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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IAEA와의 자발  기여 을 통한 국가 투명성 제고 방안 기획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   요성

원자력 이용개발 정책 추진에는 핵비확산체제의 수를 통한 국가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확보가 필수 으로 되고 있다. 선진 기술의 도입과 개도국과의 

기술 력은 이용개발에서 필수 인 요소로 국제사회에 한 기여를 통하여 기

반 구축이 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하여 외국의 사례 

분석과 IAEA를 상으로 특별기여를 통한 추진 략을 마련하는 데 있다. 

III. 연구개발 내용  범

본 연구는 국제 원자력사회에서의 국가 원자력 정책과 원자력 활동의 투명

성과 신뢰성 제고를 하여, 첫째 우리나라 원자력 활동에 한 투명성과 신뢰

성에 한 문가의 인식조사와 응 방안 분석, 둘째 외국의 사례분석을 하

으며, 셋째 IAEA에 한 특별기여를 통하여 국가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제고

를 한 장기 추진 략을 분석하 다.

IV. 주요 연구결과  활용에 한 건의사항

2004년 IAEA 안 조치 미신고건은 그 간 쌓아온 핵비확산 모범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부정 인 향을 주었으며 장기

으로 국가신뢰와 상을 회복하기 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하여 국내 조

치로서 핵비확산에 한 법  기반 강화와 IAEA와 안 조치 력 강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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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교 활동 등이 요구된다. 

국가 원자력사업의 추진에서 국내의 사회  수용성 못지않게 국제 인 여건 

확보도 필수 이라는 이 나타났으며, 핵비보유국으로서 일본의 사례는 우리

나라의 국제여건의 확보에 많은 시사 을 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즉 원자력 외

교의 기는 정책 으로 국가  총력체제 구축과 활동을 통하여 극복하는 것이 

요하다. 특히 정부와 산업체, 언론, 문가들의 유기 인 력, 미   

IAEA에 한 력 강화  공동연구 등 투자 확 , 원자력 외교 체제의 구축

과 강화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

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IAEA를 통한 국가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한 장기 추

진 략 Roadmap을 분석하 다. 이를 해 IAEA 역할과 주요 활동들을 분석하

으며 추진 과제로는 INPRO 참여  주도, 안 조치 분야에서 력, 

소형로 등 원  수출기반 조성, 연구로 수출  련 RCA/IAEA 로그램 지

원, IAEA정규사업 참여를 한 과제발굴과 지원이 요구된다. 국가 차원의 기여

 활동 추진체제의 구축과 활동이 요구되며 ‘IAEA 력 의체(가칭)’의 구성

과 운 도 요구된다. 장기 으로는 기여  사업 평가와 확 , 일본의 사례와 같

은 정부가 견 비용을 부담하는 문가 견 는 해외 사무소 설치도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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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A Planning study for the enhancement of National Nuclear Transparency 

through the Voluntary  Contribution to IAEA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t becomes prerequisite to secure the international transparency and 

confidence for national nuclear policy and its activities through th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in the peaceful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in the nation. In addition,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the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through various contribution into international communiti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ational strategies for 

securing international transparency and confidence for national nuclear policy 

and its activities by an case study of a typical country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IAEA through voluntary contribution into IAEA activities 

as well as establishing national long term strategies and road map.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xperts' opinions and a case study of typical 

country in order to enhance international transparency and confidence for 

national nuclear policy and its activities. And direction and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IAEA through various voluntary contribution 

into IAEA activities, was also investigated as well as long term strategic 

roa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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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Major Research Results and Recommendations 

A national issues in 2004 of IAEA safeguards activities left serious 

negative images into international nuclear communities, which gave us a 

lesson that securing national transparency and confidence are prerequisite 

condition as social consensus on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nuclear 

policy. And wide ranged national efforts are required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transparency and confidence for national nuclear policy and its 

activities.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nuclear diplomacy in order to increase 

transparency of Korean nuclear activit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nation-wide collaborative systems as well as systematic and long term based 

implementation of positive measures and actions.

At the same time, it is also required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IAEA 

through voluntary contribution program into relevant IAEA activities as well 

as establishing national long term strategies and road map, such as INPRO 

projects,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s with member states, and developing 

activities of IAEA safeguards technologies required in the national 

development of new and proliferation resistant nuclear fuel cycle 

technologies including IAEA regular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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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연구의 배경  필요성 

21세기에 들어 고유가 지속, 석유와 천연가스의 자원 고갈 우려와 에 지 자

원 확보 경쟁, 온실가스방출 감축 의무 이행 등 에 지안보가 국가 과제로 

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자력에 한 인식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세계 으로 

원자력의 제2의 르네상스가 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진국들 간에는 원자력 

시장 선  경쟁과 국가간 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01년의 9.11 테러와 2002년 키스탄 A.Q.Khan 박사의 국제 인 핵

거래 조직의 노출, 북한과 이란 핵문제 등으로 원자력의 평화  이용을 한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강화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핵테

러  응과 핵 거래 방지 등을 하여 IAEA의 안 조치 강화, 민감기술 

이  제한  공 보장 논의, NPT 미당사국인 인도의 국제원자력계의 등장 등

에 한 우리의 한 응이 요구되고 있다. 

에 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에 지수요의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에 지안보 문제가 당면과제로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원자력이용은 

국가 에 지수 에서 필수 으로 되고 있다. 한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은 지

속 인 신과 산업육성을 통하여 해외 진출이 필수 으로 되고 있으며 이를 

한 국제 력도 요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핵비확산정책의 강화와 함께 국제비확산체제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세  원  개발과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건

설 착수 등 첨단 원자력기술 개발 경쟁도 주요 이슈로 되고 있으며 IAEA의 원

자력발  련 조직과 활동 강화와 함께 안 조치 기능강화도 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원자력사회에서의 국가 원자력활동에 한 투명성 확보

와 신뢰성 확보는 원자력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첨단 원자력개발에서 필수 인 

조건으로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에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항상 원자

력활동에 많은 심을 받아왔으며 2004년 안 조치 미신고 사건은 국가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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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부정 인 인식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 원자력활

동과 국제 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원자력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한 노력은 요하며 체계 이고 장기 인 략 수립을 통하

여 추진이 불가피하다. 

제 2   연구의 목표  구성

본 연구는 원자력 이용개발과 련하여 국제 원자력사회에서의 국가 원자력 

정책과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하여 

첫째, 우리나라 원자력 활동에 한 투명성과 신뢰성에 한 문가의 인식

조사와 응 방안을 분석하 으며,

둘째, 핵비보유국으로서 우리나라와 모델이 될 수 있는 외국의 사례분석을 

하 으며,

세 번째로 IAEA에 한 특별기여를 통하여 국가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제

고를 한  분야 도출과 장기 추진 략을 분석하 다.  

제 3   기 효과

본 연구 결과는 국내 원자력계에 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정책과 활동에 

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의 요성에 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

로 기 한다. 문가들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인식의 확산은 궁극 으로 국가 투명상과 신뢰성 확보에서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 투명성와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핵비보유

국이면서 규모 원 도입과 핵연료주기 시설을 추진하는 외국 사례를 

으로 분석하 으며, 연구 결과는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한 정책 수립과 

략 개발에서 많은 활용이 기 된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국가차원에서 총력

으로 응이 필요하며 장기 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많은 투자와 노력이 요구된

다는 을 인식하는 것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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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연구결과 제시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한  추진 분

야와 추진 략은 앞으로 정책 추진에 많은 활용이 기 된다. 여기서 제안된 

활동 외에도 지속 으로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문가의 양상과 재원의 

확충방안 마련도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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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가 원자력 투명성 인식 조사

제 1   국가 원자력 투명성

1. 투명성의 개념

원자력 사업은 국제 핵비확산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서 반드시 해당 사업

의 투명성을 근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투명성에 하여 여러 가지 정

의들이 제안되고 있다. 

투명성에 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온 군축  군비통제 분야의 투명성

에 하여 성훈(1998)은 “두 당사자가 상호 정보를 생산할 욕구가 있는 계

에 있을 경우, 일방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한 정보 수집, 타방 당사자 스스

로의 정보 공개, 는 제3자의 정보 지원을 통한 불확실성  모호성을 없애 

나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

일본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PNC)과 미국 LANL이 1996년부터 2년여에 

걸쳐 수행된 투명성에 한 공동연구에 따르면,2) 일본 PNC는 투명성을 “원자

력 로그램에 하여 국가간, 국제기구간, 는 기타 주체간 정보를 공유함으

로써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신빙성을 제고하며, 실용 인 계를 구축하는 노

력”이라고 제시하 다.3) 한편 LANL은 “당사자가 발표된 활동에만 여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자에게 확신시키기 한 정보의 자발 인 공개”라고 제시하

다.4) 원자력시설에 한 투명성에 하여 미국 SNL CMC는 “ 련 당사자들간

정보 제공을 통하여 핵물질의 안   제도  리를 독립 으로 평가할 수 있

1) Cheon, Seongwhun, "Cooperatively enhancing military transparency on the Korean 

peninsula", CMC Occasional Paper/10, SNL, 1998.

2) Mochiji, Toshiro, Tazaki, Makiko, & Keeny, Robin, "Joint DOE-PNC Research on the use 

of transparency in support of nuclear nonproliferation", PNC Working Paper, 1999.

3) “Transparency is the effort to promote mutal trust, improve credibility and establish 

working relationships between countries, international agencies, other nuclear entities 

through the sharing of information with respect to nuclear activities, both in the areas 

of nuclear disarmament and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4) “Transparency is the voluntary release of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reassuring 

outside parties that one is engaging only in announced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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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력  로세스”라고 정의하 다.5)6)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소(1999)는 “해당 원자력 로그램에 한 정보를 외부 

당사자가 악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 다.7) 한 투명성이 해당 로그

램에 한 외부 당사자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목 이 있기 때문에 외부 당사자

의 정보 악 욕구를 직간 으로 충족시키는데 있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는 투명성을 “해당 원자력 로그램에 한 정보를 외부 당사자가 

악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한다. 

2. 투명성 확보를 한 방안 연구

원자력 사업에 한 투명성은 원자력 로그램에 한 정보를 스스로 공개

하거나 원자력 로그램에 한 정보를 상 방 는 제3자가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이를 한 투명성 증진 수단은 국제원자력기

구(IAEA)와 같은 정보 리자를 통한 방안으로 안 조치(safeguards)와 심국

가에 하여 정보 필요자에 한 방안으로 ① 정보의 제공, ② 시설에 한 

근 허용, ③ 국제공동연구 등으로 나  수 있다.8)

본 연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정보 리자를 통한 방안으로 기존

의 안 조치를 통한 투명성 증진방안 이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특별기

여를 통하여 국제공동연구(CRP: Coordinated Research Program), MSSP 

(Member State Support Program)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고려한

다.

5) “a cooperative process of providing information to all interested parties so that they can 

independently assess the safety, and legitimate management of nuclear materials"

6) Harmon, C. D., Olson, J. N, and Passell. H. D.(SNL CMC), "Nuclear Facility 

transparency: definitions and concepts", SAND 2000-2400c, Oct. 2000.

7)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 연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한 국제 환경 조성방안 연구”, 

KAERI/RR-1935/98, 1999. 

8)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원자력연구소(1999)에 기술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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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2004년 우리나라 핵물질 실험의 개요

1999년 6월 21일 우리나라는 한․IAEA 안 조치 정 추가의정서를 서명하

고 2004년 2월 19일 추가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2004년 8월 17일 IAEA에 추

가의정서 제2조에 따라 최  신고서를 제출하 다. 

최  신고서에는 핵주기 련 연구개발 활동, 부지 내 건물 정보, 원자력 특

정부품 생산활동 정보, 면제 핵물질 정보, 향후 10년간의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16개 련 기 에서 작성한 내용을 취합하 다. 최

 신고서에는 이 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실험(AVLIS)과 우라늄 속 제조

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IAEA는 이의 규명을 해 최  신고서 

수 즉시 조사단을 견, 추가 근 활동을 수행하 다. 아울러 그 동안 IAEA와 

논의 이었던 핫셀에서의 루토늄 흔 에 한 조사와 공개정보에서 발견된 

화학  농축실험에 한 조사도 IAEA 추가 근 활동에서 같이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의 핵물질 실험 련 사안에 하여 IAEA는 당시 IAEA 조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 검증을 수행하는 도 임에도 불구하고 이례 으로 2004년 9

월 이사회에서 사무총장 성명으로 언 하 으며, 우려할 사안이라는 표 을 사

용하 다.9) 9월이사회는 IAEA가 추가조사 활동 후 차기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

출하고,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처리 방안에 하여 본격 으로 논의토록 하 다.

당시 우리의 미신고 핵물질 실험건은 원자력 산업이 발달한 국가에서 발생

한 안 조치 반이 IAEA 이사회에서 공식 으로 다루어진 최 의 사례가 되

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원자력 선진국도 IAEA 이사회에서 이라크, 루마니아, 

북한, 리비아처럼 핵비확산 의무 불이행(non-compliance) 정을 받게 될 것인

지에 해 국제사회의 심이 집 되었다.

우리 정부는 IAEA 이사회를 후한 시기에, 자체 조사 결과 이 실험들이 소

수의 과학자들이 자체 으로 실시한 일회성 과학 실험이었으며, 실험 직후 

련활동을 완 히 종료했고 련 장비는 폐기했음을 주요국들에게 극 설명해 

9) “It is a matter of serious concern that the conversion and enrichment of Uranium and 

the separation of Plutonium were not reported to the Agency as required by the ROK 

safeguard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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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한편, IAEA 사찰단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면 인 조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들을 취해 나갔다. 한, 우리나라가 어떠한 핵물질의 농축․재

처리 로그램도 추진한 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미신고 실험이 재발하지 않

도록 필요한 방지책들을 취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미신고 사실에

도 불구하고 사안의 본질이나 의도, 규모 등 측면에서 핵비확산 의무 불이행으

로 규정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이러한 기본입장에 따라 IAEA 

이사회에 처하기로 하 다. 

우리나라는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IAEA 검증 활동에 극

으로 조하 으며, 여기에는 요청 정보의 기 제공, 련 인사의 면담  

건물/장소 근 조, 화학분석 시료  환경시료 채취 허용, 검증과 련한 모

든 활동 허용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IAEA 검증활동 지원 외에 우

리나라는 원자력 평화이용에 한 4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 안 조치 체제 

강화를 해 독립된 통제기구를 설치하 다.

IAEA는 2004년 8월 30일부터 2004년 12월 14일 기간  4차례의 조사단을 

견, 16번의 추가 근 활동을 수행하 으며, 이를 하여 총 95 인․일(man․

day)의 사찰   문가를 투입하 다. 한 3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질의서

를 송부, 의문사항에 한 답변과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 다. 동 기간  IAEA

에서는 9월  11월 이사회에서 동 검증활동의 경과  간 결과를 이사국에 

보고하 다.

2004년 9월 IAEA 이사회에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의 핵물질 실

험건을 이사회에 개 으로 보고한 이후, IAEA 사찰 이 11월 이사회에 비

하여 본격 인 조사활동에 나섰는데, 동 조사결과를 담은 사무총장의 보고서가 

11월 이사회를 앞두고 회람되었다. 이 보고서는 AVLIS, 루토늄 화학실험, 우

라늄 변환실험, 화학농축분리실험 등에 한 사찰결과와 함께 추가 확인이 필

요한 사항들을 다수 열거했다. 한, 보고서는 안 조치 정상의 신고 락 사항

을 구체 으로 열거하면서, 미신고 핵물질 양이 의미 있는 분량(significant 

quantity)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극 인 조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지만, 핵연료주기  가장 민감한 부분에 속하는 농축과 재처리에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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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미신고라는 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 핵물질 실험

건에 해 반 인 평가를 내릴 2004년 11월 IAEA 이사회의 회의 자료로 사

용되었다.  

