the State Commiss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for National Defense.

The State Commiss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for 

National Defense, and the 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shall submit a re-examination report and notify the 

applicant within 15 working days after receiving the nuclear exports 

application form, the documents required by Article 7 of theses 

regulations and the review report forwarded by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

In cases of special circumstances, if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 

the State Commiss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for 

National Defense, and also the 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need to extend the review or re-examination 

period, they can extend it for another 15 working days. However, the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 the State Commiss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for National Defense, and the 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should notify the applicant.)

제11조 국가안보, 공공이익, 외교 정책 등에 중요한 원자력 수출신청을 처리 

시 CAEA, COSTIND와 MFTEC는 MOFA와 협의. 필요시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국무원에 해당 건을 제출.

(Article 11. In handling a nuclear export application that has 

important significance on national security, public interests, or 

diplomatic policy, the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 State 

Commiss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for National 

Defense as well as the 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should consult wi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uring reviews or reexaminations. Of necessary, they should submit 

the case to the State Council for examination and approval shall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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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restricted by the time limit stipulated in Article 10 of these 

regulations.)

제12조 원자력수출신청서가 승인을 받으면 MFTEC는 원자력 수출허가를 발

급

(Article 12. Once a Nuclear Export Application receives an approval 

after examination and reexaminations as stipulated by these 

regulations, the 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shall issue a Nuclear Export Permit.)

제13조 허가가 난 수출신청서상의 품목 및 기술의 변경시 본 규정에 따라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음.

(Article 13. Applicants who have received export approvals and need 

to change the items and related technologies on the original export 

applications should turn in their original permits, and follow the 

provisions of these regulations to file a new applications and obtain 

new Nuclear Export Permits.)

제14조 원자력 수출허가 발급 후 MFTEC는 CAEA에 서면으로 통보

(Article 14. After issuing the Nuclear Export Permit, the 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shall notify the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 on writing.)

제15조 원자력수출자가 수출행위시, 세관법에 따라 원자력수출허가서를 제출

하고 세관의 감독과 통제를 받음.

(Article 15. When a monopoly nuclear exporter wants to carry out 

nuclear related export, it should submit the Nuclear Export Permit to 

the Customs, follow the Customs Law to complete the export 

procedures, and be subjected to the Customs' supervision and 

control.)

제16조 수령국이 본 규정의 제5조를 위반하거나 핵확산의 위험이 나타날 경

우 MFTEC는 국무원의 관련 부서와 함께 수출의 중지를 결정할 권

한을 가짐.



- 59 -

(Article 16. If the recipient or its government violates the guarantee 

made with regard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 of this regulation, 

or if the danger of nuclear proliferation appears, the 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working jointly with the 

related departments of the State Council, will have the right to 

make the decision to terminate export of related items or 

technologies. The 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shall notify the Customs in writing to execute that 

decision.)

제17조 핵물질, 장비 및 기술의 수출시 본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범죄의 경

중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거나, 세관법 및 무역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함.

(Article 17. Those who violate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in 

exporting nuclear materials, nuclear equipment, non-nuclear 

materials used for reactors and their related technologies, if severe 

enough to commit a crime, shall be held accountable for the 

criminal responsibilities according to the law; those who do not 

constitute a crime shall be penaliz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Customs Law and the Law on Foreign Trade.)

제18조 원자력 수출허가를 위조, 변경, 매매하는 자는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짐. 

(Article 18. Those who counterfeit, alter, trade Nuclear Export 

Permits shall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criminal actions.)

제19조 범죄에 해당하는 의무 소홀, 사적 이익을 위한 사기 등을 범한 국가

의 원자력수출통제 기관의 직원은 법적 책임을 지거나 행정 원칙에 

따라 처벌

(Article 19. Personnel of the state's nuclear export control agencies 

who neglect their duties, commit fraud for private gains, or abuse 

their power, if severe enough to constitute a crime, shall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criminal responsibilities; those whose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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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not form a crime shall be punished by administrative disciplines.)

제20조 실제 상황에 따라 CAEA는 COSTIND, MFTEC, MOFA와 관세청 

및 관련 기관과 함께 “통제목록”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행 전 국무원

이 승인

(Article 20. In light with real situation,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 together with the State Commiss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for National Defense, the 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and other related 

agencies, may adjust the "Control List" and submit it to the State 

Council for approval before implementation.)

제21조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조항이 본 규정과 다를 경우 국제조약의 

조항을 적용하지만 중국이 유보를 선언한 조항에는 적용하지 않음.

(Article 21. If an international treaty tha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articipated in contains provisions different from those of this 

regulation,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treaty shall apply;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articles for whic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declared its reservations.)

제22조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Article 22. This regulation shall go into effect on the day of issue.)

3.  북한의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 수립을 위한 제언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향후 금호지구에 건설될 2기의 경수로의 

운 과 관련하여 운전 및 보수/유지, 운전원 훈련 및 양성뿐만 아니라 핵연

료의 지속적인 공급문제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필요

한 기술과 장비를 다른 나라로부터 이전 받기 위하여 국제협력은 반드시 필

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협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북한이 원자력

의 비확산 국제체제 및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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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따르고 자국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표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의 대외적 의지 표명의 하나가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와 

필요한 제도의 이행일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진적이

면서도 그 통제의 엄격성에서 약간 느슨하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

고 양국간 협력을 가능케 하는 기초로서 국가의 통제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북한이 향후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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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제 물리적방호 강화와

 북한 지원 대책

1. 국제 물리적 방호체제 강화 전망

가. 핵물질 방호협약의 개정 추세

  구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및 북한의 핵 의혹 등에 의한 복합적인 요인으

로 인하여 핵물질이 타국에 불법 유출 또는 거래되고 민감 핵기술의 확산 

잠재성이 상존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국제 물리적 방호체제의 위협 요소

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중대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핵물질의 불법 

이전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지도 현실적인 위협 요소로 부상하고 있

는 관계로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를 가속하여 왔으며, 이와 같은 위협 

요소들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심 증폭과 더불어 해결 

방안의 모색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른 국제적인 물리적방호 체제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IAEA는 회원

국을 대상으로 전문가 회의를 소집함으로써, 기존의 국제권고안(INFCIRC 

/225/Rev.3)을 개정하여 보다 강화된 새로운 국제권고안(INFCIRC/225 

/Rev.4)을 개정․채택(1998. 10. 29)하 다.  동 국제 권고안의 주요 개정내용

은 회원국의 물리적방호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서 회원국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위협설계 기준(design basis threat)'의 정립이며,  또한 

회원국들은 이러한 위협 설계기준의 주요 요소인 핵물질의 불법 이전

(unauthorized removal)과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보타지를 강력하게 방지하

기 위해서 원자력 시설에 대한 위협설계 기준을 규정함은 물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 조치의 정립과 이행성을 평가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점이 주

로 규정되어 있다.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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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간의 핵물질에 대한 국제운송 중심으로 규정된 기존

의 ‘핵물질 방호협약(INFCIRC/274/Rev.1)’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유지 

측면에서 회원국의 방호 조치 및 그 준수사항을 유기적으로 규정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는 점이 현실이다.27)  다시 말해서, 최근 상기한 위협 요소에 

대한 효율적인 국제 물리적방호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방호

조치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방호협약으로는 회원국에 대해 더 강화된 방호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방호협약 개

정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국제사회에서 중대 사안으로 부각되었으며, 

IAEA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회원국 정부측에 ‘핵물질 방호협

약(INFCIRC/274/Rev.1)'의 개정․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informal 

open-ended expert meeting, ’99. 11. 15) 개최를 요청하 고, 2001년 5월까지 

약 1년 반에 걸쳐 수 차례의 실무단 회의(working group meeting, 이후 

‘WG 회의’라 함) 및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

용은 WG 회의의 최종보고서로 채택됨으로써 동 전문가 회의에 상정되었으

며, 그 주요 내용은 IAEA 주관 하에 동 방호협약의 개정관련 초안 작성을 

위한 법적, 기술적 전문가 회의(open-ended group meeting of legal and 

technical experts, 2001. 12. 3∼7)의 개최를 권고하는 등 개정 작업이 본격화

되었다.28)

  더구나,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에서의 World Trade Center와 국방

부(Pentagon)에 대한 테러 사건은 전 세계를 경악케 하 으며, 원자력 시설

25) INFCIRC/225/Rev.4,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IAEA, October 29, 1998.

26) Jong-Uk Lee, "Strengthening Trend of Physical Protection Convention and its 

Countermeasures in Korea", 41th Annual Meeting of INMM, New Orleans, 

Louisiana, USA, July, 2000. 

27)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INFCIRC/274/Rev.1, IAEA, 1981.

28) Fina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f the Informal Open-Ended Meeting to Discuss 

Whether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IAEA, Feb. 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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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러한 배경 하에 개최된 방호협

약의 개정 초안작성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는 43개국에서 약 130명의 정부대

표단이 참석하 으며, 특히 IAEA의 ElBaradei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 테러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이를 감안하여 향후 국제 물리적방호 체

제 강화의 시급성과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동 협약의 신속한 개정을 바라며, 

지난 5월 전문가회의에서 합의한 최종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2002년말 이전

에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를 개최한 후, 개정안을 채택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길 희망한다고 피력하 다. 이후, 본 회의에서는 

동 협약을 직접 개정하는 방식인 IAEA 사무국 개정안(draft consolidated 

text)과, 협약과 추가의정서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이중 체제인 벨기에 측 의

정서(안) "Draft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을 논의 대상으로 하

으며, 그 결과 협약 개정의 기본 방향에 대해 회원국들은 전자를 기초로 

하여 필요시 후자가 보완되도록 하 다. 이에 따라 전자를 중심으로 기존의 

협약과 대비하여 조항별로 논의한 결과, 개정이 가능한 조항, 존속이 필요한 

조항 및 삭제가 가능한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구 수정이 진행되었으며, 그 

외에 협약의 제목, 서문, 용어의 정의, 물리적방호 기본원칙, 상호협력 및 위

반행위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2002년 3월 11∼15일에 개최될 2차 전문

가회의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29) 또한 협약의 개정 시기와 관련하여 미

국은 2002년 중순경까지 협약 개정 작업을 완료하여 9월 IAEA 총회에서 조

치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희망하 으나, 다수 국가들은 IAEA 사무총장이 

언급한 내년 말 이전에 개정안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의 개최에 지지를 표명

하 다. 

  이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기존의 협약 범위를 핵물질의 국내사용, 저장 및 

운송과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사보타지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29) Chairman's Report of Open-Ended Group of Legal and Technical Experts to Prepare 

a draft Amendment of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IAEA, Dec. 3-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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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적극 찬성하 으며, 특히 1)핵물질의 도난 및 불법취득 방지 대책, 2)분

실 및 도난 물질의 회수, 3)사보타지 방지 대책, 4)방사능 향의 저감 또는 

완화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물리적 방호에 대한 국가 책임의 중

요성이 강조된 바, 특히 물리적 방호를 위한 12개 기본원칙이 중요하다는데 

회원국들의 의견이 수렴됨으로써 이에 대한 국내 물리적 방호체제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다.