2004년 11월 25일 개최된 IAEA 11월 이사회에서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핵

물질 실험과 련해 당시까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한국의 핵비확산조약에 

따른 안 조치 정 이행'에 한 보고서(GOV/2004/84, 2004.11.11)를 제출하

다. 동 보고서는 "배경, 이  동 원소분리실험(AVLIS), 우라늄 변환, 루

토늄 분리, 화학  농축 실험, 결론"에 이르는 6개 부문 42개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사무총장 보고서에는 상기 각 분야에 하여 재까지 악된 사항과 

신고의무 반사항에 하여 열거하고, 련 핵물질이 의미 있는 양은 아니나 

해당 활동(우라늄 농축 실험  루토늄 실험)의 민감성  동 활동들을 안

조치 정에 따라 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우려사안(a matter of 

serious concern)이라고 표 하 다. 그러나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제공한 정

보와 지 까지 IAEA가 수행한 검증활동에 기 하여 볼 때, 핵물질 실험이 소

량의 핵물질이 여된 실험실 규모의 과학 활동이고, 신고 락에 하여는 필

요 시정조치들이 이미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 정부의 시 정보제공  계

자와 장소에 한 근 허용 등 IAEA에 한 극  력을 제공하 으며, 미

신고된 실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징후가 없음을 확인하 음을 한 명기하 다. 

이에 따라 IAEA 이사회에서는 한국의 핵물질 실험에 해 ‘심각한 우려’를 표

명하면서도 한국의 즉각 인 시정조치와 력을 환 한다는 다음과 같은 7개항

의 ‘의장 성명’을 채택하 다.

• 한국의 핵확산 지조약(NPT) 안 조치 정 이행에 한 사무총장 보고서 

내용에 주목한다. 

• 한국의 과거 미신고 핵활동의 성격이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는 사무총장 

보고서의 견해에 동의한다. 

• 련 핵 물질의 양이 의미있는 양이 아니며 미신고 핵물질 실험이 

계속돼 왔다는 징후가 없음을 주목한다. 

• 한국 정부의 시정조치와 극 인 력을 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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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안 조치 정과 추가의정서에 따라 계속 으로 력할 것을 

권고한다. 

• 한국이 추가의정서를 발효 이며 한국에서의 상황이 추가의정서의 

유용성을 보여주고 있음에 주목한다. 

• 사무총장은 한 방식으로 추후 이사회에 보고해  것을 요청한다. 

우리 정부는 이 보고서상 우리에게 정 인 요소들을 부각하고 부정 인 

요소들에 해서는 시정조치 등 응방안을 마련하여, 사안의 본질을 감안 이 

건이 유엔 안보리에 보고되지 않고 IAEA 차원에서 조기 종결되도록 한다는 목

표를 정하고 IAEA 이사국들에 한 외교  교섭에 나섰다. 련부처들간 긴

한 의 체제를 갖추고 우리나라의 략과 황을 수시로 검해 나가는 한편, 

정부 지도자들이 10-11월간 IAEA 11월 이사회 까지 미국, 국, 랑스, 러시

아,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이사국과 IAEA 사무국을 상으로 방문교섭 

활동을 극 개해 나갔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체계 인 외교교섭 결과, 

IAEA 11월 이사회는 우리 핵물질 실험건에 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우리정

부의 극  사찰 력과 시정조치를 평가하고 사무총장에게 추후 한 방식

으로 이사회에 보고토록 요청하는 내용의 “의장결론”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나

라의 사안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지 않고 사실상 종결되었다.

이로써 2004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던 한국의 핵물

질 실험은 유엔 안 보장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은 채 IAEA 이사회 수 에서 일

단락되었다. 아울러 2004년 12월 10일 개최된 제13차 한-IAEA 안 조치 검토회

의에서는 우리나라에 미신고 핵활동  시설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즉

시 통합안 조치 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통합안 조치 이행 작업단을 구성토

록 합의함으로써 IAEA는 우리나라의 핵물질 실험에 한 조사 결과가 정

으로 종결될 것임을 시사하 다.

이후 2005년 6월이사회는 IAEA가 2004년 수행한 안 조치이행보고서(SIR)를 

논의하면서 상기 내용을 포함하 으나, 2006년 6월이사회시 2005년 안 조치이

행보고서(SIR)에는 우리나라 핵물질 문제가  기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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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문가 인식 결과

본 연구는 2004년 핵물질 실험에 하여 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하 고, 이

들 결과  공통 인 내용을 요약․정리하 다. 

1. 정치 외교 

가. 2004년 핵물질 미신고 조사 사례에 한 진단

문가들은 2004년 8월 순에 불거진 미신고 핵물질 실험건이 우리나라 원

자력 활동의 투명성에 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야기한 것으로, 향후 장기간

에 걸쳐 우리 원자력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도 으로 계속 남을 것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한 비록 2004년 8월 순부터 2004년 11월 하순 IAEA 이사

회에서 최종 정을 받기까지 3개월 정도 짧은 기간에 걸친 일이었으나, 문

가들은 우리나라 원자력 활동에 한 국제사회의 의혹이 한때나마 증폭되었으

며, 그간 쌓아온 핵비확산 모범국가로서의 이미지와 비확산 신뢰도에 손상을 

입었다고 인식하 다. 그 결과 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향후 장기간에 걸쳐 원

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신뢰와 상을 회복하기 한 부단한 노력을 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단하고 있었다. 

나. 아국 원자력활동에 한 외인식 개선방안 

문가들은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핵물질 리 체계상의 문제 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 , 행정  개선조치들을 취하 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사항이 있다고 지 하 다. 첫째, 약 2년이 경과한 재까지 

이행된 개선조치를 평가한다. 둘째, 향후 우리의 원자력 활동에 한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 으로 검토되고 보완되어

야 한다. 이를 하여 국내 조치로는 법  기반 강화, 안 조치 련 자체 검 

메카니즘 구축 그리고 국외 조치로는 IAEA와 안 조치 력 강화, 외교  조

치 등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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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조치 

(가) 법  기반 강화 

재 원자력 활동을 규율하는 원자력 법체계  제도가 제 로 구축되어 있

는지를 재 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 체계  제도에 한 객  진단을 

해서 IAEA 사무국의 “국가계량 리 자문단” (ISSAS: Int‘l SSAC Advisory 

Service)의 문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2005년 7월 25일 - 8월 1일

에 ISSAS를 청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 조치 법령체계가 효율 으로 

정비되어 있음을 평가하 다. 당시 ISSAS는 원자력 련 법령들을 재 검해 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원자력 련 R&D 활동에 한 통제

• 소량 핵물질 보유기 에 한 허가제 실시  재고량 변동시 정부에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   

• 수출입 통제와 련된 기 들간 조체제 강화 등   

(나) 안 조치 련 자체 검 메카니즘 구축 

우리나라는 1975년 IAEA와 면안 조치 정을 체결하고 1976년부터 미국

에서 도입한 국내 최 의 연구용 원자로인 Triga Mark II와 III, 1978년 완공된 

고리 원  1호기에 해 시설부록을 체결하면서부터 IAEA의 안 조치를 받아

왔다. 1995년 원자력법을 개정한 후 1997년 국내 원자력시설에 한 특정 핵물

질의 계량 리  방호규정을 승인했다. 우리나라는 원  수  발 용량에 있

어 세계 6 의 원자력 선진국이므로 IAEA의 안 조치 활동도 다른 나라보다 

상 으로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자평할 수 있으

며, 이러한 양호한 실 이 핵물질 실험건에 해서도 종국 으로는 여러 나라

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다시 의무 불이

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해서는 행 안 조치 분야의 제도와 행정체제를 

자체 검하는 메카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 조치 제도와 행정체제를 감시하고 검하는 독립된 기구 설립이 

우선과제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구를 이미 설립하 다. 즉 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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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실험건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 있던 "원자력통제기술센터"(TCNC: 

Technology Center for Nuclear Control)를 연구소에서 분리하여 2004년 10월 

25일 "국가원자력 리통제소"로 출범시켰으며, 2005년 12월 원자력법 개정을 통

해 근거규정을 만들고 명칭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으로 바꾸어 2006년 7월 새로운 독립

기구로 재출범시켰다. KINAC은 핵물질의 이동을 독자 으로 감시하고 계량

리하는 활동을 수행 이다. 향후 KINAC이 효율 인 활동을 개하려면 임무

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양질의 충분한 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활

동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KINAC이 새로 출범한 만큼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당분간 KINAC의 활동을 주목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 

KINAC 문가가 국내 원자력 시설에 한 정기 인 사찰 방문을 수행하고 독

립 인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하며, 동 결과는 련 정부기 들과도 공유되어

야 할 필요성도 있다. 

둘째, 원자력 활동에 종사하는 기술인력  연구 인력에 한 체계 이고 정

기 인 비확산  안 조치 교육훈련 실시가 요하다. 핵물질 실험건 당시 실

험에 계한 과학자들이 IAEA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인지 몰랐다는 해명을 했

고, 우리 정부는 IAEA에 연구 인력에 한 철 한 안 조치 교육훈련 실시를 

약속한 바 있다. 해당 기술인력  연구 인력들이 안 조치 정을 포함한 원자

력 련 국제법  국내법과 제도에 한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것을 의

무로 부과하고 그 이수 여부를 인사고과에 반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KINAC을 통한 우리 자체의 안 조치 활동 외에 외부로부터의 객

이고 정기 인 검을 다  안 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2005년 7월 자문단의 방문을 수한 바 있으며, ISSAS가 우리나라를 정기 으

로 방문하는 것은 우리 자체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한 신뢰 

형성에도 유용할 수 있다. 한, IAEA 사무국과 우리 정부(과기부)간 연례 안

조치 평가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는 것처럼 ISSAS 자문단과 KINAC간 연 1-2

회 정도 의회를 개최, 의견교환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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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타 조치 

안 조치와 같이 우리의 원자력 활동에 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직 인 

조치는 아니지만, 국내 수출통제체제 강화,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체제인 원자력

공 국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을 비롯한 호주그룹, MTCR, 바세

나르체제 등 다자 수출통제체제 활동 극 참여, 핵테러 방지 차원에서 핵물질 

 시설에 한 물리  방호 강화, 방사성 물질에 한 통제 강화, 원 운 의 

안 성 강화 조치  확산 항성 제4세  원자력기술 개발 참여 등도 우리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라 할 수 있다.

(2) 국외 조치 

(가) IAEA와 안 조치 력 강화 

포 이고 체계 으로 정비된 원자력 법체계를 토 로 우리나라 원자력 활

동에 한 IAEA의 안 조치에 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미지 개선에 긴요하다. 

통상 핵비확산 목표 달성을 한 “1차 방어선”은 수출통제로 보고 있다. 이는 

각국이 민감한 원자력 장비  기술에 해 효과 인 수출통제를 시행할 때 외

부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한 국가 

내에서의 확산을 방지하기 한 “1차 방어선”은 안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등 국제사회는 이러한 안 조치 권한을 IAEA에 부여했고, IAEA는 

각국과 체결한 안 조치 정과 추가의정서를 통해 안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공약한 로, IAEA가 안 조치 정과 추가의정서를 이행하

는 과정에 극 조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조를 통해 우리나라가 신고한 

핵물질이 군사  목 으로 용되지 않았으며, 여타 미신고 핵물질이나 핵활동

이 없음을 확인받는 것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활동에 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  신뢰를 회복하는데 긴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IAEA 안 조치의 안 사안에 해 가능한 범  내에서 최 한의 력을 제공

하는 것이 우리의 이미지 개선에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IAEA 통합안 조치 체제로의 신속한 진입을 해 력한다. IAEA는 

추가의정서를 체결한 국가에 해 강화된 사찰, 즉 추가 근을 통해 신고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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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정확성과 완 성을 다각도로 엄격하게 확인하면 미신고 핵활동이 없다는 

“Broad Conclusion"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결정을 토 로 IAEA는 기존의 안

조치를 해당국가의 실정에 맞게 강화된 안 조치와 배합한 ”통합안 조치“ 

(IS: Integrated Safeguards)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평가를 받는 국가는 원

자력 활동의 투명성에 한 IAEA의 보증서를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IAEA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까지는 개 수년 이상이 소요된다. 우리나라

가 추가의정서에 따른 최  신고서를 2004년 8월 17일 제출한지도 이제 2년 4

개월이 지났다. 그간 IAEA 사무국은 핵물질 실험건도 있고 해서 최  신고서

를 토 로 우리의 연구활동  원 활동에 한 안 조치를 집 으로 실시해 

온 결과 우리의 원자력 활동 반에 해 포 인 이해를 갖게 되었으며, 이

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여타국에 비해 상 으로 신속하게 ”통합안 조치체

제“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우리는 IAEA 사무국이 필요로 하

는 안 조치 련 의에 신속하고 성의 있게 임함으로써 통합안 조치 체제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잔여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본다. 일

본이 통합안 조치체제로 4년 반이 소요된 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일부에

서 상하는바와 같이 2007년 상반기 통합안 조치체제로 진입한다면 최  신

고 후 3년만의 쾌거로서 원자력 선진국  가장 빠르게 목표를 달성한 사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성실한 노력의 결과로서 얻게 된 IAEA의 ”투명

성 보증서“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핵투명성에 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극

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보증서“는 그간 핵물질 실험건으로 실추된 우리

의 이미지를 청산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AEA의 투명성 방문에 조한다. IAEA 사무국은 우리의 추가의정서 

가입 후 여러 시설 등에 한 투명성 방문을 실시해 왔다. 핵물질이나 원자력 

연구 활동이 없는 시설에 해서는 안 조치 정이나 추가의정서가 규정하는 

안 조치 범 에 벗어나므로 사무국이 이러한 시설을 방문할 법  근거가 사실

상 없다. 그러나 IAEA 사무국이 이러한 일부 시설에 해 방문을 희망하는 경

우는 부분 언론매체나 제3국의 정보제공 등을 통해 발생한 의혹을 해소하려

는데 있으므로, 필요시 상업비  보호장치 마련 등 방문 방식을 히 교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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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러한 투명성 방문을 최 한 수용하는 것이 우리의 신뢰를 높이는데 필요

하다고 단된다. 만약 해당국가가 투명성 방문을 거부하더라도 IAEA 사무국

이 입수한 정보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요 사항이라면 사무국은 추가의정서 

5조나 9조의 환경샘  채취 권한을 근거로 방문을 법 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사무국의 해석이다. 따라서 종국 으로 법  방문을 수용해야 된다면 

기 단계에서 우호 으로 투명성 방문 문제에 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외교  조치 

국제 핵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조치에 극 동참하고 기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원자력 활동 투명성을 평가하는 것은 결국 주요 원자력 국가들과 IAEA

를 망라하는 국제사회이기 때문이다. 

우리정부는 핵물질 실험건의 와 에서 2004년 9월 18일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4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① 핵무기 개발 는 보유 의사 

무 ② 핵투명성 원칙 수  국제 력 강화 ③ 핵비확산에 한 국제규범의 

성실한 수 ④ 국제  신뢰를 바탕으로 원자력의 평화  이용 범 를 확 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동 원칙은 핵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우리 

정부 정책의 균형된 기본원칙을 담고 있는 요한 선언이므로 국제무 에서 

한 계기마다 이를 부각시킴으로써 우리의 핵비확산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수년간 핵비확산 체제에 한 심각한 도 으로 

제기되는 비확산 문제들, 즉 북한, 이란 핵문제  범세계  핵 매망 문제 등

에 해 비확산 원칙에 입각하여 확고하게 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IAEA 이사회에서 이란 핵문제를 의무 불이행 사안으로 규

정하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는 결의안에 찬성한 바 있다. 한, 우리의 당면 

안인 북한 핵문제에 해서도 북핵 불용, 화를 통한 평화  해결, 우리의 

주도  역할 등 원칙을 견지하여 처해오고 있다.

재 국제질서 만큼이나 핵비확산 질서도 심각한 도 과 변화를 맞고 있다. 