나. 실무단 최종보고서 요약

  전술한 바와 같이, 핵물질 방호협약(INFCIRC/274/Rev.1)의 개정․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 및 WG 회의에서 거론된 주요 논의 결과, WG의 

TOR(terms of reference) 및 의장 보고서 등을 토대로 IAEA 사무국은 회원

국 정부대표단의 협의 하에 실무단 최종보고서를 작성하 으며, 동 보고서의 

취지와 내용에 입각하여 향후 동 협약의 개정 방향이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방호 협약의 강화

     - 회원국이 동의한 개정 방향을 토대로 동 협약을 강화하는 과정을 착

수하며, 그러한 개정을 위한 초안을 준비하기 위한 법률 및 기술 전

문가단의 구성을 IAEA 사무총장에게 요청함.

   • 방호 기준(security standards)의 승인

     - 회원국의 물리적방호 체계 구축을 위한 물리적방호 문서들의 논리 

개발을 착수하며, WP-1330)을 토대로 IAEA 이사회에서 승인되도록 

30) WP-13 : "물리적방호 목표와 기본 원칙"

      (Physical Protection Objectives and Fundamental Principles)

∙주요 내용 

  - INFCIRC/225/Rev.4에서 발췌된 내용으로서 회원국의 방호체제 강화를 위해 사용, 

저장 및 운송중인 핵물질의 불법 이전 및 원자력 시설의 사보타지에 대한 방호 요

건을 정립할 것을 규정함(본문은 4가지의 목표와 12가지의 기본원칙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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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원칙(security fundamentals)를 정립 

   • WP-1731)의 총회에의 결의안 채택을 위한 초안 작업의 착수

   • IAEA 회원국 지원 프로그램의 향상

     - 방호관련 상설 자문단(standing advisory group on security)의 구성

     - 동 프로그램의 이행관련 권고 : WP-17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해 IAEA의 사무총장에게 요청함.

  상기한 동 보고서의 내용은 2001년 5월에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 상정되어 

채택되었으며, 향후 동 방호협약의 개정․강화를 위한 방향 및 방법론을 구

체화함에 있어서 관련 회의 문서들과 더불어 논의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회

의 결과이다.

다. 향후 대응 방안

  상기한 바와 같이 핵물질 방호협약에 대한 개정, 검토의 필요성 여부를 논

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와 WG 회의가 2001년 5월까지 약 1년 반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그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회원국의 물리적방호 체제를 강화하

는 방안으로 협약의 개정 방향이 가시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WG의 최종보고서의 내용 중 방호 협약의 강화와 관련된 사안은 회

원국의 동의를 전제로 개정 방향 및 방법론의 모색을 착수하며, 동 협약 개

정을 위한 초안의 준비와 관련한 법률 및 기술 전문가단의 구성을 IAEA 사

무총장에게 요청하 다. 그 외에도 WP-17를 IAEA 총회에 결의안으로 채택

하기 위한 초안 작업의 착수를 포함하여 방호기준(security standards)의 승

인 등과 같은 보다 체계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하 다.  

31) WP-17 : 회원국의 방호체제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WP-13 문서를 결의안 형식으로 작

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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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최근 미국 테러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 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 

또한 현실적인 위협으로 부각된 실정이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경각심과 대

응책 마련을 위해 2001년 IAEA 9월 총회에서는 핵물질 방호와 관련한 결의

안을 채택하 고,  또한 UN 총회 개막 전에 IAEA 사무총장은 핵물질 방호

협약의 효율적인 강화 방안의 조사를 비롯하여 핵테러, 핵물질 도난 및 사보

타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대처방안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하

면서 아울러 IAEA가 지원하는 방호 및 안전 관련 프로그램의 범위 확장과 

전면적인 심층 검토를 강조한 바 있다(부록-2 참조).  또한 2001년 12월에는 

IAEA 주관 하에 동 방호협약의 개정 관련 초안작성을 위한 법적, 기술적 전

문가 회의가 개최됨으로써, 핵물질 방호협약의 개정 방향 및 방법이 보다 구

체화되었으며, 국제 물리적방호 체제의 강화를 위해 각 회원국의 책임 강화

가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제적 강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국

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방안으로서,

  ① 핵테러, 사보타지 및 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국내 법적, 제도적 

분석과 이행 방안 검토 

② 물리적방호의 목표 및 기본원칙에 따른 방호체제 구축 방안의 검

토 및 대비 

③ 현행 방호 검사를 위한 기술기준과 지침서의 마련 

④ 국제 강화추세에 따른 시설에 대한 인식 도모 및 개선책 도출 

⑤ 국가 방호체제의 정립 및 협의를 위한 '국가 물리적방호협의회'의 

구성 

⑥ 향후 동 협약의 개정 가시화에 따른 국내 방호 유관기관 간의 사

전 협의는 물론 관련 회의의 참석과 더불어 대응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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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생독립국(NIS)에 대한 물리적방호 지원 현황

가. 배경 및 개요

  1991년의 구 소련 붕괴와 이에 따른 대량 살상무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

하여 1992년 미국은 러시아의 핵물질 확산에 대한 실질적인 수습을 위하여  

미․러 간의 "CTR(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을 양국 간의 기

술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도적으로 운 한 본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러시아, 신생 독립국 및 Baltic  States와의 협력을 

통하여 핵무기로 전용 가능한 모든 핵물질에 대해 안전한 상태로의 

MPC&A(Nuclear Material Protection, Control and Accounting)를 이행함으

로써 핵확산의 위협을 저감시키는 것이며,32)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북핵기

술총서 제2권’에서 기술한 관계로 생략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의 실

정과 유사한 신생 독립국들(NIS : Newly Independent States)의 물리적방호 

체제에 대한 정보 습득은 해당 국가의 보안상 문제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

우며, 현재까지 IAEA 주관 하에 다수의 지원국들이 추진해 온 물리적방호 

관련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 현황을 토대로 분석함이 NIS의 물리적방호 체제

와 현황을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 IAEA와 지원국의 지원 현황

  전술한 취지에 따라 NIS에 대한 국제적인 2가지 주요 지원프로그램, 즉 

IAEA의 주도 하에 추진중인 지원국 기술협력 프로그램(CTSP: coordinated 

technical support program)과 양자간 물리적방호 지원 프로그램(BPPS: 

bilateral physical protection support)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기술 협력 프로그램 (CTSP)

32) 김병구, “북한 핵 문제와 경수로 사업, 북핵기술총서-II”, KAERI/AR-675/2000, 200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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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프로그램은 핵물질 방호협약의 개정과 관련하여 WG 회의 시에 IAEA

가 작성하여 제안한 문서(WP-14)33)를 토대로 고찰하 으며, 그에 따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프로그램은 구 소련의 붕괴에 따라 IAEA가 1992년부터 NIS에 대해 국

가계량관리체제(SSAC)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착수하 다. 이를 위하여 IAEA 

주관 하에 지원국 그룹이 조직되었으며, 그 주요 지원국으로는 호주, 핀랜드, 

프랑스, 헝가리,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국, 미국 등을 들 수 있다. 

    가) CTSP의 목적과 내용

  본 프로그램은 각 NIS 해당국가에 대해 시설의 수준 및 국가 수준별로 적

합한 지원을 하도록 개발되며, 관련 입법조치, 국가 및 시설별 SSAC, 물리

적 방호, 수출입 통제 및 기타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국과 수혜국 및 IAEA 

간에 협의를 거쳐 수행된다.  또한 동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착수 대상 활동

에 대한 시간과 규모를 정의하고 지원국이 취할 책임에 대한 명확성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수혜 대상 NIS 국가는 Armenia, Azerbaijan, Belarus, 

Estonia, Georgia, Kazakhstan, Kyrgyzstan, Latvia, Lithuania, Moldova, 

Tajikistan, Turkmenistan, Ukraine, Uzbekistan이다.

    나) IAEA의 역할

  CTSP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IAEA의 역할은 수혜국을 지원할 요

소들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수혜국과 지원국들 간에 사업의 범위를 정하

고,  양국은 각 사업의 추진 과정을 정기적으로 IAEA에 보고하며, 이는 전

산 감시체계(computerized monitoring system)로 감시되고 관련 자료는 

CD-ROM으로 보관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 자료는 해당 사업의 과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지원 대상국의 확인에 활용된다.  또한 IAEA는 본 프로그램의 

33) "Co-ordinated Technical Support Program", Secretariat paper 14 of Working Group 

of the Informal Open-Ended Expert Meeting to Discuss Whether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IAEA, 

Octob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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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관련 database의 배포와 더불어, 수혜국과 지원국들 간의 회의를 주관하

며,  해당국의 방문 관련 사업일지(calendar of events)에 대한 개선 및 배포

를 전담한다.  교육훈련 관련 database의 유지를 위하여 CD-ROM으로 작성

하여 회원국의 관련 기관과 NIS의 시설 관계자가 받은 훈련 관련 정보를 회

원국에 제공함으로써 향후에 추진될 훈련의 질적 향상 및 대상자의 선정에 

활용하게 되며, 여기에는 훈련자의 성명, 직위, 관련 부서의 종사자 및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IAEA는 새로운 지원 대상국에 대한 

지속적인 교섭은 물론, 향후 지원사업 관련 검토 회의의 조직 및 추진 측면

에서 해당 사업의 성취 정도를 검토하고, 조정, 정보 교환 및 사업관련 사항

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최근 NIS에 대한 주요 활동 분야로서는 입법조치, 

물리적 방호 및 불법 거래 분야를 들 수 있다.

    다) 물리적 방호관련 사업분야

  CTSP는 해당 수혜국가 별 시설의 특수성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은 5

가지의 물리적 방호관련 사업으로 구분된다.