상기한 이미지 개선방안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의 원자력 질서와 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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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국제 안보의 질서 하에서 우리의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지속 으로 검

해보는 노력이 요하다. 따라서 핵비확산 체제의 흐름을 면 히 악하고 이

를 우리 정책에 반 하는 과제는 우리 정부와 원자력계 모두에게 부과된 공통

의 과제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2. 안 조치 

문가들은 2004년 하반기에 있었던 핵물질 실험 논란이 우리나라 정부의 

총력 응으로 일단 마무리 되었으나 IAEA에서 수년간 우리나라를 분석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비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가 되어 있지 않아 기 

응이 미흡했다고 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실

정이었고 오히려 이를 극복하기 한 각계 련자들의 노력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 하 다. 

(1) 과거 핵물질 실험 규명

우리나라 이외의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핵물질 실험을 수행하 으며, 우리나

라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실험이 IAEA 안 조치 보고 상이라는 인식도 없었

다. 안 조치 정의 해석도 시 가 변하면서 기의 논의와는 달리 보다 강화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 도 여러 나라에서 추가의정서의 서명  발

효를 늦추는 이유 의 하나가 표면 인 이유가 어떻든 과거 핵물질 실험에 

한 부담도 하나의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당시 해

결하여야 할 과제의 하나는 과거의 정보(기록, 련 인사)를 입수하는 것이었

다. 정보의 흔 은 연구보고서, 연구일지, 개인 보 서류, 기억 등으로 비체계

으로 존재하 으므로 정부의 극  의지 없이는 이를 발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비하여 IAEA 사찰 의 문지식은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

다. 당시 IAEA는 분야 별로 문가를 보내 조사활동을 하 는데, 그들의 경험

과 지식은 범 하 다. 많은 문가들이 핵개발에 참여한 이 있고, 남아공, 

이라크, 리비아 등에서 쌓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불용품 창고, 폐기물 드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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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부품 조각을 보고도 당시 상황을 유추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정

보를 찾을 수 있었다.

(2) 원자력 정책

우리나라는 지정학  치  과거 핵개발 의혹 등으로 핵투명성에 있어 다

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입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자력 정책으로 우리가 자

주 인용하는 것이 일본의 사례와 핵연료주기의 완성 개념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에 한 국가  합의가 없으며, 더 나아가 이에 한 공개  의조

차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3) IAEA 안 조치 체제 강화

IAEA 안 조치 체제는 1990년   이라크, 북한, 남아공에서의 핵문제와 

함께 크게 변화하 다. 이 게 변화된 안 조치 체제를 안 조치 강화체제

(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 SSS)라고 통칭하며 지 도 계속 진행되고 있

다. 그간 이루어진 강화체제의 핵심은 ‘국가 신고의 일 성, 정확성, 완 성

(consistency, correctness and completeness)의 검증’이며 추가의정서에 규정된 

확 신고와 추가 근이 표 인 도구이다. 한 IAEA는 극 으로 새로운 

검증기술을 개발, 활용하고 있다. 지 까지 개발한 기술  표 인 것은 공개

정보 수집  분석, 환경시료 분석, 원격감시 기기, 인공 성 상자료 분석 등

을 꼽을 수 있다. 2004년 당시 IAEA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Laser 련 연구

개발 자료 목록, 환경시료 분석 결과 등을 감안하면 미신고 핵활동이 인지되지 

않고 간과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4년 당시 IAEA에서는 수년간 우리나라의 원자력 활동을 분석하고 정보

를 수집하여 왔다. IAEA는 주요 국가에 하여 추가의정서의 발효 여부와 

계없이 공개정보를 포함하여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여 국가평가보고

서(State Evaluation Report, SER)를 작성하고 향후 취하여야 할 활동들을 작성

한다. 동 SER은 거의 매년 최신 정보를 반 하여 수정되며 IRC(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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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Committee)에서 검토한다. 재 IAEA에서는 비약 으로 발 하는 IT 

기술을 활용하여 고속, 규모 web data mining  계 분석을 수행, SER 

작성  평가에 반 하고 있다.

2006년 10월 개최된 IAEA 안 조치 심포지움인 ‘Addressing Verification 

Challenges’에서 사무총장  안 조치 국장은 "IAEA must be staying ahead 

of the game" 이라고 언 함으로써, IAEA 안 조치가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

하면서 지속 으로 발 해야함을 강조하 다. IAEA는 조직개편, 인력승계 계

획, 품질 리제도, 정보체제 개편 등 경  측면에서의 개선과 신규 시설에 한 

안 조치 방법 개발, 은닉된 핵거래 정보 분석, 환경시료  인공 성 자료 분

석 기술 고도화, 미신고 활동 탐지 신기술 개발 등을 자체 으로 는 회원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IAEA의 검증능력을 지속 으로 향상할 것이다.

(4) 국가 통제체제

우리나라는 2004년 핵물질 실험 논란에 응하여 원자력 통제를 담하는 

독립기구를 신설하기로 하 다. 이에 따라 1994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부서로 

출발한 원자력통제기술센터(Technology Center for Nuclear Control, TCNC)를 

2004년 10월 25일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산하 부설기구인 국가원자력 리통제

소(National Nuclear Management and Control Agency, NNCA)로 개편하 으

며, 2006년 7월에는 독립기구인 원자력통제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KINAC)을 설립하 다.

국가통제체제의 목 은 국제 인 측면으로는 핵비확산 련 국제규범에 따

른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과 국내 으로는 국가 내의 핵물질을 계량, 통제하고 

핵물질의 분실과 인가되지 않은 이   이용을 탐지하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IAEA에서는 국가가 한 '핵물질 계량  통제를 한 국가 체제 

(SSAC)’를 설치, 유지하는 것이 IAEA 안 조치의 신뢰성을 확립하고 효율 으

로 안 조치 목 을 달성하는데 매우 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한 별도의 

로젝트(Project N.2.15 SSACs)를 운 하고 있다. 동 로젝트는 A. 지침서 등 

국가체제와 련된 문서의 개발  발간, B. IAEA SSAC Adviso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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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AS ) mission 수행, C. 국가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장비 등 지원, D. 훈련과

정 개설 등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IAEA는 1980년 발간한 안 조치 국가체제 지침서(Guidelines for States' 

Systems of Accounting for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s, IAEA/SG 

/INF/2, 1980.12)를 추가의정서가 도입된 최근의 상황에 맞춰 수정하는 작업을 

수년 부터 수행 2007년  발간할 정이며, 기 발간된 ‘Handbook on 

Nuclear Law (2003)’ 외에 ‘Nuclear Material Accounting Handbook’도 근간 발

간될 것이다. 국가 통제체제의 구축을 해서는 1980년 발행한 지침서가 아직 

유효하며, ‘Handbook on Nuclear Law’의 Part V(Non-proliferation and 

Physical Protection) 역시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7월 ISSAS 

mission을 받았으며, IAEA에서 주 하는 각종 지역  국제 SSAC 훈련과정에 

지속 으로 인력을 견하고 있고 국내에서 개설하는 통제교육에 IAEA 문가

를 빙, 활용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 용될 통합안 조치 체제 하에서는 국가 통제체제의 역할

이 더욱 증 되며, IAEA에서는 국가체제와의 력증진에 필요한 기본요건으로 

‘기술 으로 유효한 국가체제(technically effective SSAC)’를 들고 있다. ‘기술

으로 유효한 국가체제’는 ‘기술  능력을 갖춘 국가체제(technically capable 

SSAC)'와는 구분되며, 체제 내 다양한 요소에 한 품질(quality)을 갖출 필요

가 있다. 하나의 로 국가체제의 IAEA 보고에 한 품질을 보증하기 한 활

동을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 국가 보고내용(finding)의 IAEA 기 제공 : timing

• 핵물질계량 련 통제 차 구비  용: procedural control and 

practice

• 운 자의 측정체제 품질 보증 : quality

• 안 조치의 효율  이행을 한 시설 환경 : facility conditions

• 미통보사찰의 효과  수행을 한 조건: conditions for effective conduct 

of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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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을 갖춘 국가체제'란 시설 운 자와는 독립된 사찰체제, 비 괴

분석  감시 인 기술, 독립된 화학분석 기술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며 추가

으로 자체 인 사찰 지침서 는 기 , 자체 훈련, 연구개발 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능력은 지역간 정(EURATOM, ABACC) 는 일본과 

같이 국가 자체의 요건에 의한 것이다. IAEA는 상당한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갖춘 국가체제와 공동사찰활동(Joint Inspection Activities)을 수행하고 있으며 

IAEA  국가체제 양쪽에 효율성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통제체제는 이미 능동 으로 IAEA와의 력을 수행하고 있다. 

IAEA는 KINAC이 기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통합안 조치 

체제 하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담당해  것을 기 하고 있다. IAEA에서 국가

통제체제를 평가하는 1차  은 독립성(Independency of SSAC)으로 법 , 

제도 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이와 함께 고려되는 것은 

체제의 지속성(Sustainability)이다. 우리나라 통제체제는 이러한 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시설을 포함한  국가체제가 나름 로의 기술  유효성과 능력

을 갖추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하여 가장 시 한 것은 인력 양성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지속 인 교육과 훈련으로 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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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일본의 투명성 확보 사례 분석

제 1   일본의 원자력정책 개요

1. 일본의 비핵 3원칙 

제2차 세계   원자력의 가공할 력을 인식하고 미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은 원폭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1945년 7월 미국은 세계 최 로 

핵실험에 성공하고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각각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에 원폭을 투하하여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게 된다.

제2차 세계 의 패 국으로서 일본은 원자력연구개발에 면 제한 조치를 

받으면서 일본은 원자력외교에서 첫 번째로 기에 처하게 된다. 이후 한반도

에서의 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은 쟁수행을 한 일본의 조가 필요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동맹 계가 조성되었고, 1953년 12월 미국의 아이젠하워 통령

은 유엔 총회연설에서 원자력의 평화  이용 선언을 하면서 세계 으로 원자력

의 평화  이용의 길을 열게 되었다. 

반면 일본은 나카소네와 같은 정치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외교  노력과 함께 

국회에서의 산 책정 성공 등 일본의 원자력에 한 근이 재개되었다. 1955

년 8월 제네바에서 유엔 원자력의 평화  이용 국제회의가 개최되면서 세계

으로 원자력의 평화  이용 붐이 조성되기 시작하 으며 련 정보와 기술이 

공개 으로 교역 가능성이 제기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  여건 속에서 1955

년 11월 14일 일본은 미국과 원자력 력 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12월 16일 원

자력기본법 제정과 원자력 원회 설치법이 제정되었으며 1956년 5월 19일 일본 

과학기술청이 발족하여 일본에서 원자력 이용개발이 본격 으로 추진되었다. 

한편 1957년 IAEA가 창설되고 원자력의 평화  이용은 확 되면서 국제

으로 원자력 력이 확 되게 되었으며, 랑스, 국 등이 핵실험에 성공 핵

쟁의 에 한 우려가 국제 으로 두되기 시작하 고 핵비확산을 한 국

제체제가 논의되면서 일본은 두 번째로 원자력정책 환을 맞게 된다. 1967년 

12월 11일 일본 의원 산 원회에서 오키나와 반환과 련하여 미일안보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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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발언 장소 내용

1955.

12.15.

「핵병기를 
만들지 않음」의 

확인

참의원 

상공의원회

자민·사회 공동 제안의 「원자력기본법」 제2조에 해 
「원자력의 연구, 개발, 이용은 「평화 목 」에 한정하
고 있다」에 한 질문에 해서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 
있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의원이 「원자 연료를 사용해 
인간을 살상하기 한 무기는 별도이다」라고 답변. 

　 「핵병기를 만들지 않음」의 원칙에 해 여야당의 
합의가 형성되어 있었다. 

1958.

4.18.

「핵병기를 
가지지 않음」의 

발언

참의원 

내각 원회

기시 노부스  수상은, 방어  성격의 핵병기는 헌법상 
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취하면서, 「정책으로서는 

어떠한 핵병기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언. 

1960.

4.19.

「핵을 반입하지 
않음」의 발언

의원 일·미

안보 조약

특별 원회

기시 노부스  수상은, 「일본은 핵무장 하지 않고, 
한 핵병기의 반입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발언. 

1967.

5.18.

「비핵3원칙」의 
포  

확인「비핵삼원
칙」의 발언 

참의원

내각 원회

마스다 가네시치 방 청 장 은, 「정부의 방침으로서 
핵병기는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
다고 하는 엄격한 방침을 키시 내각 이래 고수 하고 있
다」라고 확인. 

1967.

12.11.

「비핵3원칙」의 
발언 

의원

산 원회

사토 에이사쿠 수상은, 「우리들은 핵의 삼원칙, 핵을 
제조하지 않고, 핵을 갖지 않고, 반입을 허락하지 않는
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라고 발언. 

　 「비핵삼원칙」의 명확화 

1967.

1.30.

「핵 4정책」에 
있어서의 

「비핵3원칙」의 
치설정

의원

본회의

사토 에이사쿠 수상은, 핵 4정책으로서 「제 1은, 핵병
기의 개발은 행하지 않고, 반입도 허락하지 않고, 한 
보  유지하지 않는다. 이른바 비핵삼원칙이다」라고 
발언, 이어서 제 2는 핵군축, 제 3은 미 핵억지력에의 
의존, 제 4는 핵에 지의 평화  이용을 표명. 

1968.

2.5.

「비핵3원칙」결
의에 수상이 

시기 상조라고 
발언

의원

산 원회

사토 에이사쿠 수상은, 핵 4정책은 여야당간에 아직 분
명히 결정된 것이 아니고, 4정책에 해 같은 생각이 
되면 장래 국회 결의하는 것에 이의는 없지만, 「핵병
기에 한 삼원칙만 결의하는 것은 외교 으로 도 그
다지 슬기로운 방법은 아니다」라며, 비핵삼원칙 결의
는 「  시 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발언. 

1968.
「비핵3원칙」결

의에 수상이 
의원

사토 에이사쿠 수상은, 비핵삼원칙의 결의에 해서, 
「지 과 같은 약속을 하는 것은, 아마 (일·미) 안  보

표 3-1  일본의 비핵 3원칙의 형성 과정

과 핵우산문제가 거론되었으며 비핵 3원칙을 언 하면서 일본은 비핵보유국으

로서 국제사회에 치를 하게 된다. 이후 일본은 1970년 2월 NPT에 서명하

고 1971년 일본 의원 산 원회에서 오키나와 반환 문제와 련하여 비핵 3

원칙을 선언하게 된다. 일본은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독일과 스웨덴 등의 

핵포기 선언과 함께 국가정책으로 핵포기 선언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표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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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난색 표명 산 원회

장 조약의 내용에 구속을 더하게 되어, 이 같은 것을 
지 부터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미국의 행동을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다」라며 비핵삼
원칙에 난색. 

1971.

11.24

「오키나와 
비핵결의」를 

결의「비핵3원칙
」결의

의원

본회의

오키나와 반환 정 심의가 분규 했을 때, 비핵을 요구
하는 공명, 민사 양당에게 자민당의 호리 시게루 간사
장은, 「야당의 제군에 해서 배신행 가 되는 일이 
있으면, 의원 배치는 건네주겠다」라고 진술, 양당의 본
회의 출석과 물물교환으로 「비핵병기  오키나와 미
군기지 축소에 한 결의」가 성립. 

1976.

4.27,

5.21.

「비핵3원칙」결
의

의원 외무 
원회, 

참의원 외무 
원회

NPT의 원회 승인에 임하여, 양원 외무 원회는 
「핵병기를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
는 비핵삼원칙이 국시로서 확립되어 있는 것을 거울삼
아, 어떠한 경우에 해도, 이것을 충실히 수하는 
일」(타 5항목)이라는 결의 채택. 결의에 「국시」라고 
하는 표 이 포함된 것은, 삼원칙의 엄수를 요구하는 
야당과 탄력  표 을 주장하는 자민당이 립한 끝에, 
자민당이 었기 때문이었다. 

　타 에 의하는 것이라고 해도 「비핵삼원칙」이 일단 
국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8.

4.3.

「비핵3원칙」
을 국시로 하는 
것을 정부가 용
인

참의원 산 
원회

3월 8일의 참의원 산 원회에서 공명당의 미네야마 
쇼한(昭範) 의원이 정부에게, 핵병기의 보유에 해서 
문서에 의한 회답을 요구, 사나다 내각법제국 장 은 3
월 11일의 참의원 산 원회에서, 「핵병기의 보유에 

한 헌법 제 9조의 해석에 해」라는 문서를 낭독했
다. 여기서 「헌법상 그 보유가 지되어 있지 않은 것
도 포함해, 일 의 핵병기에 해서, 정부는 정책으로서 
비핵삼원칙에 의해 이것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미네야마 의원은 납득하지 않고, 재
제출을 요구했다. 사나다 장 은 4월 3일의 참의원 
산 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보충 설명을 낭독했다. 

　「핵병기라도 해도 만일 자 를 한 필요 최소한도
의 범  내에 머무르는 것이 있다고 하면, 헌법상 그 
보유가 용서된다고 하고 있는 의미는 원래, 단지 그 보
유를 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며, 그 보유를 의
무화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당연한 에서, 
이것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정책  선택을 실시
하는 것은 헌법상으로  부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러한 정책  선택 아래에, 국
시라고도 해야 할 비핵삼원칙을 견지 하고, 한 원자
력 기본법  핵병기 불확산조약의 규정에 의해 일 의 
핵병기를 보유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라고 함. 
「국시라고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언이 삽입되어 
정부도 비핵삼원칙을 「국시」로서 용인했다. 

이후, 정부도 「비핵삼원칙」을 「국시」라고 표 하게 
되었다. 



- 26 -

2. 일본의 원자력 이용개발 장기계획

일본은 과학기술청 설치와 원자력 원회 설치, 일본원자력연구소의 설립  

원자력연구 산 편성 등에 따라 원자력이용개발의 체제를 갖추고 본격 으로 

원자력이용개발에 착수하고 이를 하여 1956년 9월 일본의 에 지문제를 해결

하고, 산업에서의 속한 진 과 학술 진보, 국민복지 등 원자력 역할을 설정하

고 최조의 장기계획을 제정하여 추진하게 된다. 일본의 원자력 연구개발 이용 

장기계획은 수립에서의 공개 으로 수행하고 문서도 공개를 하여 투명성과 신

뢰성을 갖도록 추진한 이다. 이와 함께 원자력 원회의 결정사항은 정부 부

처가 존 하여 시행하도록 하 으며 이에 련한 산도 공개하여 정부 정책에 

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 다. 여기에서는 미국과 일본간의 원자력

정 개정과 련하여 1970년 와 1980년 를 기 으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등을 심으로 기술하 다. 

장기계획은 계획의 상기간, 원자력이용개발의 의의, 기술분야  국제 력, 

안 조치, 국민의 이해 증진, 기 연구, 인력양성, 재원 조달 등으로 나 어 수

립되었으며 추진 성격과 진 에 따라 변화가 있으나 반 으로 에 지안보측

면에서의 재순환핵주기 정립과 고속로개발에 을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우라늄 농축, 방사성폐기물 리, 방사선이용, 고온가스로 개발 등 반 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기계획의 추진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보면 기 단계에서는 에 지 공 원 

으로서 역할 가능성 타진과 기  연구에 을 두었으나 1973년 석유 동이

후 원자력의 석유 체 가능 가능성과 원  이용 확 , 미국과의 상 등으로 

자주 인 이용개발 정책 추진, 국제 력 강화로 발 하게 된다. 이후 민감기술

의 핵확산 문제가 국제 으로 두되면서 국제핵비확산에 한 정책  노력이 

추가되었으며 일본의 국제  기여가 강조되기 시작한다. 이후 원자력의 역할이 

에 지안보와 지구환경문제에의 응, 핵연료주기산업의 발 , 기술 신과 국제

인 주도 등을 강화하게 되며, 원자력시설의 사고에 따른 안 문제와 국민이

해 제고 등 사회 인 분야로 확 되었다(표 3-2 참조).



- 27 -

1956년 9월 내정 1961년 2월  결정 1967년 4월 결정 1972년 6월 결정

장

기

계

획

의

내

용

【자원】

○일본의 

에 지수 문제를 

해결

【산업】

○산업의 속한 

진 을 가능하게 함

【과학기술】

○학술 진보를 래함.

【국민복지】

○국민의 복지증진을 

래함

【자원】

○에 지공 의 안정화, 

다양화에  요한 역할

【산업】

○RI  방사선이용은 

범 하면서 

다방면으로 산업 발 에 

미치는 향이 큼

○원자력발 의 추진은 

많은 면에서 산업 경제의 

기반을 확  강화

【과학기술】

○원자력은 기술 신의 

큰 수단

【자원】

○에 지 공 의 

장래에 있어서 

유력한 수단

【산업】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크게 기여

【과학기술】

○기술 신에 큰 역할

○과학기술수 의 

향상에 크게 기여

【국민복지】

○국민생활복지에 

크게 기여

【자원】

○에 지공 의 

안정화에 크게 공헌

○향후 연구개발에 

따라 에 지비용을 

감 기

【산업】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지 한 

공헌을 기

【과학기술】

○과학기술수  

향상에 지 한 기

【환경】

○생활환경 보 에 

필요한 청정 에 지 

공  가능성

표 3-2  일본 원자력장기계획에서의 원자력의 역할

원 도입의 경우 1950년  후반에 해외 발주를 추진하 고 60년 에 들어 

일본에서의 실용화 상 원자로형을 검토하기 시작하 으며 가스냉각로와 경수

로를 검토하기 시작하 다. 1960년  후반부터 경수로의 도입을 구체 으로 논

의하기 시작하 으며 정부주도의 원자력이용개발을 추진하게 되며 경수로도입

은 산업체가 주도하게 되며 이에 따른 산업체의 육성과 핵연료주기의 산업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우라늄 자원은 일본의 매장량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

우므로 해외 개발과 수입을 결정되었다.

우라늄 농축은 1961년 2월 결정된 장기계획에서 처음으로 결정되었으며 60

년 에는 외국으로부터 량 수입하되 ‘70년 부터는 차로 국산화를 추진하

도록 결정하 다. 이를 해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는 연구개발을 련 산업

체는 실용화를 추진하도록 결정하 다. 우라늄 농축기술개발 활동으로는 1969

년 이화학연구소에서 가스확산법에 의한 농축실험에 성공하 으며 동력로핵연



- 28 -

료사업단(PNC)은 원심분리법으로 농축 실험에 성공하 다. 한 일본원자력연

구소(JAERI)는 가스확산법의 공학  연구에 착수하 다. 이후 1978년 JAERI는 

원자법 우라늄농축의 원리 실증에 성공하 으며, 1979년 PNC는, 닌교토계 우

라늄 농축 이롯 랜트의 운 을 개시하 다. 1980년 에 들어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은 더욱 진되었다. 1980년 기 사업연합회 주체로 상업 랜트의 

건설 방침을 결정하 고 19982년에는 JAERI가 이 법에 의한 우라늄 농축 

실험에 성공하 다. 이후 1987년에는 이  농축조합의 발족, 1988년에는 원심

분리 원형 랜트의 조업개시, 1992년에는 롯카쇼 원심분리 농축공장 조업개시, 

1993년에는 닌교 토게에서 신소재 고성능 원심분리기 캐스 이드 시험을 개시 

등 우라늄 농축기술의 개발과 상용화에 본격 으로 돌입하게 된다. 표 3-3은 일

본의 장기계획에서의 우라늄 농축 분야의 정책 개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재처리분야는 56년 1차 장기계획에서부터 국내기술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

하고 산업체의 참여를 통하여 실시를 결정하 다. 1967년 3차 장기계획에서는 

1980년  후반에는 연간 1,000톤 규모의 처리능력을 추정하고 시험공장(pilot 

Plant)의 건설운 (1971년) 계획을 추진하 다. 한편 1969년 일본원자력연구소에

서 재처리 시험 장치를 완성하고 루토늄의 분리에 성공하 다. 1972년 4차 

장기계획에서는 동력로사업단(PNC)에서 1971년 착공 건설 인 이로트 재처

리시설 가동을 추진하고(1974년 정) PNC는 재처리공장 건설 착수를 추진하

다. 1982년 6차 장기계획에서는 해외 탁재처리를 결정하고 국내재처리를 국

내에서 하는 것을 재확인하 다. 1987년 7차 장기계획에서는 로카쇼무라 재처

리공장을 800톤으로 1990년  운 을 목표로 민간산업체가 추진을 결정하 다. 

일본에서의 재처리문제는 기술도입과 동력사업단의 설립과 역할 조정 등 여러 

기술 인 문제가 있었으나 정책의 일 성 유지를 통하여 성공 으로 극복하

다고 볼 수 있다(표 3-4 참조). 

루토늄의 이용의 경우 1차 장기계획에서부터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기

연구와 고속로 개발과 열 성자로에서의 이용을 동시에 고려하 다. 1967년 3

차 장기계획에서는 신형 환로를 통한 루토늄의 이용 실증연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 으며 1972년 4차 장기계획에서는 잉여 루토늄의 문제를 고려하여 열

성자로(경수로)에 재순환을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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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년월
장기계획의 내용 실시 상황

1961.2

○1960년 는 농축우라늄은 미국‧국제원자력기구 등으로부터 

공 받게 되지만, 1970년 의 후반에는 일부 국산화를 가능하게 함

○우라늄농축에 한 연구개발을 JAERI(일반 기 연구)  

原燃공사(원심분리법)에서 추진  하지만, 장래 농축사업을 이행할  

경우에는 原燃공사가 받아들이는 것이 당

1967.4

○해외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채용해야 할 

우라늄농축방법을 정하기 한 자료를 1975년경까지 얻기 해 

종 부터 시행해 오던 원심분리법, 화학분리법과 함께 

기체확산법에 해서도 조사 연구를 실시

○원심분리법에 해서는 1975년도까지 캐스 이드실험 실시

1969년: 이화학연구소

(RIKEN), 가스확산법에 의

한 농축시험 성공

1969년: PNC, 원심분리법

에 의한 농축실험 성공

1970년: JAERI, 가스확산법

의 공학연구 착수

1972.6

○국제공동 농축사업에 해서는 1973년까지 일본의 방침을 결정

○1980년 에 수요의 일부 국산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우라늄 농축기술개발 간담회에 있어서 연구계획, 개발체제 등을 

검토

1974년: JAERI, 가스확산법 

캐스 이드 시험장치 완성

1974년: PNC, 원심분리법 

캐스 이드 시험개시

1978.9

○필요한 농축우라늄은 면 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지만, 

국산화의 필요성은 차 높아지고, 신규 수요의 상당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을 목표

○원심분리법으로 계속 추진하여 이롯 랜트의 건설  운 을 

추진(1979년 여름 부분운 개시)

○1990년경까지 실용공장을 가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경제성의 확인을 한 실증 랜트를 건설

1978년: JAERI, 원자법 우

라늄농축 원리 실증

1979년: PNC, 닌교도계 

이롯 랜트 운 개시

1980년: 기사업연합회 주

체로 상업공장 건설 결정

1982.6

○핵연료주기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한 국산화를 추진

○농축우라늄의 국산화는 원심분리법으로 추진

○상업 랜트에 앞서 원형 랜트(200t SWU)를 건설하며, 

재로서는 PNC가 이를 추진, 1995년경에 1,000 tSWU   

2000년경에 3,000 tSWU의 규모로 한다

○ 이 법은 장기  에서 기  연구개발을 추진

○화학법은 계속 민간의 연구를  국가가 지원

1982년: JAERI, 이 법에 

의한 농축 성공

1987년: 이  농축조합 

발족

1987.6

○향후에도 국내에서의 우라늄 사업화를 추진

○사업화에 해서는 1991년경  운 개시를 목표 1,500(tSWU)

○사업확립의 목표로 2000년이후 : 3,000tSWU

○경제성향상을 한 신기술 개발을 극 으로 추진

○신소재 고성능 원심분리기의 개발을 실용화에 한 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연 를 바탕으로 추진

○ 이 법  원자법에 해서는 1990년경에 그 이후의 추진 방안에 

해 검토. 화학법에 해서는 연구개발을 추진 

1988년: 원형 랜트 조업

개시

1992년: 롯카쇼 농축공장 

조업개시

1993년: 닌교토우게에서 신

소재 고성능 원심분리기 

캐스 이드 시험개시

1994.6

○국내우라늄농축 사업화를 추진

○2000년이후 : 1,500tSWU

○그 이후의 국산화는 국제동향, 경제성, 기술계승 등을 통해 규모, 

시기를 단

○롯카쇼무라 농축 공장에 신소재 고성능원심분리기 도입을 추진

○2000년  반의 도입을 해 원심분리기의 개발을 추진

○ 이 농축에 해서는 원자법, 분자법 연구 승인에 해서는 2000 

년경까지 단

○화학법의 실용화는 수요동향 등을 통해 종합 으로 단 

표 3-3  일본의 장기계획과 우라늄 농축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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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년월
장기계획의 내용 실시 상황

1956.9
○연료요소의 재처리에 해서는 최 한 국내기술에 따르고 

원자연료공사를 심으로 집 으로 실시

1961.2

○장래 재처리사업은 원자연료공사에서 수행

○1960년  후반에 완성을 목표로 원자연료공사에서 재처리 이롯 

랜트를 건설하여 공업화 시험을 실시

1967.4

○동력로의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는 국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

○원자연료공사에 의한 재처리 공장의 건설(1970년 완성,  1971년 

조업)

○1985년경에는 연간 1,000톤 정도의 처리능력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망되므로, 새로운 재처리공장이 필요하며 민간기업에서 

수행하는 것을 기

1969년: JAERI, 

재처리시험장치 

완성, 1968년에는 

약 18g의 Pu분리 

성공

1972.6

○재처리는 국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

○PNC에서 건설 인 재처리시설은 1974년도에 조업 개시 정

○1977년도경에는 이 처리능력을 상회할 망

○PNC시설에서 재처리공장 건설을 신속히 착수해야 하며, 제2공장 

이후는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을 기

1971년: PNC, 재

처리공장 건설공

사 착공

1978.9

○재처리는 국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

○재처리시설의 운 을 통해서 기술확립을 도모하며, 일본에 있어서 

재처리 수요의 일부를 조달

○제2 재처리공장 건설, 운 은 력회사를 심으로 한 민간이 

실시하고, 1990년의 운 개시를 목표로 신속하게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1977년 9월: 

PNC, 재처리 공

장이 hot시험 운

개시

1982.6

○재처리에 해서는 부분을 해외 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재처리는 국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

○  상황에서 연간 재처리능력 1,200톤의 민간 재처리공장 건설을 

1990년경의 운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며, 장래의 수요  신장에 

응할 수 있는 재처리계획에 해서도 향후 검토의 추진 방안에 

해 검토. 화학법에 해서는 연구개발을 추진 

1987.6

○재처리는 국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 해외 재처리 탁에 

해서는 신 하게 처

○국내에 있어서 재처리능력을 상회하는 사용후핵연료에 해서는 

재처리 까지 기간 동안 하게 장, 리

○1990년  반경의 운 개시를 목표로 롯카쇼무라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연간 재처리능력 800톤의 민간 제1재처리공장의 

원활한 건설, 운 을 추진

○민간 제2 재처리공장에 해서는 2010년경의 운 개시를 목표로 

기술개발 추진 등을 종합 으로 추진

1994.6

○재처리를 국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외 재처리 

탁에 해서는 신 하게 처

○국내의 재처리 능력을 상회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에 지자원의 

비축 측면에서 재처리 까지의 기간동안 하게 장, 리

○ 재 건설 인 롯카쇼 재처리공장은 2000년 이후의 조업개시를 

목표

○민간 제2 재처리공장의 건설계획에 해서는 2010년 이후에 

재처리능력, 이용기술 등에 한 방침을 결정

1993년 4월: 롯카

쇼무라 재처리공

장 건설공사 착

공

표 3-4  일본의 장기계획과 재처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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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비확산분야의 경우 1967년 3차 장기계획에서부터 정책에 반 되기 시작하

고 원자력의 개발이용은 평화목 으로 철 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하 으며 향

후에도 기본이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 다. 이와 련 1972년 장기계획에서

는 안 조치를 한 IAEA와의 력을 강화하고 핵물질 리제도의 개선과 1972

년 4월 핵물질 리 센터를 설립하 다. 이후 원자력기본법의 개정 등을 통하

여 안 조치체제를 강화하고 국제  공헌 등을 극 으로 추진하게 되었다(표 

3-5 참조). 