      ① 회원국 방호체계의 개념 설정

        ◦회원국의 방호 요건에 적합한 방호체계 개선의 필요성 확인 및 

개선 착수

          - 지원국에 의한 해당 시설의 취약성 및 개선점 확인

    - 지원국의 방호 규정과 지침의 제공 및 기술지원 방문

      ② 해당 부지의 방호에 대한 기술 평가

        ◦개선점 확인을 위한 정보수집 관련 해당 시설의 방문

        ◦평가 보고서를 통한 지원 분야의 확인 : 권고사항의 개발 차원

          - 공식 보고서 : 시설의 불확실성에 따른 장/단기적 권고사항이 

포함

      ③ 방호체계의 개선을 위한 설계 및 범위

        ◦기존 시설의 개선을 위한 상세 설계 및 범위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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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 상 문제점의 파악을 위해 시설 관계자와 연계 수행

        - 여러 지원국들과의 협력 수행

        ◦제안된 설계에 대한 시설 측 및 회원국 관계자와의 세부 검토

    - 시설에 대한 권고사항의 수용 여부 

      ④ 방호 장비의 공급 : 지원국의 공식 서명 필요

        ◦부지 평가와 설계 범위에 따른 개선 장비의 공급

      ⑤ 방호 장비의 설치

        ◦장비의 설치와 타당성 시험 수행 및 사용자의 훈련

    라) 결과 분석 

  상기한 바와 같이 CTSP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연례 검토회의를 개최하

며 그 주요 내용으로서 지원 초기에는 대형 원자력 프로그램과 핵무기급 핵

물질을 보유한 수혜국을 대상으로 하 으나, 향후의 추진 방향은 저농축 우

라늄, 천연 우라늄, 토륨 등과 같은 기타 핵물질을 보유한 국가도 대상에 포

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NIS에 대한 SSAC 정립을 위한 법적 체제 구축

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해당국 관계자의 훈련과 자질 향상을 위한 

능력 배양 측면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IAEA의 CTSP에 대한 지속

적 감시 및 이행을 위하여 해당국 간의 검토 회의를 위한 조직 구성 및 개

최가 유지되어야 NIS국의 물리적방호 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으며, IAEA 측

에서는 향후 NIS에 대한 지원 대상국의 발굴을 통한 지속적 재정 지원이 필

요하다.

  2) 양자간 물리적방호 지원 프로그램 (BPPS)

  본 프로그램도 CTSP 프로그램과 더불어 핵물질 방호협약의 개정과 관련

한 WG 회의 시에 논의된 사안으로서, 관련 회원국으로부터 입수된 자료를 

IAEA가 편집, 작성하여 제안한 문서(WP-15)34)를 토대로 고찰하 으며, 그

34) "Bilateral Support in Physical Protection-Compilation of Input from Memb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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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배경으로는 1999년 11월, 기존의 방호협약에 대

한 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 시에 회원국들은 현재까

지 추진된 '물리적방호 분야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기타 IAEA 지원 

프로그램 포함)'를 제안하 다. 이에 따른 조사를 통하여 지원국과 수혜국 

간의 자발적인 정보의 입수를 토대로 IAEA 측의 다자간 활동에 대한 정확

한 자료수집이 실제적인 확인을 통하여 이뤄졌으며, 이는 국제적인 물리적방

호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근거를 제공하 다.  또한 본 조사는 향후의 지원 

활동이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며,  IAEA를 통해 회원국의 지

원을 위한 고려사항도 보완하도록 고안되었다.

    가) 양자 간 물리적방호 지원에 대한 조사

  동 조사는 지원국과 수혜국 양자 간에 수행되었으며,  지원국에 대한 질문 

사항은 3가지 분야, 즉 지원 범위, 자금 지출 및 지원 중에 습득된 교훈으로 

구성된다. 동 조사는 수혜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통하여 정보 개방이 될 것

을 전제로 하 으며, 실무단은 수혜국에게 지원 내용에 대한 참조 사항과 평

가를 요청하 다.

    나) 전반적인 반응

  동 조사와 관련하여 IAEA 사무국은 7개국(호주, 핀란드, 독일, 일본, 노르

웨이, 스웨덴, 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미국은 비공식적으

로 답변을 하 다.  또한 동 사무국은 조사 중 물리적방호를 포함하여 양자

간 지원 프로그램을 갖는 일부 국가들이 답변을 주지 않는 사례도 파악하

으며, 수혜국들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수혜국에 대한 정보의 

개방에 관한 사전 승인과 관련하여 관련국의 비협조와 IAEA 측에 대한 필

요한 보장 요구 및 기타 전반적인 무반응 등에 따른 수혜국 별 조사의 어려

Secretariat Paper No. 15 of Working Group of the Informal Open-Ended Expert 

Meeting to Discuss Whether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IAEA, Octob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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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으로 인해 단지 지형학적 지역별 조사가 행해졌다. 이러한 한정된 조사를 

토대로 수집된 답변에 따른 정보는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범주로 

구분되나, 지원 범위와 관련 비용은 지원 대상이 7가지로 중첩될 수 있다.

    다) 지원 범위

      ① 조직 구조(infrastructure) 

        - 입법조치, 규정, 인허가 및 검사에 대한 개발 지원 

      ② 교육 훈련 

      - 물리적 방호 원칙, 절차, 운  및 방호장비의 유지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workshop 및 conference 참여 등)

      ③ 운송의 개선 

   - 핵물질의 운송용 차량에 대한 방호 개선의 지원(공급 장비, 전

문가 조언 및 교육 포함)

      ④ 시설의 개선 

   - 핵물질의 사용, 저장 대상 시설에 대한 방호 개선의 지원(공급 

장비, 전문가 조언 및 공급장비관련 교육 포함)

      ⑤ 기타 지원 

   - 핵물질의 보안에 대한 개선 지원(예: 수출 통제 및 국경간 감시

를 포함한 불법 거래에의 대처 관련)

  상기한 조사의 설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회원국에 대한 핵물질의 보안, 물

리적방호 및 계량관리 조치들을 개선할 목적으로 모든 활동이 포함되었고, 

결국 물리적 방호와 계량관리 간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

    라) 조사 관련 수집 정보의 현황 분석

  동 조사에 따른 양자 간 지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표

4-1>, <표4-2> 및 <그림4-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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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Total
(USD 

millions)

States 
Supported

Infrastructure
2

(% of total)
Training

3

(% of total)
Transportation

4

(% of total)

Facilities
5

(% of 
total)

Other
(% of 
total)

Australia1 1

Finland $1.04 5 0 0 0 78 22

Germany $3.47 20 2.3 11.4 0 83.9 2.4

Japan $10.9 3 0 0 0 100 0

Norway $2.15 2 0 0 0 100 0

Sweden $5.56 8 46.5 8.9 0 35.8 8.7

UK $0.93 5 0 0 0 100 0

US $509.7 15+ 5
7

5
7

10
7

60
7

20

Total $533.75 - $28 $26 $51 $325 $102

<표4-1> 5가지 지원 범주에 따른 지원국의 도표화와 지출 예산 현황35)

Notes : 

1. Australia responded, but did not provide data on monetary expenditures

2. Includes development of legislation, regulations and assistance to

   competent authority

3. Training on physical protection, licensing, procedures, operations,

   maintenance and attendance at conferences

4. Physical protection upgrades to transportation of nuclear materials

5. Physical protection upgrades to nuclear facilities

6. Includes assistance to combat illicit trafficking, export controls, 

   border monitoring

7. Estimated percentage of US expenditures derived from informal sources

35) "Co-ordinated Technical Support Program", Secretariat paper 14 of Working Group 

of the Informal Open-Ended Expert Meeting to Discuss Whether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IAEA, 

Octob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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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00K-5000K

 : $ 0-50K ∙∙∙∙ : $ 50K-1000K

:   　 $ 5000K

Category of 

Assistance

Eastern

Europe

Western

Europe

Latin

America

North

America
Africa

Middle 

East

Central 

Asia

Southeast

Asia &

Pacific

Far 

East

Infrastructure ∙∙∙∙ ∙∙∙∙

Training ∙∙∙∙ ∙∙∙∙ ∘∘∘∘

Transportatio

n
∘∘∘∘

Facilities

Other ∙∙∙∙

 

   [그림4-1] 5가지 지원 범주에 따른 설문에 응한 회원국이 지출한 

              총 예산과 양자간 지원사항에 대한 총 백분율36)

<표4-2> 지형학적 지역에 따른 양자간 지원량 및 5가지 지원 범주에 따른

         4 수준의 예산 지출 현황37)

36) "Co-ordinated Technical Support Program", Secretariat paper 14 of Working Group 

of the Informal Open-Ended Expert Meeting to Discuss Whether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IAEA, 

October, 2000.

37) "Co-ordinated Technical Support Program", Secretariat paper 14 of Working Group 

of the Informal Open-Ended Expert Meeting to Discuss Whether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IAEA, 

Octob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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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결과 분석 

  상기한 조사가 비록 수혜국 별 지원 상황을 정확하게 반 한 결과가 아닌 

지역별로 한정된 답변을 근거로 하 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유

추하여 도출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양자간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된 자원의 대부분은 선정

대상 원자력 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개선하는데 분담되었다.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국가들은 주요 수혜국이었으며, 양자간 지원량 중에 비교적 적은 부

분이 조직 구조의 개발 및 교육 훈련에 투자되었고, 조사에 응한 회원국은 

시설의 개선을 위한 장기간 유지 보장의 필요성 및 적절한 핵물질의 방호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 다.

      ◦여기서 거론된 지원국에 의한 지원 프로그램은 긴급한 방호의 필요

성에 따른 중요한 조치로 고려되나, 양자간 지원이 장기간의 개선 유지를 보

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구조가 적절한 핵물질의 방호를 정립 및 유지하는데 

개발되도록 보장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회원국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한정된 결론에 비추어 볼 때, IAEA 사무국은 동 조사를 통

해서 입수된 정보가 그 목적이 성취되기에 충분한 지의 여부와 실무단의 

TOR 하에서 요청된 권고사항의 관점에서 실무단에 그 정보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 지의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 다.

다. 최종 고찰 분석

  상기한 바와 같이 NIS에 대한 물리적방호 지원 현황, 즉 IAEA가 주관하

는 기술협력 프로그램(CTSP)과 양자간 지원 프로그램(BPPS)에 따른 조사 

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개략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NIS를 지원하는 2가지의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특히, 수



- 78 -

혜국인 NIS의 경우에 물리적방호의 특성상 중요시설의 보안유지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상세한 정보의 제공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NIS에 

대한 개괄적인 물리적방호 체제 및 방호 수준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수혜국에 대한 정보의 개방에 관한 사전 승인과 관련하여 해

당국의 비협조와 IAEA 측에의 필요한 보장 요구 및 기타 전반적인 무반응 

등에 따른 수혜국 별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단지 지형학적 지역별 조사가 

행해졌으며, NIS 해당국가들의 물리적방호 체제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은 

한계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지형학적 지역별 조사를 통한 NIS에 대한 지원 현황을 고찰할 때, 

대부분의 자원이 원자력 시설의 물리적방호 체계를 개선하는데 투자됨에 미

루어 현재 IAEA를 포함한 국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물리적방호 체제 유지에

는 무리가 있으며, NIS의 물리적 방호체제는 전반적으로 초보 단계로 예상

할 수 있다.