일본의 장기계획은 일본의 원자력 이용개발 정책의 기본으로서 정책의 일

성을 유지하 고, 정부의 역할과 산업체 역할을 규정하여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기하 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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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년월
장기계획의 내용 실시 상황

1956.9

1955.12: 원자력기

본법 공포

1957.7: IAEA 발족

1967.4

○일본에서 원자력개발이용은 평화 목 으로 철 하게 추진

○원자력 평화이용의 이념은 원자력기본법의 제정 이래 일 해서 

유지하고 향후에도 기본이념으로 견지

1972.6

○일본의 원자력개발이용은 평화목 으로 철 하게 유지

○원자력 평화이용의 이념은 원자력 기본법의 제정 이래 일 해서 

유지하고 향후에도 엄 하게 평화의 목 으로 계속

○핵물질 리제도의 정비충실을 도모

○보장조치에 한 기술개발을 추진

○IAEA 등과의 국제 력을 극 으로 추구하고 국제 인 보장조

치제도의 개선에 노력

1970.3: NPT 발효

1970.6: IAEA안

조치 원회 발족

1972.4: 핵 센터발

족

1978.9

○원자력연구개발이용은 엄 하고 철 하게 평화목 으로 추진

○원자력의 평화이용을 확보하기 해 원자력 기본법  핵병기의 

불확산에 한 조약(NPT)의 정신에 하여 원자로 등 규제법을 

비롯해서 계법령에 기인하는 엄 한 보장조치체제의 충실을 한

층 도모

1977.12: NPT 비

을 국회 승인(발효)

1978.1: 런던 가이

드라인 공표

1982.6

○원자력기본법, NPT의 정신에 하여 세계의 핵확산체제 확립에 

공헌함과 동시에 일본원자력개발이용을 엄 히 평화  목 에 한

하여 추진

○원자력개발이용은 평화목 으로 추진

○원자력개발이용은 평화목 에 한해 있다는 것에 해서 국제

인 이해를 얻는 것이 요

○IAEA와 력해서 보장조치상의 요성에 응한 합리 인 안

조치 용을 도모하고 원자력시설에 있어 조사량 감화, 효율화

를 도모

○ 핵물질 리센터의 기능을 한층 충실하게 함과 동시에 

JAERI/PNC등에서의 안 조치기술의 연구개발 진

1987.6

○원자력기본법에 기인하여 평화이용에 한하여 원자력 개발이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할 때에는 핵비확산을 제

○핵비확산을 보장하는 건 한 국제  조직의 유지와 강화를 해 

원자력 평화이용의 엄격한 추진자로서의 주체성을 기지고 핵비확

산 응을 도모

○NPT/IAEA의 보장조치체제의 유지와 강화 주체  핵비확산 

응의 명확화, 핵비확산 신뢰성의 향상, IAEA보장조치의 효과  

효율  용

1994.6

○원자력 기본법에 의거해서 엄격하게 평화 목 에 한하여 원자력

개발이용을 추진

○NPT의 무기한 연장은 타당

○핵병기의 해체에서 생기는 핵물질에 해서는 발생국이 실시하

는 장 등에 공헌

○핵비확산 개념이 있는 불안정지역에 해 NPT가입과 보장조치

의 아행을 요구하여 안정화에 노력

○IAEA보장조치의 강화 합리화  핵물질 보호, 원자력 기자재 등의 

수출규제 강화에 노력

○NPT 의무와 함께 핵비확산 련기술의 개발 등 자발  핵비확산

1995.5: NPT 무기

한연장 결정

1996.9: CTBT서명

1998.3: Pu보유량 

공표

1998.12: 추가의정

서 서명

표 3-5  일본의 장기계획과 핵비확산/평화이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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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원자력정책 최근 황

일본 원자력 원회는 2005년 10월 원자력정책 강을 발표하여 2050년까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 다. 책정된 기본 목표로는 2030년 이후에도 력공 의 

30-40%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핵연료주기의 착실한 추진, 고속증식로개발은 

2050년경 실용화를 목표로 정하 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6년 8월 

원자력정책 강의 기본 방침을 실 하기 한 구체 인 방안으로 원자력입국

계획을 발표하 으며 2006년 5월 결정된 일본의 신에 지 략에도 반 되었다. 

1995년 12월 몬주 사고이후 잇따른 원자력시설사고로 인한 원자력정책의 어려

움을 극복하고 장기 으로 정책의 일 성 유지와 추진력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재 세계 3 의 원  국으로서 55기의 원 을 운 하고 있으며 

력의 약 30%를 공 하고 있다. 한 재 2기가 건설 에 있으며 11기가 착

공 비 에 있다. 운 인 원 은 가압경수로와 비등수로의 경수로가 주료

를 이루고 있으며 고속증식로의 경우 실험로 조요와 원형로인 몬주가 있으며 

몬주는 1995년 12월 사고 이후 보수 에 있으며 가동을 비 에 있다. 향후 

원  노형 략으로는 그림 3-1에서와 같이 기존의 운 인 경수로는 수명연장

을 통하여 이용을 극 화하고 신형경수로를 도입하며 장기 으로 2050년부터 

고속증식로를 주종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핵연료주기를 보면 재 우라늄은 부분 해외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농축서비스도 부분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탁재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발생량에 해서는 국내에서 장시설에서 

보 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서 회수된 루토늄은 혼합핵연료로 가

공하여 고속증식로와 경수로 핵연료로서 재순환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수로 심

의 재순환 핵연료주기는 정립되어 있다. 향후 핵연료주기 장기 략으로는 고

속증식로와 고속증식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심으로 하는 고속로핵연료주

기를 정립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의 일본의 핵연료주기 산업 

황은 그림 3-2와 같다. 

일본의 원자력산업은 우라늄자원과 농축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원자력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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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국산화여 원자력을 국산에 지로서 구축하고 에 지안보와 온실가스 방출 

감축 의무 이행, 국제 사회에서의 향력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그림 

3-3 참조).

그림 3-1  일본의 장기 원  노형 정책 

그림 3-2  일본의 핵연료주기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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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일본의 핵연료주기 산업 황(2006)

제 2   미일 원자력 력 정 개정과 원자력 투명성 확보 

1. 미일 원자력 력 정 개정 배경

1953년 12월 미국 아이젠하워 미국 통령의 평화  선언이후 원자력의 평

화  이용회의가 유엔 주 아래 개최되는 등 세계 으로 원자력이용을 한 분

기가 조성되었고 1957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창설되어 원자력이용에 따른 

핵확산 용방지와 감시를 한 안 조치체제가 구축되어 원자력의 평화  이

용은 많은 국가에서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1973년과 1974년 석유

동이후 원  도입을 많은 국가가 극 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일본은 앞 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70년  규모 원  도입 추진과 우

라늄 농축 기술개발과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정책 추진 등 핵연료주기 정립과 

국내추진을 정책으로 결정하고 도까이무라에 재처리시설을 건설 완공단계에 있

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도가 1974년 평화 인 목 의 명분아래 핵실험에 성공하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도입한 핵시설과 핵물질을 사용한 과 인도가 핵비확산조약에 가

입하지 않는 으로 핵확산방지에 한 국제 인 우려가 심화되었다. 미국은 

인도의 핵실험에 따른 세계 인 핵확산을 우려하여 1977년 새로운 핵비확산정



- 36 -

                         강화단계   

   수출기

제Ⅰ단계 

즉시 (1978년 

3월 10일 이후)

제 Ⅱ단계 

18개월 후 는 

24개월 후

제 Ⅲ단계 

행 정 

개정시  이후

1

*1 IAEA 보장조치의 용

*2 면안 조치의 용

*3 Full-Back 보장조치의 용

○ ○

○

○

○

○

2 핵폭발의 지 ○ ○ ○

3 충분한 핵물질 방호조치의 용 ○ ○ ○

4 재처리의 사  동의 ○ ○ ○

5
조사후연료의 재처리, 형상․내용

의 변경의 사  동의

○ ○ ○

6 농축 사  동의 ○

7
Pu, U-233, 고농축우라늄 가공

사  동의
○

8
Pu, U-233, 고농축우라늄 장

사  동의
○

9
정 반시의 핵물질․시설 등의

반환 청구권
○

표 3-6  1978년 미국의 핵비확산법에서의 원자력 수출기 의 단계  강화

책을 발표하고 1978년 미국의회는 핵비확산법을 제정하고 련국에게 정개정

을 요구하게 된다. 즉 1977년 4월 미국 카터 통령은 1) 상업용 재처리의 무기

한 연기, 2) 루토늄의 경수로에의 이용 기한을 무기한 연기, 3) FBR의 개발 

계획 변경과 상업화 연기, 4) 다른 국가가 경제 으로 맞지 않는 농축시설을 만

드는 인센티 를 이기 해 미국 국내 농축능력의 확 , 5) 농축․재처리의 

기술과 시설의 수출을 지하는 핵비확산정책에 한  성명을 발표하 다. 

한, 미국 의회는 1) 미국의 원자력 련 자료, 기술의 수출에 하여 핵비확산

을 한 조치를 강화하고, 2) 동시에 핵비확산정책을 수하는 국가에 하여 

핵연료가 안정하게 공 되도록 노력하며, 3) 이를 보장하기 한 련국과 원자

력 력 정 개정을 요구하는 핵비확산법을 1978년 3월 제정하여 미국의 외

정책에 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미국과의 정 개정 요구 등 우리나

라를 비롯하여 일본 등의 원자력 이용개발 정책에 심각한 향을 주게 되었다

(표 3-6 참조).

(주)1. 용 상으로는 ①원료물질, ②특수핵물질, ③생산시설(농축시설, 재처리시설,  

특수핵물질 생산 원자로), ④이용시설(특수핵물질의 생산 원자로 이외의 원자로, 

압력용기, 일차 냉각재 펌 , 연료교환기, 제어 ), ⑤민감한 원자력기술임.

   2. *1. 해당 핵물질  시설에 IAEA 안 조치를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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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국 체의 원자력 평화이용 활동에 IAEA 안 조치를 용한다.

      *3. 해당 핵물질  시설에 정의 기간에 계없이 안 조치를 용한다.

2. 미국과 일본의 재처리 상과 정 개정  

미국의 새로운 핵비확산정책의 추진에 따라 일본은 도카이무라에 건설이 완

성단계인 이로트 재처리시설의 가동을 앞두고 미국산 핵물질, 사용후핵연료

의 재처리에 련하여 미국과의 상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은 도카

이 재처리시설의 운  상과 함께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정개정을 한 상

을 추진하게 되었다. 도카이 재처리시설의 가동과 련하여 재처리 상은 1977

년 4월부터 8월까지 교섭이 진행되었으며 미국은 핵비확산정책상 도카이 재처

리시설의 당  계획 로 운 은 문제가 없으나 설계 변경은 필요하다고 요구하

고 일본은 자원의 이용 에서 재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며 도카이 재처리시설

의 조속한 가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다.  이러한 교섭을 토 로 1977년 9월 

12일 미국과 일본간 도카이 재처리시설에 한 공동 결정에 서명하고 성명을 

발표하 다.  

합의된 주요 내용을 보면 1) 도카이 재처리시설에 있어서는 미국산 핵연료를 

2년간( 상된 INFCE의 기간) 99톤까지 재처리하며, 2) 새로운 재처리시설에 

해서는 2년간 주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3) 도카이 재처리시설에 있어서 일

-미-IAEA에서 안 조치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4) 경수로에서의 루토

늄의 상업이용에 한 결정을 2년간 연기하며, 5) 도카이 재처리시설에 부설된 

루토늄 환시설의 건설을 2년간 연기하는 것으로 당시 미국의 핵비확산정책

의 변화로 인하여 국제 으로 수행되고 있는 국제핵연료주기 평가회의를 고려

하여 일본의 재처리 련 정책을 2년간 연기하고 이 기간 동안 도카이 재처리시

설의 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 99톤까지 허용하 다. 이후 도카이 재처리시설의 

운  상은 ‘81년 5월 미일정상회담(스즈키 총리- 이건 통령)에서 미일재처

리문제에 하서 조속하고 항구 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에 합의하여 환 을 

마련하 다. 이에 따라 미일 양국은 81년 10월 공동결정에 합의하고 도카이 재

처리시설의 안 조치 개선에 하여  IAEA 안 조치 기술 지원계획의 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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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도카이 재처리시설에 있어서 안 조치 연구개발을 행하고, 한 이를 

해 한 미일간 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 다. 

한편 미국은 81년 7월 이건 통령의 핵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성명을 통하여 새로운 핵비확산정책을 발표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핵확산의 험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핵확산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 인 어 로치를 통하여 추진함.

• 핵비확산을 달성하기 한 미국의 기본정책으로는 (a) 핵확산방지는 

안 보장  외교정책의 기본 목표, (b) 지역    세계  안정 확보, 

(c) 핵확산 방지조약(NPT) 미가맹국의 참가 진, (d) NPT  안 조치 

정 반은 국제 질서에 한 한 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 (e) 

핵비확산을 한 조치에 하여 련국과 합의, (g) 민감한 핵물질, 설비 

 기술의 이 을 규제함.

• 미국은 한 안 조치 하에서, 원자력 평화이용 분야에서의 력에 

있어서 신뢰성 있는 트 가 되기 해 아래의 조치를 취함.

– 행정부에 원자력 정에 근거한 수출 신청, 승인 신청을 빨리 처리하도록 명

한다.

– 원자력 규제 원회에도 상술의 사항을 빨리 처리하도록 요청한다.

•  미국정부는 진보된 원자력계획을 갖고, 동시에 핵확산의 험이 없는 

국가에 하여 재처리  FBR 개발을 허용함.

• 미국은 원자력의 안 성  폐기물 처리 처분에 하여 IAEA의 계획  

다른 국제 력을 지원함.

한 미국 이건 행정부는 ‘82년 6월 루토늄 이용정책 결정을 결정하고 -

일본, 유럽 등 규모 원자력계획을 갖고, 핵확산의 험이 없는 국가에 해서

는 재처리 등의 규제를 장기  상 가능한 방법으로 행한다고 천명하여 미일

간의 재처리 상에서 새로운 기를 가져오게 된다. 여기에는 당시 국제핵연료

주기평가회의에서 원자력의 평화  이용과 핵비확산이 양립이 가능하다는 분

기가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정책 발표이후 당시 일본의 나카



- 39 -

가와 과학기술청장의 방미(’82년 6월)에서 포  동의의 결정에 의해 항구  해

결을 달성하기로 하고, 이를 해 조속하게 의를 개시하는 것으로, 당시 부시 

부통령 등 미국 측 수뇌와 합의하여 미일간의 정개정문제까지 포함되게 되었

다. 이후 미일간에 재처리 등 포 인 상이 15차례 개시되었으며 결과 으

로 1987년 1월 정개정에 합의하게 되었다(그림 3-4와 표 3-7 참조).

이후 포  동의 방식을 도입한 미일 신 정은 1987년 11월 서명되었다. 그 

후, 일본은 1988년 5월 25일 국회의 신 정의 승인과,  미국의 1988년 4월 25

일 차 완료 등을 통하여 7월 17일 발효했다. 동 정에서, 당  일정한 가이

드 라인에 따르는 항공수송에 해, 미국이 포  동의를 하 으며 1988년 10월 

정 실시 취  부속서의 일부 수정을 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해상운

송에 해서도 포  동의를 미국이 하 다.

그림 3-4  미일간 재처리 상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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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주요 내용 비고

‘77.4-77.8 미.일간 도카이 재처리교섭

77.9.12

미일 공동 결정 주요내용

1.도카이 재처리시설에서 미국산 핵연료를 2년간( 상된 INFCE 기간) 

  99톤까지 재처리한다.

2. 새로운 재처리시설에 해서는 2년간 주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3. 도카이 재처리시설에 있어서 일-미-IAEA에서 안 조치 기술의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

4. 경수로에서의 루토늄의 상업이용에 한 결정을 2년간 연기한다.

5. 도카이 재처리시설에 부설된 루토늄 환시설의 건설을 2년간 연기

  한다.

미일

공동

성명

발표,

공동

결정

서명

79.9
도카이재처리시설 운 기간 연장(80년4월말까지)합의  10월1일,

워싱턴에서 합의문서 교환

80.4

도카이 재처리시설의 재차 운 기간 연장(56년 4월 말일까지)  혼합 환

법에 의한 루토늄 환시설의 건설에 맞춰 일미간 합의(7월 23일, 25일, 

워싱턴에서 문서교환)

81.2 
도카이 재처리시설의 재처리화 추가(50톤 추가)  운 기간 연장(81년 6월1

일까지)에 맞춰 일미간 합의(2월24일 워싱턴에서 공동 결정 서명, 문서교환)

81.5.8
일미정상회담(스즈키 총리- 이건 통령)에서 일미재처리문제에 하서 조

속하고 항구 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에 합의

81.6.1 
도카이 재처리시설의 잠정  운 기간 연장(56년 10월 말일까지)에 맞춰 일

미간 합의(워싱턴에서 문서교환)

81.10.31

 새로운 미일 공동결정 주요 합의내용:

1. 미일 양국은 항구  해결을 달성하기 해 미국산 핵연료의 재처리에 

  한 장기  결정을 84년 12월말까지 행한다.

2. 이 기간 동안 도카이 재처리시설은 210톤/년 범  내에서 운 한다.

3. 제2재처리 공장에 해서는 주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제약을 

철폐하고, 향후는 보장조치 개선 등의 에서 의견 교환을 행한다.

4. 안 조치 개선에 하여  IAEA 안 조치 기술 지원계획의 골조안에서 

도카이 재처리시설에 있어서 안 조치 연구개발을 행하고, 한 이를 

해 한 일미간 력을 행한다. 즉, ‘84년 12월말이라는 기한에 해서

는 회의 의의 과정에 있어서 「이 기한 내에 장기  결정을 행한다

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만료와 함께 도카이 재처리시설의 운 을 단

시킨다는 의도는 아니다.」라는 미국 측의 확약을 나카가와 과학기술청장

과 만스필드 주일 미국 사와의 사이에서 정하고 있다.

미일

공동

성명

발표,

공동

결정

서명

82.6 

미국행정부 루토늄 이용정책 결정.-일본, EC등 규모 인 원자력 계획을 

갖고, 핵확산의 험이 없는 국가에 해서는 재처리 등의 규제를 장기  

상 가능한 방법으로 행한다.

82.6 

나카가와 과학기술청 장  방미(20~26일). 포  동의의 결정에 의해 항구  

해결을 달성하기로 하고, 이를 해 조속하게 의를 개시하는 것으로, 부시 

부통령 등 미국 측 수뇌와 합의.

82.8

~84.9
10회의 일미 원자력 의가 개최

84.10

1. ‘85년 이후의 도카이 재처리공장의 운 에 하여 (Ⅰ) 쇼와 56년 10월의 

공동결정을 85년말까지 연장하고, 그 사이 장기 인 해결을 도모한다. 2.만

약 쇼와 ’85년말까지 장기 인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양국 정부는  공

동결정을 1년간, 필요에 맞춰 연장하는 것을 확인하기 한 의를 행한다

는 잠정연장을 취하기로 하 다.

표 3-7  도카이 재처리시설 가동에 한 미일간 교섭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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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일·미 원자력 력 정은 문, 본문(16역조), 말문  2개의 부속서로부

터 완성되고 있어, 이것에 련해 합의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다.  실시 약정

은 문, 본문(3역조), 말문  5개의 부속서로부터 완성되고 있어, 이것에 련

해 합의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다. 이러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국 정부는 문가  정보의 교환, 핵물질 등의 공   역무의 제공 

등에 해 력하며, 련 력은 동 정의 규정  각각의 나라서 

효력을 가지는 계 조약 등에 따른다.

• 이 정의 용을 받는 핵물질 등에 해서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장, 할 외 이 , 재처리, 형상 는 내용의 변경  20% 

이상의 농축을 실시할 수 있다. 양국 정부는 장, 할 외 이 , 재처리 

 형상 는 내용의 변경에 한 합의의 요건을 장기성, 견 가능성  

신뢰성이 있는 기  에 채우는 별개의 약정을 체결한다.

• 이 정의 용을 받는 핵물질에는 한 방호의 조치가 취하여진다.

• 이 정아래에서의 력은 평화  목 에 한해서 행해진다. 이 정의 

용을 받는 핵물질 등은 어떠한 핵폭발 장치를 해서도 어떠한 핵폭발 

장치의 연구 는 개발을 해서도 , 어떠한 군사  목 을 해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의 수를 확보하기 해 이 정의 용을 

받는 핵물질은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 조치 등의 용을 받는다.

• 어느 쪽이든 한편의 정부가 이 정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한편의 

정부는 이 정 아래에서의 그 후의 력을 정지하고, 이 정을 

종료시켜, 이 정의 용을 받는 핵물질 등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구 일·미 원자력 력 정은, 이 정이 효력을 일으키는 날에 

종료하며, 구 정 아래에서 개시된 력은 이 정아래에서 계속되어 

구 정의 용을 받고 있던 핵물질 등은 이 정의 용을 받는다.

• 양국 정부는 이 정의 해석 는 용에 계되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등에 해 서로 의하는 것과 동시에 양국 정부간의 교섭 등에 

따라서는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해서는 그 결정이 양국 정부를 

구속하는 재 재 에 부탁 하는 것을 합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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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실시약정에 해 이 정상 규제의 상이 되는 장, 할 외 

이 , 재처리  형상 는 내용의 변경에 해 그것들이 양국에 있어 

합의된 시설에 해 행해지는 것 등의 일정한 조건이 채워지는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것 등이 규정되고 있다.

3. 일본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안 조치 기술개발  

미일간의 재처리 상과 정개정에서 주요 이슈 의 하나로 일본의 재처리

와 우라늄 농축시설에 한 투명성과 신뢰성 문제가 두되었으며 결과 으로 

안 조치 력이 주요 해결방안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미국의 안 조치분야에서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과의 력에 합의하고 극 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1) IAEA와 국제 력

일본은 추진되고 있는 안 조치 련 기술개발 투자를 미국과 상이 시작

되면서 크게 증가시키고 IAEA에 한 안 조치 기술개발과 용에 한 회의

에 극 참여하며 특별기여 을 통하여 지원을 통하여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시

설에 한 IAEA의 안 조치 기술개발을 지원하 다(표 3-8과 3-9 참조).

표 3-8  일본의 안 조치 련 산 추이(1975-1987)
단  : 백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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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일본의 안 조치 연구개발이 추이(1972-1980)
단  : 천엔

「  IAEA 보장 조치 기술개발 지원 계획(JASPAS)」은 미국, 국, 독일, 

오스트 일리아  캐나다에 이어, 1981년 11월에 발족시켰으며 재까지 계속 

추진되고 있다.10)

그리고 연간 처리량 200톤 이하의 도카이무라 재처리시설이외 건설 인 연

간 처리량 800톤 규모의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의 경우 형 재처리시설로서 

새로운 안 조치 기술개발이 요구되어 LASCAR(Large Scale Reprocessing 

Plant Safeguards, 형재처리시설 안  조치)라고 하는 IAEA 지원 로젝트가 

1986년부터 1992년에 걸쳐 일본의 특별기여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1992년 형재처리시설 안 조치 용에 한 기술  검토(LASCAR)의 보고

서에서는 형 재처리 시설에 있어서도, 기존의 기술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이용 가능한 기술에 의해서 효과 인 안  조치가 실시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

렸다. 이에 따라 일본은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의 건설과 운 이 가능하게 되

었다. 한편 1992년도부터 일본이 IAEA에 해서 특별 기여 을 제공하여, 

IAEA 안 조치 실시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효율 ·효과 으로 악·해

석해, 문제 이 생겼을 때에는, 이것을 신속히 밝히는 것을 목 으로  안 조치 

정보처리·평가시스템의 구축에 한 조사(ITAP)를 실시하 다.

10) 자세한 로그램 내용은 부록 A 참조



- 44 -

가. 일본 원자력 연구소, 동력로 핵연료 개발 사업단  (재)핵물질 리센터 

등 안 조치의 개량에 한 연구 개발 추진

    ㅇ 형 원자력 시설에 한 안 조치 용을 한 연구 

개발(LASCAR, ITAP), 재처리 시설 등 루토늄 취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에 한 안 조치 용을 한 연구개발 등에 

나. 도카이재처리시설 안 조치기술 공동연구(TASTEX)  

   ㅇ 1978년 3월, 일, 미, 불  국제 원자력 기구 4자 에 의해 발족       

   ㅇ 13개의 항목에 해 개발 연구  토카이 재처리 시설에서의 실시

   ㅇ 1981년5월 제5회 운  원회에서 성과 달성 결론을 내리고 종료

다. 원심분리법 농축시설 안 조치 기술개발 국제 력 로젝트(6자 안  

조치 로젝트)강화 

라. IAEA안 조치 련 회의 참석

   ㅇ 안 조치자문 원회(1979년 3월 이후)

   ㅇ 재처리시설안 조치국제웍킹그룹(1979년 4월 설치)

   ㅇ 우라늄농축시설 안 조치웍킹그룹(1979년 이후)

   ㅇ Pu혼합핵연료 가공시설 안 조치 자문 원회(1979년 11월 설치)

마. 서독과 안 조치 력 추진

바. IAEA 안 조치 기술개발 지원 로그램 추진 (JASPAS)

   ㅇ 1981년 11월 일본은 미국, 국, 서독, 호주, 캐나다에 이어 발족

      - IAEA  안 조치 기술개발 지원 로그램 추진을 한           

  일본 정부와 IAEA와의 각서 교환으로 추진

   ㅇ 1982년 7월 제 1회 IAEA-일본 합동 원회 개최 

      - 추진 인 9개 로젝트 검토와 향후 계획 검토

   ㅇ 2005년 추진 황

     - JA. 보장조치 시스템 디자인과 보장조치 어 로치

      ․1981년 11월부터 원격연속검인(recover)시스템(JAERI) 등 14개 

수행 는 추진

     - JB. 안 조치 데이터 수집, 처리, 평가: 1984년부터 9건 수행  추진

     - JC. 측정방법과 기술 : 1981년부터 추진, 20건 수행  추진

     - JD. 인․감시기술 : 1981년부터 추진, 22건 수행  추진

     - JE. 훈련  문가(CFE) 견, 1984년부터 추진, 30건 수행  추진

     - JU. Umbrella Task

      ․로카쇼 재처리시설에 한 IAEA/일본 on-site lab 기술지원, 

2001년 4월 이후 수행

표 3-10  일본의 투명성 확보를 한 안 조치 기술개발 노력



- 45 -

일본은 IAEA에 한 자발  기여 의 하나로 2003년부터 Cost-Free Expert 

견 등 핵비확산 로젝트(Nuclear Non-proliferation Project)로 70만달러를 기

여하고 있다. 이 로젝트는 구소련 신생국(NIS)의 검증활동, 추가의정서 련 

지원 등을 목 으로 하고 있다. 2007년도의 경우 “핵확산 항성  안 조치에 

한 검토”를 한 특별기여  56백만엔(문부과학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 한 IAEA의 안 조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3년도의 경우 

IAEA가 수행한 체 안 조치 활동  24%, 시설 기 으로는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안 조치 산도 1987년 640백만엔에서 2006년 2569백

만 엔으로 계속 증가되어 왔다. 2006년 산  국제원자력기구에 한 정규

산은 6,887백만엔, 특별기여 은 1987백만엔으로 2007년도의 경우 2006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표 3-11 참조).

국내 보장조치의

실시에 한 경비
보장조치에 한 연구개발 경비 IAEA로의 거출

안 조

치실시

사무

107백만엔

(100백만엔)

[문부과학성]
[(독)일본 원자력연구 

개발기구]

일반기여

(분담 )

7,469백만엔

(6,887백만엔)

안 조치 환경분석

개발조사 

246백만엔

(248백만엔) 보장조치 련

기술개발

54백만엔

(70벡만엔)신 안 조치 제도

확립조사

25백만엔

(93백만엔)

핵물질

리

련

업무

2,471백만엔

(2,469백만엔)

형 MOX 

연료가공시설 

안 조치 시험연구

203백만엔

(66백만엔)

핵비확산정책

연구 등

113백만엔

(90백만엔)

특별기여출 2,123백만엔

(1,987백만엔)
해체철거 등 

탁비

41백만엔

(신규)

형 재처리시설 

보장조치 시험연구

0백만엔

(203백만엔)

표 3-11  일본의 안 조치 계 산 2007년도 요구액(2006년도 산액)

※ IAEA 일반거출 의 총액은 1억 7362만 유로, 그  안 조치 계비는 1억535만 

유로(2006년 산)

일본은 IAEA와 특별기여 을 통하여 자국의 안 조치 신뢰성 향상은 물론 

회원국에 한 향력을 강화하기 하여 지속 으로 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원자력 활동 투명성을 높이기 하여 일본 문가들을 IAEA 

지에 CFE(Cost Free Expert)로 견하여 일본의 IAEA 특별기여 활동을 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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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과 공동으로 기획  운  활동에 참여해오고 있다. IAEA 안 조치 분

야에 5명의 CFE가 활동하고 있다. 재 일본 정부가 IAEA에 의무 으로 납부

하는 의무분담 으로 5천4백만유로(2007년 재)와  강제 성격인 기술 력자

 분담 으로 1천 4백만 유로(2006년 재)를 제외하고 특별히 기여액은 매년 

400만유로 규모(2003년 재)로 악되고 있다. 

한편 IAEA는 일본의 안 조치 활동과 련하여 통합안 조치 체계를 규

모 원 국가로서 면안 조치와 추가의정서를 통합 최 로 추진하는 국가로 

2004년 6월 이사회와 9월 총회에서 언 하여 일본의 안 조치에 한 IAEA의 

신뢰성을 확인한 바 있다. 