      ◦NIS에 대한 물리적방호 및 SSAC를 위한 법적 체제 구축의 지원도 

보다 지속적이고 가시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

를 통하여 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3.  KEDO 사업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 방안 고찰

가. KEDO 사업에 대한 배경

  북핵기술총서 제1권에서는 경수로 공급과 물리적방호 측면에서 KEDO 사

업과 관련하여 북한의 이행 방안을 위한 경수로 공급협정을 비롯한 관련 의

정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 및 가시화에 대비하여 

북한의 이행상의 의무사항을 조명하 다.38)  또한 북핵기술총서 제2권에서는 

핵물질의 불법거래 측면에서 IAEA 사무국이 제출한 공식 문서를 바탕으로 

38) 김병구, “북한 핵 문제와 경수로 사업, 북핵기술총서-I”, KAERI/AR-552/99, 한국원자력

연구소, 199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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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NIS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적인 핵물질 불법거래 사건의 현황 및 동

향을 분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향후 수년 후에 가시화 될 KEDO 사업관련 핵물

질과 핵심부품들의 북한에의 유입 및 수출 문제가 물리적방호 문제와 직결

되는 관계로, 북한은 그에 따른 물리적방호 관련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사전 

준비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또한 IAEA를 포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법적, 제도적인 체제 구축을 보장받아야 함은 물론,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호수준 및 기준에 따라 이행해야 할 입장에 놓

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KEDO 사업의 예상 추진 일정(milestone)은 

[그림4-2]와 같다.

나. 북한 지원 방안에 대한 고찰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햇볕 정책의 일환과 북한의 현실적인 

태도 변화 등의 계기로 인하여 과거보다는 훨씬 북한과의 접촉이 빈번해지

고 공식적인 회의가 진행되어 온 상황이며, 미․북 관계도 상호 적대적인 관

점에서 점차적으로 실리 외교 관계로 진전해 가는 추세로 볼 수 있다.  더구

나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원자력 산업 측면에서는 경수로 2기를 북한에 건설할 예정인 특수 상황에 

있다.  따라서, 북한을 ‘끌어 안기’ 위한 노력이 정치적, 외교적 및 기술적 측

면에서 병행됨에 따라 북한이 요청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결국 KEDO 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우리 나라 입장으로서는 다

소 정치적, 또는 외교적인 사안의 발생에 따라 다소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

을 지라도 향후 가시화될 사업의 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요건과 사전 준비,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도 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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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

?

(KOREA)

적으로 심층 분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북 지원을 위

한 물리적방호 분야는 국가 중요시설의 보안 유지와 직결된 민감 사안일 수

도 있으나, 경수로를 공급받는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북핵 총서 제1권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경수로 공급협정 등의 규정39)에 의해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방호 수준과 요건, 다시 말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약과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적어도 우리나라의 물리적방호 체제와 유사한 

체제를 구축해야 할 상황이 될 것이다(부록-3 참조).  따라서, 그에 따른 북

한의 법적, 제도적 체제 의 개선과 변경은 단시간 내에 구축될 수 없기 때문

에, KEDO 사업의 추진 일정과 IAEA의 국제 법규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

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4-2] KEDO 사업 예상 추진 일정표

  이와 유사한 사례는 북핵기술총서 제2권과 본 장에서 기술한 신생 독립국

(NIS)에 대한 물리적방호 지원 현황을 토대로 추론할 수 있다.  즉, NIS 대

39) "대북경수로사업 관련 각종 합의서“,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98.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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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의 물리적방호 체제의 구축을 위해 IAEA를 포함한 선진 지원국들은 수

년간에 걸친 지원과 체제의 유지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KEDO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물리적방호 체제의 

구축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일정과 개괄적인 추진 활동(activity)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설정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1) 지원 초기 단계(2년간) 

    가) 전반적인 물리적방호 교육 훈련

  - 방호관련 국제법규 및 체제 현황 

  - 한국의 물리적방호 체계 현황

    나) 물리적방호 관련 법적, 제도적 체계 

  - 북한 방호 법규의 분석 및 구축 지원

  - 미비점의 분석 및 도출

  - 개선 방안의 유도 및 제시

           (필요시, IPPAS program40) 지원 제시)

    다) 원자력 시설의 현황 파악

      - 시설의 상황 분석

  - 방호의 이행성 검토

  - 시설 설계상의 미비점 도출

  2) 개발 단계(2년간)

    가) 물리적방호 이행의 검증 단계

  - 경수로 공급협정에 의거

40) 1995년 발족하여 원자력 개발도상국의 방호 체제, 이행 등을 지원하는 IAEA 회원국 지

원 프로그램.

    - 참고 자료 : "Guidelines for IAEA International Physical Protection 

  Advisory Services(IPPAS)", No. 3, IAEA, Feb.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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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지원 사안 도출 및 대응책 마련

    나) 남북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 원자력 통제분야 (물리적방호 포함)

  - 상호 시설방문을 통한 신뢰성 구축

    다) 기술 협력 추진

  - 전반적인 물리적 방호 기술분야

  - 운반 방호 기술분야

  - 시설에 대한 설계 및 평가 기술분야

  3) 정립 단계(2∼3년간)

    가) 물리적방호 체제의 정립 지원

  - 법적, 제도적 체제 구축

  - 위협설계 기준의 도입 및 개발

    나) 물리적 방호기술의 개발

  - 시설의 설계 및 운 체계에 대한 평가 기술

  - 물리적방호 이행관련 검증 기술

    다) 장전용 핵연료 운송 및 저장관련 사전 준비

  - 핵물질의 운반 방호 체계 구축

  - 시설의 물리적 방호 체계 구축

    라) 발전소 운  전 단계

  - 운  허가 기준 마련 및 사전 가동준비

  - 물리적 방호 심사 및 검사 기준

  - 전반적인 방호교육 시행

  ※ 참고 : 단계별 기간(2년)은 KEDO 사업 일정이 무리없이 추진 될 경우

를 감안하여 배정한 효율적인 일정으로서, 명확한 기간 구분보

다는 병행 또는 중첩되어 추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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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남북한 원자력 협력 전망

  단기적으로 남북한의 원자력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를 예측하기

는 어렵다. 협력이란 쌍방이 합의해야 가능한 것인데, 현재로서는 북측이 원

자력 분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공

식, 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짐작되는 것은, 1994년 조인된 북미 기본합의서

(Agreed Framework)에서 명시한 경수로 공급과 과거 핵 규명 문제가 해결

되어야, 북측이 남북한 간 원자력 분야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분위기가 이

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전에 본격적인 협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져야할 것

이다. 남북한 원자력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의 원자력 이용 

능력과 현황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협력의 방향, 추진 전략, 상호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

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원자력 협력협정(ABACC)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긍정적 견해

와 부정적 견해가 있으나 참고 케이스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

들이 인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국내ㆍ외의 원자력 국제협력 전문가들이, 2001년 7월 23일과 

24일 양일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통일연구원이 전북 무주에서 공동 주최한 "

한반도에서의 신뢰성 구축을 위한 워크샾 (workshop on nuclear confidence 

building in the Korean peninsula)"에서 남북협력에 관한 제안들을 요약하여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었다.41)

41) 본 워크샾은 “Workshop on Nuclear Confidence Building in the Korean Peninsula”라

는 제목으로 2001년 7월 23-24일 전라북도 무주에서 개최되었으며, TCNC/KAERI, 

KINU 및 ISIS(U.S.A.)가 공동 주관하 다. Workshop Proceeding은 2002년 중반 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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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워크샾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과의 원자력 분야 신뢰성 증

진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을 기술한다.

1. ABACC 모델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

  "ABACC의 경험을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1990년대 외

국 전문가들(미국,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게서 제기되었다. 이들은 아르헨티

나-브라질간의 원자력 협력 과정이 두 개의 한국관계에 긍정적으로 적용하

는데 많은 것을 가르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 다. 이들의 제안은 1993

년 7월 뉴욕에서 열린 한ㆍ미ㆍ일과 북한과의 첫 번째 고위급 회담에서 주

목을 받았다.

가. 남-북한 관계와 브라질-아르헨티나 관계의 특성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접근방식을 두 개의 한국에 적용하는데는 유사점

과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 차이점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는 무력 충돌이 없었으나 한반도의 경우에

는 동족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다.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는 토 문제와 관련된 긴장이 없다.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는 약간의 경제적인 긴장이 있을 뿐이다.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국제 정치적으로 동일한 그룹에 속한다.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오르고

자 한다.

  •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와 관련이 없다.

homepage (http://www.isis-online.com/)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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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점

  • 서로 다른 견해를 풀기 위한 정치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조사되지 않은 경제적인 교환조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보다 나은 경제적 상황을 위한 지역/국제 경제적인 연합 결성 요구

  • 군사시설 부지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 가능성

  • 기술자/전문가 사이의 의사소통 용이

     (각자 자신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다.)

  • 국제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역적인 접근이 수용하기 

더 쉬울 가능성이 있다.

  •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다.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험이 한국의 남북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점

  • 다른 정치적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여야 함.

  • 정식절차 사찰 이전에 정치적 기술적 방문

  • 중립적인 기술조직을 만들고, 사찰을 담당하는 본부 행정조직을 만들어  

사찰을 분담하도록 함. 

  • 민감한 시설에 적용할 절차는 조심스럽고 정교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

야 함.

나. ABACC 모델 적용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1) 부정적인 측면

  브라질-아르헨티나의 경험을 한반도에 적용하는데 반대하는 관점은 다음

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가) 브라질-아르헨티나 간의 양자간 및 IAEA와의 다자간 사찰 협정은 

여러 가지 원자력에 관한 신뢰성이 확립된 이후에 조인되었다. 그러므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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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간의 신뢰성을 쌓는 것이 먼저이고 사찰은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한반

도의 상황은 ABACC의 경험을 적용하기 어렵다.

    나) 현재 원자력 분야에서 서울과 평양의 관계개선은 답보상태에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KEDO의 경수로 사업에도 실제

로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햇볕정책에 대하여 자주 무례

한 태도를 취하여 남한 국민들은 북한이 진실로 협력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에 대하여 의심과 실망을 하고 있다.

    다) 북한은 그들 자신을 외부에 나타내는데 익숙하지 못하다. 이러한 특

징은 전체주의 국가가 개방이나 투명성이라는 개념을 싫어하는 일반적인 특

성으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며, 과거 워싱턴과 모스크바 사이의 군축협상에

서도 보아오던 것이다. 북한은 개방에 남북한 간의 군축 검증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은 남북한 상호 간에 핵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관

찰자를 파견하자는 제안을 거절하 다. 비록 북측이 경제 분야에서 제한된 

상징적인 개방을 하고는 있지만 전체주의 체제의 특성으로 볼 때 이를 원자

력 분야까지 적용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 상조이다. 이는 좀더 상호간의 

신뢰가 쌓인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라) 지난 수 십 년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비핵지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서 중앙 아메리카를 비핵지대로 전환하

는 Tlatelolco 조약이 조인되었다. 이 조약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원자력 

분야에서의 투명성을 보이는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외부적인 환경을 제공

하 다. 이에 비하여, 한반도 주위에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2개의 핵보유국

과 잠재적 핵보유국인 일본이 둘러싸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비핵화선언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합의하 다.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첫 번째의 핵비확산 

체제이다. 그러나 지역 내 강대국의 반응은 두 한국의 이러한 선도적인 행동

을 무위로 돌아가게 하 다. 중국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핵무기를 개량하

고, 러시아의 핵무기 축소는 연기되었으며 미사일 방어문제와 얽혀서 복잡한 



- 87 -

양상을 갖고 있고, 일본은 핵무기에 사용이 가능한 대량의 핵분열성 물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 주위의 외부적 여건은 

ABACC의 경우에 비하여 좋지 못하다.