(2) 미국과의 안 조치 력

미국과의 정개정에서 안 조치 력이 주요이슈로 논의되었으며 농축과 

재처리시설 등 일본의 장기계획에서 추진 인 핵연료주기 시설에 한 안 조

치의 근방법과 안 기술개발의 력 등 미국과의 안 조치분야의 공동연구와 

안 조치 실시에 한 력이 추진되었다. 이를 해 일본은 신 정에 근거하

여 일본의 원자력 련기 과 력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을 해오고 있다.  일

본은 미국과의 공동연구 수행과 함께 안 조치 약정을 성공 으로 수행하여 

IAEA와의 력과 연계하여 미국에 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

인다. 재 일본과 미국이 체결한 안 조치 련 약정  11개가 만료되었으며, 

두개 약정이 소멸되었으며 재 6개 약정이 발효 이다(표 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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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약정명

1.유효한 안 조치

(Safeguards 

in Force)

1.1 Specific Memorandum Concerning Research and Development in Nuclear Material Control, Accountancy, Verification and Physical Protection

1.2 Action Sheet PNC 30 for Joint Study of Improved Safeguards Methodology Using Non-Notice Randomized Inspection

1.3 Agree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R&D) Concerning Nuclear Material Control and Accounting Measures for Safeguards and Nonproliferation

1.4 Action Sheet 38 for Development of Remote Monitoring for Tokai Vitrification Facility Safeguards System

1.5 Action Sheet 41 For Joint Study on the Conceptual Design for the RETF Safeguards System (Phase-2)

1.6 Action Sheet 44 for A Joint Study of Safeguards Systems for Dry Reprocessing Methods

2.만료된안 조치

(Safeguards 
under 
Expired Status)

2.1 Agreement for cooperation in research and development concerning nuclear material control and accountability measures for safeguards

2.2 Agreement for Cooperation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Concerning Nuclear Material Control and Accounting Measures for 

Safeguards and Nonproliferation

3.완결된 안 조치

(Safeguards 

under

Completed Status)

4.1 Agreement for cooperation in research and development concerning nuclear material control and accountability measures for safeguards

4.2 Agreement for Cooperation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Concerning Nuclear Material Control and Accounting Measures for 

Safeguards and Nonproliferation

5. 완결된 안 조치(Safeguards under Completed Status)

5.1 Action Sheet 17 for Joint Development of Improved Safeguards Methods for Nondestructive Assay Measurements of Holdup and Scrap Materials

5.2 Action Sheet 19 for Development of a Safeguards System for Measuring Vitrified High Level Waste Canisters

5.3 Action Sheet 24 for Joint Development of Improved Safeguards Methods for Nondestructive Assay of Nuclear Materials in Plutonium Canisters

5.4 Specific Memorandum of Agreement (SMA) for Joint Development of Remote-Controlled Nondestructive Assay Safeguards Techniques 

for Automated Production of Mixed uranium-Plutonium Oxide (MOX) Fuel

5.5 Specific Memorandum of Agreement (SMA) for Joint Development of Remote Controlled Nondestructive Assay Safeguards Techniques 

for Feed Plutonium Storage in Automated Production of Mixed Uranium-Plutonium Oxide (MOX) Fuel

5.6 Specific Memorandum of Agreement for Joint Development of Authentication Technologies and Item Identification Safeguards 

Techniques for Automated Production of Mixed Uranium-Plutonium Oxide (MOX) Fuel

5.7 Specific Memorandum of Agreement for Joint Development of Remote-Controlled Nondestructive Assay Safeguards Techniques for 

Process Holdup in Pu Conversion Development Facility (PCDF)

5.8 Specific Memorandum of Agreement(SMA) for Joint Development of Remote-Controlled Safeguards Techniques for the Monitors for the JOYO Reactor

5.9 Specific Memorandum of Agreement (SMA) for Joint Development of Remote-Controlled Safeguards Techniques for Monitors for the 

MONJU Reactor

5.10 Action Sheet 28 for Joint Study of the Conceptual Design for the RETF Safeguards System

5.11 Action Sheet 31 for Improvement of Dual Safeguards System at Monju EVST

표 3-12  미국-일본 원자력기 간 체결한 안 조치 련 력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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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루토늄 이용 투명성

일본은 미국과 IAEA 등 국제 력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노력을 하면

서 동시에 국내 활동에서도 노력을 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루토늄 이용계획을 발표하고 원자력 련 정보공개를 극 으로 이행하고 있

다. 일본은 루토늄에 해서는 IAEA에 의한 안 조치의 용을 받고 있어, 

평화 목  이외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 한 잉

여의 루토늄을 가지지 않는다는 원칙아래에서 핵연료 리사이클 계획을 추진

하고 것을 내외에 분명히 하기 해, 장기 으로 2010년경까지의 루토늄 

수  망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95년 12월의 고속 증식 원형로 「몬주」의 사고 등과 같은 수  

망과 계되는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국제 으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

기도 하며 일본으로서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원자력 기본법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원자력의 연구, 개발  이용은 

엄격히 평화의 목 에 한해 행하는 것을 기본 인 방침으로 하고 있다.  규

모 원  국가인 일본으로서는 핵비보유국으로서 루토늄 이용정책에 하여 

필요성, 안 성 등에 해서의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루토늄의 이용에 

해서는 이용목 이 없는 루토늄은 갖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성

을 한층 향상시키는 구체 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NPT를 비 하고, 「국제 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면안 조치

를 수용하여, 핵물질과 시설의 엄격한 리를 실시, 1999년 12월 일․IAEA 안

조치 정 추가의정서를 솔선하여 체결 루토늄의 평화이용에 한 국제

인 신뢰를 쌓고 있다. 이를 해 매년 루토늄 리상황을 공표하고, 루토늄

에 한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한 일본, 미국, 국, 랑스, 독일, 벨기에, 스 스, 러시아, 국의 9개국

에 의해 루토늄 이용의 투명성 향상 등을 한 국제 인 검토가 1994년 2월

부터 진행되어 1997년 12월에는 「국제 루토늄 지침」이 채택되었다. 동 지

침은 자국의 민생 루토늄이용에 한 방침을 확실하게 함과 동시에 자국의 

민생 루토늄의 리상황, 즉 시설의 구분마다 존재하는 루토늄의 양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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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형태로 공표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민생 루토늄의 리의 지침으로, 일

본은 이 지침의 조기 용을 해 극 으로 노력해왔다.

1998년 3월에는 지침에 근거하여 IAEA에게 보고된 각국의 루토늄 보유량 

 루토늄 이용에 한 정책 발표를 IAEA가 공표하고, 이후 이 지침에 근거

하여 각국에서 루토늄 보유량이 보고되고 있다.

(3) 국민과 사회에 한 투명성의 확보

일본은 국가, 원자력사업자는 국민이 원자력에 하여 단할 때의 기 가 

되는 정보의 공개, 제공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상호이해에 보다 더 노력

하여 정보공개를 극 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 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

화  국민의 정책결정과정으로의 참가의 진의 에서 핵비확산, 핵물질 

방호 등 개별의 사정에 맞춰, 비공개로 하는 것이 할 경우를 제외하고, 원

자력 원회의 문부회 등에 해서는 1996년 10월부터, 한 본 회의에 해

서도 1997년 4월부터 그 의사를 공개하고 있다.

 원자력 원회  원자력안 원회 련의 자료 등에 해서도 1996년 4월

부터 단계별로 인터넷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1997년 1월에 개설된 「원자력 

공개자료 센터」등에서 원자력 원회  원자력안 원회의 회의 자료를 제공

하고 있다. 한 원자력 공개 자료센터와 원자력발  라이 러리는 각종 인허

가 서류(원자로설치 허가신청서, 공사계획 인가신청서 등)와 보안규정, 사고 보

고서 등의 원자력 련 자료를 일선에 공개하고 있다.

4. 원자력의 투명성과 일본의 모델 평가

1992년 한스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안 조치의 확 된 목 이 공개성과 

투명성 구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회원국 원자력 사업의 평화  이

용에 한 국제사회의 보증을 확 할 것이다” 라고 언 하 다. 그 이후 강화

된 안 조치들에 따라 체결해야하는 추가의정서들을 통하여 기존의 면안 조

치 정에 따른 국제사회의 보증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회원국 원자력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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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제 안 조치 분야에서 추가의정서는 회원국의 확  신고와 추가 근 

허용을 통하여 회원국 투명성을 향상시켰다. 

일본은 원자력 활동에 한 투명성 강화를 하여 여러 노력들을 수행하

다. 이러한 노력들은 원자력 선진국들과 양국간 력을 통한 원자력 활동 이해 

증진 분야와 IAEA를 통한 투명성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 JAEA Kawata 박사는 원자력 투명성에 하여 “국제 수용 모델

(international acceptance model)"을 제안하 다.11) 이 모델은 일본 원자력 활동

에 한 국제 신뢰를 증진하기 하여 다음 다섯 가지 활동사항을 제안하고 있

다. 첫째, 일본 원자력 기본법과 비핵3원칙 등과 같은 ‘원자력의 평화  이용을 

한 선언(manifesto)’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천연자원 부족과 용량 

원자력 발  이용에 기인한 ‘핵연료주기사업을 한 분명한 필요성’이다. 셋째, 

일반 국민들이 국가 원자력 사업의 개정 논의에 참여와 같은 ‘국가 원자력사업

의 투명성’이다. 넷째, NPT, 면안 조치 정, 추가의정서, 원자력 력 정, 수

출통제 등 ”국제 비확산 체제의 성실한 수 실 ”이다. 다섯째, 원자력 비확산

에 한 극  기여를 들고 있다. 

일본이 IAEA를 통하여 안 조치 력 분야에서 수행해온 활동은 크게 다음 

8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12) 

(1) 안 조치 방법  차 개발  강화를 한 극  기여

일본은 IAEA 특별기여를 통하여 상용 농축 시설과 규모 재처리시설에 

한 안 조치 방법론 개발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다. 구체 으로 일본은 지

난 1980년부터 1983년까지 “HEXAPARTITE 안 조치 과제”, 1988년부터 1992

년까지 “LASCAR(Large Scale Reprocessing Plant Safeguards)" 등을 수행하

다. 일본은 규모 원자력 시설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는 세계 최 로 추가의정

서를 발효하 다. 한 추가 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면안 조치의 추가의정

11) Tomio Kawata(JAEA), Civilian nuclear fuel cycle and nonproliferation norms, GLOBAL-2005. 

Oct. 10-13, 2005. 

12) Takaaki Kurasaki etc., Evaluation of Japanese Cooperation to Safeguards Implementation as one 

of best practices in terms of openness and transparency, 47th INMM Proceeding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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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따른 새로운 체제의 구축에 극 으로 기여하고 있다. 

(2) 시설 설계의 최  단계에서부터 IAEA와 긴 한 력

일본은 1988년 반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도카이 루토늄 핵연료 생산시설의 

안 조치 상을 1985년 6월부터 시작하 다. 록카쇼 재처리 공장에 해서도 

기본설계가 완성될 시기인 1989년 3월부터 IAEA와 정보 교환을 수행하 다. 

(3) 양자 정에 따른 련국들과 긴 한 력

1977년 4월 도까이 재처리시설이 가동하려고 할 때 미국 정부는 자국의 핵

비확산 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Pu 단체 추출법을 U과 Pu 공동 추출

법으로 변경을 요구하 다. 일본은 몇 가지 추가 조치들을 이행한 후 도까이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 다. 

(4) 선진 안 조치 기술의 개발  응용

일본은 도까이 로토늄 핵연료 생산시설의 안 조치 기술 개발을 하여 

사찰정보 원격감시시스템, 실시간자료 리시스템(NRTA: Near Real Time 

Material Balance Management System) 등을 개발하 다. 

(5) 안 조치를 한 필요 정보를 극 제공

도까이 로토늄 핵연료 생산시설에 한 안 조치 정보를 IAEA에 시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우라늄 핵연료 제조시설은 우라늄과 핵연료집합체의 입고

와 출고에 한 정보를 IAEA에 매일 송함으로써  IAEA의 사찰이 가능하도

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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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시사찰의 수용

일본은 IAEA가 우라늄 농축시설에 한 LFUA(Limited Frequency 

Unannounced Access), 우라늄 핵연료 제조 시설에 한 SNRI(Short Notice 

Random Inspection), 원자로에 한 Random Interim Inspection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극 으로 력하고 있다. 

(7) IAEA 사찰에 성실한 력

일본 시설자들은 IAEA 사찰을 한 매뉴얼을 비하고 필요 정보를 사 에 

제공할 뿐아니라 사찰 이 필요한 정보, 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다. 한 일본은 IAEA의 동경 지역사무소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효율 인 안

조치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3-5 일본의 원자력정책에 한 국제  투명성 확보 모델

그동안 원자력 투명성 향상을 한 일본의 노력을 통하여, 지난 2004년 6월 

IAEA 이사회에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일본의 모든 선언된 핵물질이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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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활동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본에서 선언되지 않은 핵물질 이용에 한 

활동이 없다는 확 결론(broader conclusion)을 내렸으며 9월 총회 기조연설에

서도 일본의 통합안 조치 이행 최 국가라는 을 강조하 다. 이러한 IAEA

의 결론은 일본의 원자력 활동의 국제  투명성  신뢰도에 한 국제 인 보

증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제 3   시사

일본의 핵비확산과 핵연료주기 정립 노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재 일본은 주기 핵연료주기를 정립하고 있는 바, 로카쇼무라 우라늄농축 

 재처리 공장, 도까이 재처리 공장을 운 이며, 고속증식로인 조요  몬주

를 건설하여 운 하 다. 한 일본은 핵비확산체제를 수하고 실증하기 하

여 노력하 다. 이와 련 IAEA 사무총장은 2004년 6월 이사회에서, 규모 원

자력 로그램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일본이 통합안 조치에 도달한 것을 발표

하 으며 동년 9월20일 총회 기조발언에서 일본이 최 의 통합안 조치 국가로 

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주기 핵주기를 정립한 핵비보유국으로서 

2005년 9월 15일 이후부터는 통합안 조치체계(Integrated Safeguards)를 이행

하고 있다.

일본의 자국의 원자력활동에 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첫째, 핵무장의 법 인 포기를 명시하 다. 즉 법에 의한 

핵비확산 의지 천명을 명문화하여, 1955년 제정된 원자력기본법 2조에서 원자

력의 연구개발 이용은 평화  목 에 국한하 다. 둘째, 핵연료주기 로그램의 

분명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많은 인구와 고도 산업국가, 에 지자원빈국으

로서 장기 인 에 지안보 요성, 규모 원  도입, 우라늄자원 빈약,  폐기

물 처분을 한 가용 국토의 제한성 등을 들고 있다. 셋째, 국가 에 지 로그

램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원자력 정책과 로그램인 원자력 원회의 

원자력 연구개발 이용의 장기계획의 문서를 공개하여 평화  목 에만 국한할 

것을 수하며, 5년 주기로 주기 으로 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정책 수립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가 원자력 산을 공개하고 있다.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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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핵비확산체제 규범을 우수하게 수한 실 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핵

비확산 목 에 한 일본의 확고한 수 의지의 증거로 볼 수 있으며,  1976년  

NPT를 비 한 이래, 1977년 이후 면안 조치 이행에 한 우수한 실 을 보

이고 있으며, 추가의정서를 비 ․이행하고 있다. 1955년 이후에는 미국  양

자간 정의 완 한 수에 노력하여 Zangger 원회, NSG와 같은 수출통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법에 반 하고, 물리  방호분야에서도 국제  기

을 국내법에 반 하여 이행하고 있다. 다섯째, 이외에도 다양한 극 인 노력

으로는 핵비확산의무 수를 한 신뢰성 제고와 재처리시설에서의 핵확산 항

성의 제고를 들 수 있다. 즉 랑스와 국에 탁하여, 분리된 루토늄 추출 

신 혼합물 추출 공정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 핵연료주기시설에 용할 신

뢰성 있는 안 조치 방법 개발과 실증에서의 IAEA와의 극 인 력

(JASPAS, LASCAR 등)을 보이고 있다. 첨단 안 조치기술에서는 미국과도 

력하고 있으며, CTBT를 비 하고 FMCT 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한, 잉여 핵

무기  루토늄 처분에서 러시아와 력하고 있다. 재 일본은 의무분담 의 

약 7% 규모를 특별기여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최소 연간 3십만불 이상 특별

기여가 요청되고 있다.13)

일본은 원자력 이용개발정책에서 3번의 기를 맞이하 으나 핵비확산에 

한 국제 이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해서 성공 으로 극복하 다고 평가되

며 재와 같이 세계 3 의 원력발 국으로서 성장과 핵연료주기 자립을 정

립하 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성공 인 투명성 확보에는 핵비확산에 한 국

가 의지의 천명과 이를 한 확고한 정책의 추진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장기계획의 투명한 차와 장기계획  산의 공개, IAEA  양자간 안 조

치에서의 성실한 이행과 력, 국제 력의 극 인 응을 통하여 성공 으로 

추진하 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이와 같은 성공 인 정책 추진에는 우라늄자원이 빈약하고 에 지자

원이 빈약한 일본으로서는 에 지안보차원에서 규모 원 이용이 불가피하며 

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리차원에서 재순환핵연료

13) 우리나라는 외교부가 의무분담 으로 약 407만유로(2007년 재), 기술 력자  분담 으로 

130만 유로(2006년 재) 그리고 과학기술부가 매년 약 5만 유로를 특별기여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재 의무분담 의 약 1% 규모만을 특별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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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의 정립이 필수 이라는 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며 INFCE에서의 원자력의 

평화  이용과 핵비확산의 정립을 극 추진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한 안

조치 기술개발에서 극 인 투자와 핵비확산에 한 국제 력을 국가 신뢰성 

확보차원에 추진된 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은 핵비보유국으로서 우라

늄 농축과 재처리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로서 규모 원 을 추진하는 핵비

보유국의 투명성 확보의 성공  모델로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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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장기 추진 략

제 1   IAEA 주요 사업 분석

본 은 IAEA가 수행하는 주요 사업 구조  특징을 알아보고 어떠한 사업 

는 활동이 원자력 투명성 제고를 해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IAEA 사업

가. 개론

IAEA 사업의 목표와 주요 활동계획  우선순 는 기 략계획에 의거하

여 수립되었고 IAEA 업무의 근간을 이루는 3가지 축(three pillars), 즉 기술 축

(technology pillar), 안 과 방호 축(safety and security pillar), 검증 축

(verification pillar) 등 분야로 크게 별하여 작성하 다. 