    마)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NPT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원자력 활동에 대하여 국제적인 사찰을 실시하는 것을 싫

어하 다. 이에 비하여 비록 북한이 그들이 군사기지라고 주장하는 두 개의 

미신고 시설에 대하여 특별사찰을 실시하는 것을 거부하 지만, 남한과 북한

은 모두 NPT에 가입하 고, IAEA 본연의 안전조치 제도를 인정하 다. 그

러므로 한반도의 경우는 국제적인 핵투명성 유지에 굳이 ABACC과 같은 상

호사찰 조직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바) 북한이 IAEA 사찰을 받아들인 이후, ABACC의 4자 안전조치 경험

을 한반도에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현존하는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새로운 다

자간 안전조치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IAEA로서는 전례가 없

는 일이 되는데,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고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

다. 

    사) ABACC 형태의 한반도 내 상호사찰 조직은,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경우와 같이 일차적인 사찰 권한을 갖고, IAEA가 추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IAEA가 남한과 북한에 대한 사찰을 축소하게 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서

울과 평양이 결탁하여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2) 긍정적인 측면

  이와 다른 분석가들은 위와 같은 부정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ABACC 체

제를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러한 문

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ABACC 체제를 적용하면 반대

론자들이 간과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기본으로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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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험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불가능

하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로 인한 정치적, 군사적, 안전보장 문제는 모든 국

가가 주변환경에 관계없이 심각한 위협임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ABACC

의 경험에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반도의 원자력 협력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남북한은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 노력을 하지 않고 상호사찰에 동의

하는 실수를 하 다. 아르헨티나-브라질의 경험은 상호 적대적이며 신뢰성이 

거의 없는 두 집단간의 원자력 협력의 강화는 단계적으로 신뢰를 증진시킨 

후 상호사찰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먼저 정치

적으로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한 후 상호사찰에 관한 교섭을 실시해야 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의 교착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증진이 

먼저이고, 상호사찰은 다음”이라는 전략의 채택이 필요하다. 

    다) 남북한은 상호사찰 협상에서 핵시설과 물질에 대하여 약간의 진전을 

보았다. 이 협상은 어느 한쪽에서 상대편이 받아드릴 수 없는 비논리적인 요

구를 하지 않는다면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 있는 모든 

원자력 시설은 추가적인 접근이나 시료채취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변의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IAEA에 의해 이미 사찰을 마친 시설이므로 서로 상대편에게 

쉽게 접근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동북아시아는 라틴아메리카처럼 비핵지대가 아니지만, 한반도의 비핵화

는 이 지역 국가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역시 

남한으로부터 철수하 다. 비핵화 선언의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남북한은 동북

아시아 지역의 비핵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마) 남북한이 모두 NPT에 가입해 있고 IAEA의 사찰을 수용한다는 것

은(북한은 현재 제한적이지만) ABACC의 경험을 한반도에 적용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인자가 된다.

    바) 남북한간의 협력이 증진되면, 남북 양측의 핵물질 계량관리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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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통합하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분리된 두 개의 체제를 통합하면, 원

자력산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원자력 학자들과 종사자들의 관계를 결속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과 기술분야에서 한국의 통일을 달

성함으로써, 원자력 협력이 궁극적으로 한국 통일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요약하면, ABACC의 경험을 한반도에 적용하여 답보상태

에 있는 원자력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고, 남북한 간에 원자력 협력

과 투명성 및 신뢰 증진을 이룩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한국 내에서 기

술분야의 통일을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통일을 용이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과 협력 구조적인 측면에서 

남북한은 아르헨티나-브라질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 남북 협력을 위한 원칙

  원자력 분야에서 남북한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한다.

  • 먼저 상호간에 신뢰성을 쌓고, 사찰은 그 후에 실시한다.

  • 서로 예민하지 않은 분야에서부터 점진적인 협력을 시도한다.

  이러한 원칙아래 남한과 북한 양측은 원자력 협력을 다음 순서에 따라 순

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첫 번째 단계는, 양측이 신뢰성 증진의 필요성에 동의하여야 한다. 

  • 두 번째 단계는, 원자력시설과 핵물질 만을 대상으로 한 상호사찰에 대

한 협상을 세부적인 내용까지 합의하여야 한다.

  • 세 번째 단계는, 남북한이 핵물질 계량관리 제도에 관한 상호 협력협정

에 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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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으로 남북한은 상호사찰기구 및 IAEA와 4자간 사찰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원자력 협력체제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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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WP-13 :  물리적 방호의 목적과 기본 원칙

(Physical Protection Objectives and Fundamental Principles)

1. 배 경 

  ◦ 2001년 6월 실무단 회의에서는 실무단의 요청에 따라 IAEA 사무국이 

물리적 방호관련 지침(fundamentals and requirements)과 회원국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함.

  ◦ 특히 WP-7(권고사항 및 지침)의 내용 중, INFCIRC/225/Rev.4에 대한 

물리적방호 기본지침과 요건들을 분석할 것을 제안하고 이러한 기본 

원칙과 기존 방호협약과의 연계성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이에 따라 IAEA 사무국이 초안 실무단(drafting group)과 함께 

INFCIRC/225/Rev.4로부터 기본 지침과 요건(안)을 작성하도록 권고

함.

  ◦ 이러한 취지 하에 회원국의 방호전문가들로부터 WP-13이 개발됨. 

     - 본 문서의 기본 목적 및 원칙은 INFCIRC/225/Rev.4의 권고사항, 개

념 및 용어를 근거로 함.

     - 적용 범위 : 사용, 저장 및 운송중인 모든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

2. 물리적 방호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사용, 저장 및 운송중인 핵물질의 불법 이전에 대한 방호 조건을 정립

  ◦ 회원국은 분실 또는 도난 핵물질을 보관, 회수하기 위해 신속하고 포괄

적인 조치의 이행을 보장할 조건을 정립

  ◦ 원자력 시설과 사용, 저장 및 운송중인 핵물질에 대한 사보타지를 방호

할 조건을 정립

  ◦ 사보타지의 방사선적 향을 경감 또는 최소화할 조건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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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원칙

  물리적 방호의 기본 원칙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 원칙 A : 회원국의 책임

    - 회원국의 방호관련 체제 정립, 이행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국가에 있다.

  ◦ 원칙 B : 국제 운송중의 책임

    - 국제 운송중의 핵물질에 대한 적절한 방호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은 

그 책임이 다른 회원국에 제대로 양도될 때까지로 한다.

  ◦ 원칙 C : 입법 조치 및 규정 체계

    - 회원국의 방호관련 법적 체제의 정립 및 유지에 대한 책임 

      ∙방호 요건의 정립, 평가 및 인허가 체계 정립

      ∙시설 방호 및 운송 방호에 대한 검사체계 정립

      ∙제재조치를 포함한 인허가 요건 및 조건에 대한 이행 수단의 정립

  ◦ 원칙 D : 방호 유관기관

    - 책임 이행을 위한 권한, 재정 및 인력의 확보

    - 유관 기관 간의 기능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 보장

  ◦ 원칙 E : 인허가자의 책임 

    - 회원국의 방호체계 요소들에 대한 이행 책임이 명확해야 하며, 그 주

요 책임은 관련 인허가자나 기타 승인 문서의 소유자(예: 운 자나 선

적자)에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원칙 F : 보안 문화

    - 모든 방호 유관기관은 전반적인 이행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발 

및 유지 측면에서, ‘보안 문화(security culture)’에 대해 당연한 우선

권을 부여해야 한다.

  ◦ 원칙 G : 위협

    - 회원국의 물리적방호는 자국의 현 상태의 위협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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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 원칙 H : 단계적 접근

    - 방호 요건은 현재의 위협에 대한 평가, 관련 특성(attractiveness), 물

질의 특성 및 불법 이전과 사보타지와 관련된 잠재적인 향을 고려

하여 단계적 접근(graded approach)을 근거로 해야 한다.

  ◦ 원칙 I : 심층 방어

    - 회원국의 방호 요건은 침입자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방호 수준과 방호 방법들(구조적 또는 기타 기술적, 인력 및 조

직적)의 개념을 반 해야 한다.

  ◦ 원칙 J : 품질 보증

    - 품질 보증에 대한 정책과 동 프로그램은 물리적방호에 중요한 모든 

활동에 대한 세부 요건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정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 원칙 K : 비상 계획

    - 핵물질의 불법이전이나 사보타지 또는 그 시도에 대응할 사전 계획

(비상 계획 포함)은 모든 인허가자 및 유관기관들에 의해 준비되고 

적절히 훈련되도록 해야 한다.

  ◦ 원칙 L : 기  유지

    - 회원국은 정보의 기 성, 즉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의 물리적방호를 

손상할 수 있는 불법 누출에 대한 방호 요건을 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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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IAEA Press Release 2001/24 (22 October 2001) 

  

1. IAEA Director General Addresses Efforts to Protect Against 

Nuclear Terrorism Before UN General Assembl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Dr. 

Mohamed ElBaradei, said October 22 in New York that the September 11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had been a "wake-up call" to everyone that 

more can and must be done to bolster security as an integral part of the 

management of national nuclear programmes. In support of that effort, he 

had already initiated a thorough review of all IAEA activities and 

programmes relevant to preventing acts of terrorism involving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Presenting the IAEA's annual report before the UN General Assembly, 

Dr. ElBaradei said: "The Agency is engaged in a variety of activities 

relevant to combating nuclear terrorism -- including programmes to 

ensure physical security, to help prevent and respond to illicit trafficking 

of nuclear material and other radioactive sources, to promote the safety of 

nuclear facilities, to safeguard nuclear material against non-peaceful uses, 

and to respond to emergencies."

Each of these programmes was being reviewed in-depth to identify 

additional measures that need to be taken in the light of recent events. In 

particular, expanding the scope and reach of many of the Agency's 

security and safety services was being considered. Also, existing 

conventions and guidelines --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 would be examined to ensure that they 

we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and efforts would be redoubled to 

ensure their univers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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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rector General added: "To enable the Agency to assist States that 

lack the resources to upgrade their security systems, we are also 

exploring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 Fund for Protection Against 

Nuclear Terrorism. I trust that, in the light of the current threats,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global system for protection against nuclear 

theft, sabotage and terrorism will be given the priority it deserves by all 

concerned. These are unconventional threats that require unconventional 

responses."

The Director General then went on to describe the Agency's ongoing 

activities designed: to bring about the development and transfer of 

peaceful nuclear technologies; to build and maintain a global nuclear 

safety regime; and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while 

ensuring security of nuclear material and facilities.

The full text of the Director General's speech is available on the IAEA's 

Web site www.iaea.org/worldatom/Press/Statements

 

2. Statement to the fifty-sixth regular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by IAEA Director General Dr. Mohamed ElBaradei

    (New York, 22 October 2001,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continues to play an important 

role as a catalyst for development and as a cornerstone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safety.

I will speak briefly today about the IAEA's activities in terms of our 

three fundamental functions: to bring about the development and transfer 

of peaceful nuclear technologies; to build and maintain a global nuclear 

safety regime; and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ensure the security of nuclear material and facilities. I will begin wi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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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to which the Agency has been devoting much attention in recent 

weeks: namely, the enhancement of our efforts to protect against nuclear 

terrorism.

Focus Area: Efforts to Protect Against Nuclear Terrorism

The Agency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encouraging States to make 

security an integral part of the management of their overall nuclear 

programmes; however, the attacks in the United States were a wake-up 

call to us all that more can and must be done. In the week immediately 

following the tragedy, the IAEA General Conference adopted a resolution 

which requested that I initiate a thorough review of Agency activities 

and programmes relevant to preventing acts of terrorism involving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The Agency is engaged in a variety of activities relevant to combating 

nuclear terrorism - including programmes to ensure physical security, to 

help prevent and respond to illicit trafficking of nuclear material and 

other radioactive sources, to promote the safety of nuclear facilities, to 

safeguard nuclear material against non-peaceful uses, and to respond to 

emergencies. In all these areas of activity, the Agency develops legal 

norms and guidelines, promotes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vides expert 

advice, training and equipment and performs varying degrees of oversight. 

In the past few years, we have focused on increasing nuclear security 

co-operation among relevant organizations - including customs 

organizations, Interpol and other law enforcement organizations, national 

governments and the Agency. We also have provided an expanding array 

of advisory services to States to upgrade nuclear safety, to protect 

nuclear material and facilities against theft and sabotage, and to manage 

and safely dispose of radioactive sources. We have equally strengthened 

our verification system to cover both declared and possible undeclared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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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reviewing in-depth each of the programmes I just mentioned to 

identify additional measures that need to be taken in the light of the 

recent events. In particular, we are considering expanding the scope and 

reach of many of our security and safety services. Equally, we will 

review existing conventions and guidelines -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 to ensure that they a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and we will make every effort to ensure 

that they are universally applied.

To enable the Agency to assist States that lack the resources to upgrade 

their security systems, we are also exploring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 Fund for Protection Against Nuclear Terrorism. I trust 

that, in the light of the current threats,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global system for protection against nuclear theft, sabotage and terrorism 

will be given the priority it deserves by all concerned. These are 

unconventional threats that require unconventional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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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KEDO 경수로 물리적 방호 관련 조항

 1) KEDO 설립 협정('95. 3.  9,  뉴욕)      

   ◦제4조

- 기구의 활동은 국제연합 헌장,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및 국

제원자력기구 규약과 일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기구의 활동은 북한이 북한과 기구간의 모든 협정 규정을 준수하고 

…… 중략 ……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구는 적절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 기구는 기구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되어 북한에 이전되는 핵물질, 

장비 또는 기술이 …… 중략 ……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것임을 북한으

로부터 공식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2) KEDO-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95. 12.  15,  뉴욕)

   ◦제1조(공급 범위)

    ∙제3항 :

- 경수로사업은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의 규제 및 기술기준에 상당하

며,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노형에 적용된 규제 및 기술기준에 따라 

수행된다. 이러한 규제 및 기술기준은 경수로발전소의 설계, …… 

중략 …… 안전, 물리적 방호, 환경보호 …… 중략 ……에도 적용된

다.

   ◦제8조(운전 및 유지보수)

    ∙제3항

- KEDO와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

한 보관 및 처리를 보장하는데 협력한다. KEDO의 요구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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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북한은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며, 적절

한 상업계약을 통해 동 사용후핵연료의 인출 후, 기술적으로 가능

한 한 조속히 이를 북한 밖으로 이전하는데 동의한다.

    ∙제4항

-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북한 밖으로의 이전을 위한 필요조치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 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10조(핵안전 및 규제)

    ∙제3항 

-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의 안전한 운 과 유지보수, 적절한 물리적방

호, 환경보호, 그리고 제8조 제3항에 일치하는 사용후핵연료를 포

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및 처리를 제1조 제3항에 규정

된 규제 및 기술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 북

한은 경수로발전소의 안전한 운 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적절한 원

자력 규제기준과 절차가 이행되는 것을 보장한다.

    ∙제4항 

- 핵연료집합체 선적에 앞서 북한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약('94. 9. 

20., 비엔나),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86. 9. 26.),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86. 9. 26.) 및 핵물질

의 방호에 관한 협약('80. 3. 3.)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13조(보장)

    ∙제3항 

-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핵물질 및 이들에 사용되

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에 대하여 그러한 원

자로와 핵물질의 유용 수명기간동안 국제 기준에 따른 효과적인 물

리적 방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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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속서(경수로 공급협정)

    ∙제7항

- 북한은 경수로 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핵심부품의 

인도 이전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IAEA 안전조치 협정을 전면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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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북한의 원자력 관련 일지 (총서 제1권 후속)

1999년 10월 13일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Gilman 의장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 주장하고 Clinton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함.

1999년 10월 28일

현대 그룹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하여 향후 30년 동안 독점적 권리를 획득함.

1999년 11월 20일

15일부터 베를린에서 열린 북/미간 제2차 미사일회담에서 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의제 등을 논의하 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성과 없이 종료. 

북한은 미국의 군사위협 종식과 제재조치 완화를 요구하 고, 미국은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종식을 요구함.

1999년 12월 27일

KEPCO는 한중, KOPEC, KNFC와 KEDO 경수로 관련 장비 및 용역 공급 

계약 체결

2000년 1월 5일

G7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이태리가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

2000년 1월 7일

북한은 경수로 건설사업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 $11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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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함. KEDO의 Anderson 사무총장은 1997년에 

체결된 협정을 근거로 들어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를 거절함.

2000년 1월 22∼28일

북/미간 제3차 베를린 회담 개최. 북한의 외무성 차관 김계관은 북/미간 고

위급 회담을 워싱턴에서 개최하자는데 동의함.

 

2000년 2월 3일

KEDO 경수로 TKC 발효

2000년 2월 22일

KEDO와 북한은 4일간의 고위 전문가회의를 열고, 업무의 분담과 

Preliminary Safety Analysis Report/Environmental Report의 준비 절차와 

기타 위성 TV 시청, 라디오 청취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함.

2000년 3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4가지 대북 정책 제시

  -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울 의향

  - 한반도에서의 냉전 대결 구도 종식

  - 정부간 대화를 위해 특별대표단 상호교환 용의

  - 이산가족 재결합

2000년 4월 1∼7일

KEDO와 북한은 향산에서 훈련의정서 문안에 합의. 이는 KEDO 경수로 공

급협정 제7조에 따른 것으로 KEDO는 본 의정서에서 경수로 운 자들에 대

한 종합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KEDO는 북한 규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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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을 대상으로 남한의 표준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

2000년 5월 8일

호주와 북한은 25년간 단절되었던 외교관계를 복원함.

2000년 5월 10∼14일

4명의 IAEA 직원이 평양을 방문하여 흑연감속로의 운전기록 보존 등에 대

해 협의함.

2000년 5월 15일

미국 하원은 미국의 원자력관련 장비 및 기술의 북한 이전시 상/하원에서 인

준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안, H.R. 4251,을 통과시킴.

2000년 5월 21∼23일

북한에서 KEDO-북한간 제5차 원자력 안전 전문가회의 개최.

2000년 5월 24∼27일

12명의 미국 국무부 사찰요원들이 북한 금창리 2차 사찰. 

2000년 6월 1일

북한 김정일이 3일간 비 리에 중국을 방문했었음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확인함.

2000년 6월 13∼15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

  - 남북공동선언(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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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 다.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 다. 

○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 다. 

○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 다. 

○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 다. 

○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

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 다. 

2000년 7월 10∼12일

Kuala Lumpur에서 북미간 미사일 회담 개최. 이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수출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대하여 논의되었으며, 북한은 10만불의 보상을 

요구하 고 성과없이 종료됨.

2000년 7월 19일

러시아 Vladimir Putin 대통령 평양 방문. 김정일은 북한의 미사일 계획이 

평화적 목적임을 강조하고, 다른 국가가 북한의 우주개발연구를 위한 rocket 

사용에 협조한다면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도 있음을 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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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26일

태국 방콕에서 최초로 남측의 이정빈 외무장관과 북측의 백남순 외무상간에 

회담. 양측은 상호협력의 원칙과 정기적인 회담 개최 및 북한의 아시아개발

은행 및 세계은행 가입에 대한 상호 협력을 합의함.  

2000년 7월 27일

방콕에서 개최한 제7차 ASEAN Regional Forum에서 북한의 23번째 회원국 

가입을 승인함. 백남순 외무상은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천명하 음. 이는 

지역 안전보장에 관한 정부간 기구에 북한이 참여하게 된 첫 번째 사례가 

됨.

2000년 7월 28일

미국 Albright 국무장관과 북한 백남순 외무상 간의 방콕 회동. 

2000년 7월 29∼31일

서울에서 제1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공동보도문을 통해 경의선 복원, 이

산가족 조속 상봉 및 재일 조총련 동포의 이산가족 상봉 등에 관한 6개 합

의내용 발표. 

2000년 8월 5∼12일

김정일의 초청으로 남측 언론인 46명이 평양을 방문하 으며, 남북간 방송, 

문화교류에 대하여 협의함. 

2000년 8월 15일

남북간 직항을 통한 3일간의 이산가족 상봉. 상호 100명의 이산가족과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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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조요원 및 20명의 기자들이 동행함. 1회의 전체회동과 2회의 개별회동 

및 2회의 점심식사로 구성됨.

2000년 8월 21일∼9월 1일

한-미군간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실시. 이 훈련은 남북 화해 분위기를 반

하여 야전 훈련에 한국군이 참여하지는 않았으며, 주로 국가 위기상황 시에 

대한 대처 훈련으로 진행됨.

2000년 8월 29일∼9월 1일

평양에서 제2차 장관급 회담. 금년 말까지 최소한 2번의 이산가족 상봉을 실

시하고, 백두산과 한라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100명씩을 교환하며, 투자보장, 

이중관세 방지 등에 관한 경제협력 분야를 합의하 음. 상호신뢰구축을 위해 

hot-line 설치 등 고위 군사당국자간 협의를 합의함.

2000년 9월 2일

63명의 비전향 장기수 판문점 통해 북송.

2000년 9월 6∼8일

UN 주재 ‘새천년 정상회의’가 뉴욕에서 개최됨.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미

국으로 가던 북한 대표단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의 심한 검색문제를 이유

로 북한에 되돌아감.

2000년 9월 11∼14일

북한 노동당 김용순 비서 일행이 서울을 방문하여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하

고 김정일의 답방 문제 등을 협의하 으며, 임진강 수해 방제대책, 경제문제 

차관급 회의, 군사 당국자 및 적십자 회담 개최 등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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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9월 21일

서울에서 한미 제32차 연례 안보협의회 개최. 16개항의 공동발표문 발표. 비

핵화선언의 이행, 북미 제네바 합의 이행, 북한의 NPT 의무사항 및 관련 안

전조치 이행 등과 관련해 협의

2000년 9월 25일

KEDO 집행 이사회는 장선섭 경수로지원기획단장을 2000년 9월 27일부터 

시작되는 2년 임기의 이사회 의장에 임명함. William Perry 전 국방장관이 

대북 정책조정관에서 물러나고 Wendy Sherman이 역할을 승계함.

2000년 9월 25∼26일

제주에서 남북 국방장관회담. 남한의 조성태 장관과 북한의 김일철 국방상은 

5개항에 합의. 남북간 긴장완화 및 경의선 복원공사와 관련한 DMZ에서의 

안전문제 등 협의. 

2000년 9월 25∼29일

남측 박재규 통일부장관과 북한의 전금진을 대표로 한 문화, 경제, 학술 교

류와 관련한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경의선 복원, 투자보장, 이중관세 철폐 등 

남북간 제반 경제문제를 다룰 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

2000년 9월 27일∼10월 2일

북미간 뉴욕회담. 북미 제네바합의 이행, 미사일 문제, 테러지원국 문제 등 

협의. 김정일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조명록 차수의 미

국 방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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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0월 9∼12일

북한 국방위원회 제1 부위원장 조명록 차수 미국 방문. Clinton 대통령, 

Albright 국무장관, Cohen 국방장관과 회동. 공동 코뮤니케에서 양측은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관계 진전을 위해 상호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합의

함. 북미 제네바합의의 이행을 위한 투명성 확보 문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해 협의. 조속한 시일 내에 Albright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과 Clinton 

대통령의 북한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도 발표함.

2000년 10월 20일

평양에서 KEDO 사무총장 D. Anderson과 북한 원자력총국 부국장 김희문 

간에 KEDO-북한간 훈련의정서 서명.

2000년 10월 23∼24일

미 국무장관 Albright 평양 방문. 김정일과 만났으며, 미사일 프로그램, 안전

보장 문제, 외교관계 및 테러 등에 관해 논의함.

2000년 10월 31일

유엔 총회는 남북한 및 150여 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남북 정상간 6.15 공

동선언 지원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함.

2000년 11월 2일

IAEA 사무총장 M. ElBaradei가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PBNC(Pacific Basin 

Nuclear Conference)에 참석하 으며, 북한의 전면안전조치 이행이 남북화해

에 도움이 될 것임과 북미 대화가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 해결에 도

움이 될 것임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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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1월 6일

IAEA 사무총장 M. ElBaradei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최근의 한반도 상황 

진전이 북한의 핵사찰 허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2000년 11월 8∼11일

평양에서 제2차 남북 경제장관회담 개최. 투자보장, 이중관세방지, 직접적인 

재정결재, 무역분쟁해결위원회 설치 등 4개의 협정이 서명됨.

2000년 11월 30일

남북 각각 100명씩에 대한 3일간의 제2차 이산가족 상봉. 

2000년 12월 1일

북한과 ABB 회사간에 협력협정 체결. 이 협정은 북한의 전력 송전망 현대

화, 발전소 및 공장의 전기장비 및 제어 시스템 개선, 풍력 및 태양열 발전

소와 관련한 협력 및 평양에의 대표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것으로 알려짐.

2000년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2000년 12월 12∼15일

평양에서 제4차 장관급회담. 남측은 박재규 통일부장관, 북측은 전금진 단장

이 수석대표이며, 북측은 초기 50만 KW의 전기공급을 요구하고 총 200만 

KWh까지 확대해 주기를 요구함. 이 문제는 12월중 차관급으로 구성된 고위

급 경제회담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함. 기타 경제지원문제, 3차 이산

가족 상봉문제 등이 논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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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28일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3일간에 걸쳐 평양에서 개최됨. 주 의제는 북한

에 대한 전력공급문제 으며, 이에 대해 남한은 북한의 에너지 부족에 대해 

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함. 기타 철도 및 고속도로 연결문제, 임진강 수

방용 댐 건설 문제 등이 논의됨.

2001년 1월 9일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100만 달러 상당의 turbine generator 공급업체로서 

GE 대신 일본의 Hitachi와 Toshiba의 컨소시엄 업체가 공급하기로 하 음을 

밝힘.

2001년 1월 15∼20일

북한 김정일 중국 상하이 방문. 장쩌민 주석과 수차례 회동하여 미국의 차기 

Bush 행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상하이 경제특구 및 첨단기술지역

과 푸동지역을 방문함.

2001년 1월 29∼31일

금강산에서 남북 적십자회담을 열고 6개항 합의 발표. 제3차 이산가족 상봉

을 2월 26-28일에 실시하고, 3월 15일까지 확인된 300명에 대한 2장의 최근 

사진이 동봉된 서신교환 합의.  그러나 차기 회담 날짜 및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 고, 상설 면회소 설치 문제도 합의하지 못함.

2001년 2월 6∼8일

판문점에서 제5차 군사실무회담 개최. 경의선 및 도로 연결 사업과 관련하여 

DMZ에서의 지뢰제거에 대해 협의함. 북측은 남한의 국방백서에서 주적으로 

지칭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수정 없이는 추가회담 없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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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월 7∼10일

평양에서 남측의 전력공급 문제 전문가 협의. 북측은 즉각적인 공급을 주장

하 으나 남측은 시간적으로 4년 정도 필요하고 6억 3천만 달러 정도 소요

되는 사업이므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 대안으로써 북한 화력발전

소에 대한 남측의 무연탄 제공을 고려함.

2001년 2월 27일∼3월 3일

수명의 북한 대외무역성 공무원들이 미국 민간단체의 초청으로 미국 방문. 

몇 개 도시 및 IBRD를 포함한 국제 재정관련 기구들을 견학함.

2001년 2월 27∼28일

러시아  Putin 대통령 서울 방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무역 투자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함. 김 대통령이 1972년의 ABM이 핵무기 감축 및 

확산 방지에 관한 국제적 노력의 기초가 됨을 밝힌데 대해 미국 언론들 논

쟁.

2001년 3월 8일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 개최. 양국 정상은 

대북 정책, 한ㆍ미 동맹 관계, 통상문제 등 양국간 공동관심사에 대해 논의

2001년 3월 14일

KEDO와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 인력 250명의 KEDO 사업 투입에 관

한 협정 체결

2001년 3월 22∼23일

KEDO 집행이사회는 Charles Kartman을 차기 KEDO 사무총장으로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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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3월 26일

미국의 민간 단체인 외교협회(CFR)는 1994년 체결된 제네바 기본합의를 수

정할 것을 권고하는 서한을 조시 W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함. 부시 행정부의 

요청으로 북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대북 정책을 검토해온 CFR는 보고

서 형식으로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핵 원자로 폐쇄를 전제로 경수로 2기를 

건설하기로 했던 제네바 기본합의를 일단 준수하되 제반 상황을 재검토해 

북한측과 수정여부를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

2001년 3월 28일

장선섭 경수로기획단 단장은 "대북경수로의 화력발전소 대체는 사업의 기초

가 되는 제네바합의, 경수로 공급협정, 주계약(TKC) 등 제도적/재정적 장치 

개정의 어려움이 있고 공기단축과 비용절감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현실성이 없다"고 밝힘.

2001년 4월 9일

미국 국무부는 2002 회계연도에 KEDO에 지원할 예산으로 9,500만 달러를 

책정. 이는 지난해 지원액 5,487만 9,000달러에 비해 73.1%나 늘어난 것이며, 

이 예산은 행정비용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북한에 대한 경유 공급을 위한 

것임.

2001년 4월 29일

5월 9-1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의 북

한대표단 참가가 미국 정부에 의해 거부됨. 북한이 이번 연차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길 희망했으나 미국이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며, 북한은 

지난해 8월 ADB 정회원국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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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5월 1일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함. 미 국무부는 연례 세계 테러보

고서를 발표, 북한을 비롯한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7개

국을 테러지원국으로 계속 지정한다고 밝힘. 미국에 의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은 올해로 14년째로 지난 87년 김현희 등 북측 공작원들에 의한 대한항

공(KAL)기 폭파사건 직후인 88년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됨.

서방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유럽연합(EU) 의장

국 대표 자격으로 북한 방문. EU 대표단은 하비에르 솔라나 EU 외교안보정

책 고위대표, 패튼 집행위원 등 15명의 공식수행원을 비롯해 23명으로 구성

됨.

2001년 5월 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방북중인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와 가진 북-EU 정

상회담에서 현재 중단중인 미사일발사유예가 2003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힘. 

2001년 5월 22∼26일

평양에서 북한과 IAEA 간의 제16차 기술실무협상 시작. 북한과 IAEA는 94

년 11월 이후 평양과 오스트리아 빈을 오가며 1년에 2, 3차례 기술실무협상

을 갖고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동결 감시활동 △IAEA 협정 이행문제 등

을 논의함. 이번 회의에서 IAEA 팀은 변 5㎿ 원자로 등 구체적인 사찰대

상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짐.

2001년 6월 6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선언. 미국 국가안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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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북한과 협의할 내용은 핵계획 동결에 관한 기본합의의 이행을 개선하는 

문제, 미사일 계획의 검증 가능한 억제, 미사일 수출 금지, 재래식 군사력 문

제 등임을 밝힘.

2001년 6월 11일

IAEA는 북한에 대해 핵안전 협정 이행을 촉구.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 개막 성명에서 북한 변지역에 

IAEA 사찰 요원이 상주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안전 협정 이행 

여부가 검증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에 대해 IAEA의 핵사찰 활동에 

협력을 촉구.

2001년 6월 18일

북한은 핵동결과 미사일 검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對)북한 대화재개선언'과 관련한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의 대북 

대화 의제에 대해 경수로 건설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문제를 우선 논의

하자고 수정 제의함. 이에 대해 미국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

에서 ‘경수로 사업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 요구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

을 주장

2001년 6월 28일

KEDO는 21명의 북한 고위관리들을 경수로 건설이 이뤄지고 있는 함경남도 

금호지구 현장에 초청해 경수로 건설 진척상황을 설명. 이 행사는 경수로 건

설 현장에 파견돼 있는 북한측 관리들이 '상부에 현장상황을 설명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는 호소에 따라 추진됨.

스위스-스웨덴계 산업설비 생산업체인 `아세아 브라운 보베리'(ABB)그룹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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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 대표부 설치. 이는 2000년 11월 평양에서 체결한 `전기기계설비 생산과 

전력망 계통 현대화 협조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ABB 평양대표부는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본사와 북한과의 전기설비를 비롯한 공업부문 업무를 조정하

고 시장정보를 제공하며 북한이 ABB 제품을 수입하거나 협력을 통해 생산

한 제품들을 세계시장에 진출시키는 일을 돕게될 것으로 알려짐.

2001년 7월 3일

워싱턴 타임스가 미국 정보당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함경북도 대포

동 인근의 미사일 시험기지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엔진 시험을 실시한 

흔적이 정찰기에 의해 포착됐다고 보도. 이는 1998년 8월 실시한 대포동 1호 

발사 시험 이후 3년만에 처음임. 한 관리는 이번 시험이 지상 시험인 만큼 

북한이 미국과 약속했던 미사일 발사시험 유예방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함.

2001년 7월 15일

MD 구축을 위한 미국의 미사일 요격 시험 성공. 향후 18개월 동안 4-6 차

례 더 실험할 것임을 밝힘.

2001년 7월 24일

베트남 하노이 제8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한

승수 외교통상부 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그리고 허 종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하노이 시내 대우호텔에서 비공식 만찬을 갖고 한반도 현안과 

ARF 참석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2001년 7월 26일∼8월 1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러시아 방문. 김 위원장의 방러 성과는 한반도종단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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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을 담아 4

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러 모스크바 선언' 발표

2001년 8월 13∼24일

호주에서 IAEA 주관으로 열린 안전조치 훈련과정에 6명의 북한 요원 참가. 

이 훈련에는 남한을 비롯한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에서도 참가함.

2001년 9월 1일

북한 당국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와 환경평가보고서(ER)에 따라 

KEDO의 경수로 건설허가서를 발급함.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World Trade Center와 워싱턴의 국방성에 대한 항공기 테러 

발생

2001년 9월 14일

금호지구에서 경수로 기초굴착공사 착공식 거행. Kartman KEDO 사무총장

은 미 테러 사건으로 방북을 취소했으며, 경수로기획단장과 북측의 김성수 

경수로사업대상국장 등이 참석

2001년 9월 17∼21일

IAEA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45차 총회를 열고 북한의 핵확산 금지의무 이

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함. 이 결의안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PT)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93년부터 해마다 채택되고 있으며, “IAEA와 

북한간의 기술 협의에서 (과거핵 관련) 정보 보존 등 주요 문제에 대해 실질

적인 진전이 없으며 북한이 중요한 안전조치 이행을 계속 제한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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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힘. 

2001년 10월 5일

이형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국제테러리즘 근절을 위한 조치'를 논

의한 유엔총회 본회의 5일째 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지난 달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테러사건은 국제사회를 크게 놀라게 했으며 이는 매우 유감

스럽고 비극적인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힘.

2001년 11월 8∼14일

금강산에서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도 발표하지 못한 채 회담을 

끝냄. 이로써 기대를 모았던 `내달 10일부터 금강산서 두 차례 이산가족 상

봉'도 백지화됨.

2001년 11월 12일

북한의 리형철 유엔대사가 임기를 마치기 전 유엔에서 두 가지 반 테러 협

약 `테러자금 조달억제에 관한 국제협약'과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에 정식 서명

2001년 12월 2일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11월 초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핵안전조치이

행을 위한 북한과 IAEA 간의 제17차 실무협상에서 IAEA 대표단의 `동위원

소생산연구소' 사찰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함. 

2001년 12월 3일

KEDO 사무총장 Kartman과 북한 경수로대상사업국장 김희문이 평양에서 

KEDO-북한간 품질보장의정서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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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7일

KEDO는 7일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 회담장에서 의장인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을 비롯 잭 프리처드 미국 대사, 다카노 고지로 일본 대사, 

장 피에르 랭 EU 대사, 찰스 Kartman KED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이사회 개최. 내년에는 북측과 원자력 손해배상의정서 체결에 주력하기

로 결의. 또한 EU의 KEDO 가입 기간을 다시 5년 연장함. 

2001년 12월 16∼30일

김희문 경수로대상사업국장(장관급) 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 20명이 2주 

동안 울진 원자력발전소,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력교육원과 원자로 용기

를 제작할 경남 창원의 두산중공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을 방문하기 위

해 내한. 

2002년 1월 10일

잭 프리처드 미국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가 10일 뉴욕에서 지난해 11월에 부

임한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 신임대사와 회담

미국 CIA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는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외국

의 미사일 개발과 2015년까지의 탄도미사일 위협’이라는 국가정보평가(NIE)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사거리가 1만 5000㎞까지 확대돼 북미 전역을 사

정권에 넣을 수 있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설계를 현재 개선 중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분석함.

2002년 1월 15일

Heinonen 안전조치국장을 비롯한 4명의 IAEA 전문가들이 변의 동위원소 

생산 실험실을 비롯한 북한의 핵시설을 방문하기 위해 입북. 모하메드 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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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지난주 IAEA 기술팀 소속 전문가들의 북한 방문 

계획을 전하면서 이는 전면적인 핵사찰 재개를 향한 작지만 반가운 첫걸

음 이라고 평가

2002년 1월 22일

북한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 를 열어 해외

를 포함한 우리 동포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남북공동선언이 발표

된 6월15일을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

을 촉진하는 해’로, △5월부터 8월15일까지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

는 운동기간’으로 정하자는 ‘3대 제의’와 △6.15 남북공동선언 철저 이행 △남

북관계 진전과 통일운동 활성화 △평화․통일 방해 요인 제거 등 ‘3대 호소’ 

를 발표.

2002년 1월 26일

미국 국방부는 26일 태평양 상공에서 함정을 이용한 첫 해상 발사실험인 단

거리 미사일방어(MD) 실험에 성공했다고 마이크 핼빅 대변인이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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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경수로공급협정 후속의정서 현황42)

2002년 2월 1일 현재

의정서 

명칭
체 결 목 적 근  거 비  고

특권·면제 

및

사보호

KEDO의 법적지위, KEDO 계약자 

인원에 대한 신변보장 등
공급협정 제4조 6,7항 ‘96.7.11 발효

통  행
KEDO인원의 부지 접근(자유로운 

입출국 절차), 효율적 통행로 개설
공급협정 제9조 3,6항 ‘96.7.11 발효

통  신

KEDO 인원의 사업 부지내외로의 

효율적인 통신수단 확보를 위한 

세부절차

공급협정 제9조 5,6항 ‘96.7.11 발효

부  지
부지인수 및 부지접근․사용에 관

련된 세부사항
공급협정 제5조 3항 ‘97.1.8 발효

서비스이용
북한 노무·물자·시설과 기타 서비

스 공급 조건
공급협정 제9조 4,6항 ‘97.1.8 발효

미지급시 
조치

상환 의무 미지급시 범칙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공급협정 제16조 3항 ‘97.6.24 발효

훈  련
발전소 운전 및 유지 보수를 위한 
북한 인력의 훈련계획

공급협정 제7조 2항 ’00.10.20발효

품질보장 발전소 품질보증 및 성능보장 공급협정 제6조 4항 ’01.7.24가서명
‘01.12.3 서명

원자력손해
배상

핵사고시 보장장치에 관한 세부사
항 규정

공급협정 제11조 2항
 설명회 개최
  (2회)

인도 일정
북한의 핵동결 및 해제조치 및 경
수로 공급일정

공급협정 제3조 3항 미협의

상환 조건
경수로 발전소 건설대금의 상환 
금액 및 조건

공급협정 제2조 4항 미협의

사용후 
연료

사용후 연료의 안전한 보관·처리 
및 제3국 이전에 관한 세부사항

공급협정 제8조 4항 미협의

핵안전 및 
규제

경수로 발전소 완공후 정기 안전
점검을 위한 절차와 일정

공급협정 제10조 5항 미협의

42)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 현황”,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200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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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북핵기술총서 제1권, 제2권 목차

-- 제 1권 목차 : 북ㆍ미 기본합의 5년에 대한 기술 평가 --

제 1 장  배  경

  1.  Agreed Framework에서 Perry 보고서까지

  2. Perry  보고서 분석

  3. 공개자료 정보와 Internet의 활용

제 2 장  북한 핵문제와 북ㆍ미 기본합의

  1. 북한 핵활동의 단계별 특성

  2. 북ㆍ미 기본합의문 분석

제 3 장  북한 핵시설의 동결 

  1. 북한 핵시설 현황

  2. 동결 시설 및 폐연료봉 현황

  3. 향후 처리 시나리오

제 4 장  북한의 안전조치 이행 실태와 IAEA의 사찰 현황

  1.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 체결

  2. 안전조치의 이행 현황

  3. IAEA 및 국제사회의 대응

  4. 북ㆍ미 기본합의 이후의 안전조치 이행 상황

  5. 과거 핵활동 규명과 IAEA의 역할

제 5 장 KEDO의 경수로 건설 사업

  1. 경수로 공급 배경

  2. KEDO의 설립

  3. 사업추진 및 성과

  4. 경수로 공급과 물리적 방호

  5. 경수로 공급과 수출 통제

부 록 1. Perry Report 전문 (unclassified version) 

부 록 2.  Agreed Framework 전문 (북ㆍ미 기본 합의문) 

부 록 3. 북한의 원자력 활동 일지 

부 록 4. KEDO-북한간 협상 현황 

부 록 5.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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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권 목차 : 요소기술 분석 --

제 1 장  흑연 감속 원자로  

  1. 흑연 감속 원자로(흑연로)와 핵연료

  2. 플루토늄 생산에 대한 검증 방안

제 2 장 재처리 시설

  1. 배  경

  2. 재처리 방법의 분류 및 특성

  3. PUREX 공정의 특성

  4. 플루토늄 금속화 공정 

  5. 금속 플루토늄의 물리적 특성과 임계

  6. 재처리 공장에 사용되는 주요 기기 

  7. 고준위 액체폐기물의 특성 및 보관방법

  8. 재처리 징후 탐지방법 

제 3 장  우라늄 농축 시설

  1. 배 경

  2. 농축 기술의 종류와 특성

  3. 농축시설의 존재 여부 검증

제 4 장 핵물질의 불법 거래

  1. 개 요 

  2. 국제 동향

  3. 불법 거래 관련자료의 분석

  4. 향후 전망 

부 록 1 : 불법 거래 사건 통보서의 작성 지침

부 록 2 : 원자력 통제 관련 남북 용어 비교

부 록 3 : 참고 단행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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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nation. It would be prudent to have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DPRK's 

nuclear infrastructure before a meaningful collaboration may take place. Chapter 1 

introduces the history of nuclear program development in the DPRK, Chapter 2 

contains the technical framework of the state system of nuclear materials accountancy 

control, and Chapters 3 & 4 describe the nuclear export control and physical protection 

infrastructure needed in preparation for the LWR plant operation. The final Chapter 5 

summarizes the salient points raised at the Muju Workshop. Completion of the 

Monograph series I, II, III is expected to contribute towards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KEDO LWR construction following the satisfactory conclusion of the IAEA 

verification process.     

 Subject Keywords(About 10 Words)

 SSAC, Nuclear Material Accountancy and Control, Export and Import Control, 

Physic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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