나. IAEA 정규 사업

(1) IAEA 정규 사업 구조

IAEA 정규사업은 주요사업(MP), 사업(program), 하부사업(subprogram) 그리

고 로젝트(project)로 구성되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4-1과 같다.14) 

일반 으로 로젝트는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한 활동(activity)들로 구성된 

집합체(cluster)를 의미한다. 다만 “ 면안 조치 정체결국에 한 검증활동“ 

이나 “정책결정기구의 회의 계획”과 같은 계속(recurrent) 성격의 과제는 외

로 하고 있다. 

14) 한국원자력연구소, “IAEA 2004-2005년 로그램 기획에 한 분석  한․IAEA 력방향

에 한 연구”, KAERI/RR-2375/2002, 20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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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IAEA 로그램 구조

(2) 주요사업 구성

2006-2007년에 수행할 IAEA 사업은 다음 표 4-1과 같이 총 7개의 주요사업

으로 구성된다.

주요사업(MP) 제목

1 원자력발 , 핵연료 주기  원자력 과학

2 개발  환경보호를 한 원자력 기술

3 원자력 안 과 방호

4 원자력 검증 

5 정보지원 서비스

6 개발을 한 기술 력 리

7 정책  일반 행정

표 4-1 IAEA 주요사업(MP)

주요사업(MP) 1  사업(program)까지 세부 내용은 표 4-2와 같다. 이들 7개 

IAEA 주요사업(MP), 사업(program), 하부사업(subprogramme)까지는 부분이 

재원이 충당되나 로젝트(project) 수 에서의 세부 활동(activity)들은 UN 기

구 는 회원국들로부터 특별기여를 기 하고 있다. 이하는 주요사업(MP) 1  

사업 A에 하여 회원국으로부터 특별기여를 희망하는 활동들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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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 Sub Programme

MP1

A. Nuclear Power

A.1
Nuclear Power Plant Operating Performance and Life Cycle 

Management

A.2 Improv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A.3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Nuclear Technologies(INPRO)

A.4 Technology Developments and Applications for Advanced Reactors

A.5 Support for Non-Electric Applications of nuclear power

B. Nuclear Fuel Cycle and Material Technologies

B.1
Information and Analysis of the Nuclear Fuel cycle and materials 

Management

B.2 Nuclear Power Reactor Fuel Engineering

B.3 Management of Spent Fuel from Power Reactors

B.4 Topical Nuclear Fuel Cycle Issues 

C. Capacity Building and Nuclear Knowledge Maintenance

C.1 Energy Modelling, Databanks and Capacity Building

C.2 Energy Economics Environment (3E) Analysis

C.3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C.4 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INIS)

C.5 Library and Information Support

D. Nuclear Science

D.1 Atomic and Nuclear Data

D.2 Research Reactors

D.3 Utilization of Accelerators and Instrumentation

D.4 Nuclear Fusion Research

D.5 Support to ICTP

표 4-2 IAEA 주요사업(MP) 1의 세부 내용 

(가) 주요사업(MP) 1  사업 A에서 재원이 충당된 활동

MP1은 원자력발 , 핵연료주기  원자력 과학에 한 핵심 과학기술을 회

원국에게 제공하기 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 필요로 하

는 업무 수행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MP1은 심을 표명하는 회원국의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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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발   핵연료주기 로그램의 향상, 신 진, 지속가능한 에 지 개발을 

한 회원국의 능력 배양  원자력 지식 보존 지원으로 이루어진다.15)

(나) 주요사업(MP) 1  사업 A에서 회원국 특별기여가 필요한 활동

IAEA의 MP 1 사업 A에서 로젝트  회원국 특별기여가 필요한 활동은 

표 4-3과 같다.

15) 한국원자력연구소, “2006-2007년도 IAEA 로그램 기획에 한 분석  한․IAEA 력방

향에 한 연구”, KAERI/RR-2471/2003, 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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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IAEA MP1내 원자력발  사업(Programme A)내
회원국 특별기여가 필요한 로젝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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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IAEA MP1내 원자력발  사업(Programme A)내 
회원국 특별기여가 필요한 로젝트

제 2  기여 가능 분야

IAEA 주요 사업  특별기여가 필요한 활동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여가 필

요한 분야와 활동에 하여 정부  연구기  련 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

여 일차 으로 결정하 다. 

우선 외교통상부 군축원자력과, 과학기술부 원자력 력과 등 정부부처와 원

자력 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우리나라 주비엔나 IAEA 표부의 과학 을 

비롯한 IAEA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문가들의 의견을 반 하 다. 

재까지 고려되고 있는 연구 과제들은 IAEA가 주도 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  핵비확산성원자력시스템개발을 한 INPRO 사업과 원자력발 을 

도입하려는 개도국을 상으로 하는 원자력발  진흥 활동 등이다. 이하는 

INPRO 사업과 개도국을 상으로 하는 원자력발  진흥활동에 하여 소개하

고 향후 수행할 업무에 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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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비확산성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한 INPRO 사업

가. 개요

미국, 일본, 랑스, 러시아 등 원자력기술 강국들은 기술개발에 투자 하여야 

할 막 한 재원의 효율  운용과, 우라늄 자원의 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에 지 공 의 지속가능한 개발로서의 원자력 개발을 국제  공동 노력을 통하

여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가 발의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INPRO(국제 신 원자로  핵연료주기사업)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랑스, 

국, 한민국, 인도 등 25개국  EU가 참여하고 있다. 

GIF(제 4세  국제 포럼)와 INPRO 사업은 모두 다음 세 에 활용해야할 

신 원자로  핵연료주기를 개발하기 하여 추진되고 있는 유사한 목 의 국

제 력 로그램이지만, 두 로그램 각각의 추진방법과 성과는 상호 보완 이

다. GIF는 주로 원자력기술 보유국으로 구성된 반면에 INPRO는 기술보유국 

 기술이용국 모두의 력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GIF에서는 회원국들이 상

당한 R&D 재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INPRO에서는 CRP(Coordinated Research 

Projects), TCP(Technical Cooperation Projects)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6월 

재 INPRO 사업 추진 황은 표 4-4와 같다.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Initiation
2000년 총회

결의안 실행

Methodology 
Development Phase 1

Methodology 
Validation

Phase 1B

(First Part)

Methodology 
Application & 
Improvement

Phase 1B

(Second Part)

International

Cooperation
Phase 2

표 4-4  INPRO 사업 추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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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 활동

(1) 핵물질 획득  용 평가방법론 개발을 한 CRP 수행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기 제안한 INPRO 핵비확산성 평가방법론 개발 분야

의 CRP 수행을 해 CRP Kick-off Meeting 회의를 IAEA VIC에서 개최할 

정이다. 동 회의는 핵물질 획득  용 경로 해석방법론 개발을 한 각 국가

별 연구내용과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2007년 9월  개최될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인이 참석하여 Korean 

Proposed CRP의 연구방향  추진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 2007년 12

월경 개최될 제11차 INPRO 운 원회에 참석하여 CRP 추진을 한 연구 내

용  범 , 향후 국가별 수행일정 등을 발표할 정이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핵확산 항성 평가방법론 개선과 향후 미래형 

신원자력시스템의 핵비확산성 평가시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2) GIF/INPRO interface meeting 국내 개최

핵비확산 평가방법론은 GEN-IV PR&PP와 INPRO 두 주체들이 각자 개발해 

왔으며 평가방법론도 상당히 다르다. 최근 미국, 일본 등 GEN-IV 참여국들이 

INPRO에 참여해 옴에 따라 각기 개발한 방법론의 공통된 사항이나 상호 조

를 통해 각각의 방법론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 두 그룹

에서 얻어진 수행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조 방안을 모색하기 한 interface 

meeting이 필요하다. 한, 우리나나는 핵비확산성 평가 분야에 있어서 

GEN-IV PR&PP 그룹과 INPRO에서의 평가방법론 개발 주도국으로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양 그룹에 공동으로 참여해 온 우리나라에서 GEN-IV/INPRO 

상호 력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할 것으로 단된다. 

재 계획으로는 2007년 11월  우리나라 문가 20인  국외 문가 10인 

정도가 참석하는 GIF/INPRO interface meeting을 개최할 계획이다. 

동 활동을 통하여 두 그룹간의 기술 교류  력에 기여하고 INPRO PR 

평가방법론의 객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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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속로  폐쇄핵연료주기에 근거한 INS개념 평가 공동연구

INPRO "Joint Study on CNFC-FR"는 INPRO 제1단계와 제2단계 이후 지속

으로 수행되고 2007년 말까지 수행될 정인 활동이다. 동 활동에 한 우리

나라의 기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 INS 개념(generic INS concept)에 한 분야별(핵확산 항성 분

야 제외 상) 공동 평가이다. 이를 하여 ‘공동 INS 개념’ 개발  평가, 분야

별 실무그룹(WG)의 공동 평가, INPRO 제2단계 수행을 한 분야별 동R&D

과제(collaborative R&D project) 제안 등이 포함될 정이다. 둘째로, INPRO 

제2단계 수행을 한 동R&D과제를 제안할 것이다. 셋째로, 최종보고서

(TECDOC)를 작성할 계획이다. 

재 2007년 2월, 6월  11월 기술회의가 개최될 정이다. 재 기술회의

참여국은 한국, 랑스, 일본, 인도, 국, 우크라이나, 캐나다, 러시아 등이다. 

향후 동 활동을 통하여, 핵연료주기를 포함한 원자력 종합시스템에 한 포

 평가방법 knowhow를 축 하고, 효율 인 데이터베이스  평가도구 확보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내 미래원자로시스템에 한 평가 결과를 향후 시스

템 선정이나 해외 수출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4) 지속가능한 핵연료주기를 한 actinide 연소로에 한 시나리오 개발

지속 인 핵연료 공 을 확보하기 해 세계 으로 고속 성자를 이용한 

FBR의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 캐나다는 열 성자를 이용하여 

actinide를 연소시키는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한 CRP를 제안하 다. 경․ 수

로를 모두 보유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열 성자 연소로 개발에 참여하여 연구의 

다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동 활동은 2008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상되며 2008년 회의는 열 성자를 

이용한 actinide 연소 시나리오 개발 연구방향  추진일정 등 발표할 것으로 

망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열 성자 연소로 개발이 국제 으로 가시화 

되는 경우 선진 기술을 선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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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온로와 수소생산시설의 안  안 조사

인도  BARC 소속 R.K. Sinha 박사가 제안한 활동으로 2008년 1월부터 3년 

동안 수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Guidelines or rules for assessment of 

reliability of passive systems”, “Safety issues, recommendations to mitigate 

risk and modification of INPRO methodology and manuals for combined 

operation of nuclear hydrogen system”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정보교환  방법론 개발에 참여할 계획이다. 동활동의 참여를 통하

여 우리나라는 고온가스로 피동안 계통의 신뢰도 평가기술  국제규격의 

지침서를 개발하고, 원자력수소계통의 안 운 을 한 안 안 도출  국제

규격의 안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2. 안 조치 활동

이로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련 안 조치 기술개발(MSSP)  핵종분석 지

원(NWAL) 등을 들 수 있다. 

가. 이로 핵주기 기술개발 활동

재 이로 핵주기 련 안 조치 기술 개발을 하여 2006년 3월 한․

미․IAEA 3자간 기술회의(TM)을 국내에서 개최한 바 있다. 그 후 2006년 6월 

한․IAEA간 ACPF 안 조치 근 방안  시설 부록을 한 기술검토회의에

서 ACPF 안 조치 검토를 거쳐 7월에 ACPF DIQ 최종본을 제출한 상황이다. 

2007년 에는 ACPF 시설부록을 취득할 것으로 상된다.

나. 핵종분석 지원 활동

안 조치 핵종분석 지원을 하여 실시하는 환경샘 링(ES: Environmental 

Sampling)은 미신고된 핵물질  활동을 탐지하는데 효과 인 수단 의 하나이

다. 지난 1996년 일반사찰에 용된 이후, 수많은 샘 들이 수집되어 분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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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따라서 IAEA의 NWAL(Network Analytical Laboratories)은 회원국내 유

능한 연구소들로 확 되어왔다. 2006년  재 IAEA 사이버스도르  연구소

를 포함하여 8개 회원국의 14개 연구소가 있다. 

재 각 NWAL들과 분석계약이 체결되어있으나 IAEA 재원 부족으로 분석 

비용의 일부만을 IAEA가 제공하고 상당부분이 회원국의 자체 지원으로 수행되

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일부 회원국의 특별 검증  추가 근 활동의 확 로 인하여 2003년 

부터 매년 환경샘 링 건수의 격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재 

샘 링 후 분석  보고까지 평균 3-4개월이나 소요된다. 재 샘 의 상당량인 

70%정도는 SAL이외의 NWAL 연구소에서 수행되며 이들 샘 의 기 처리  

운송에 약 3주가 소요된다. 분석시간은 우선순 의 변화로 일 수 있으나 이

는 다른 환경샘 링의 시 분석 비용을 증 하고 있다. 

향후 환경샘 링 수는 재의 최  수 을 유지할 것으로 망되나 IAEA는 

루토늄 입자분석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재 IAEA 사무국의 단기 목표는 환경샘 링 수집과 보고 시간을 재 3-4

개월에서 1.5-2주로 단축하고 샘 의 결과 수량을 재 수 으로 지원하고자 한

다. 장기 으로는 IAEA SAL이 입자규명  분석을 한 최고의 결정능력을 

보유할 계획이다. 

이를 하여 IAEA는 회원국들의 유능한 연구소들이 NWAL에 참여하도록 

기 하고 있다. 즉, 기존 NWAL이외의 연구소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입자 분석 

분야의 재 NWAL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기존 NWAL이외의 연구소 능력 향상은 회원국에게 상당량의 비용 추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1996년에 NWAL 최  확 이후 회원국과 기구의 노력

에도 불구하고 4개의 연구소만이 추가되었다. 재 일부 연구소가 능력을 향상

하는 반면, 몇몇 연구소는 포기한 상황으로 NWAL 연구소의 능력과 수를 늘리

는 것이 불확실하다. 따라서 IAEA는 우리나라의 NWAL 참여를 기 하고 있

다.



- 68 -

3. IAEA 활동에서의 력 활동 강화

IAEA 정규 사업과 사무총장 자문기구에서의 력 강화도 국가 정책의 투명

성과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정규사업에서 다양한 로그램과 

로젝트  정규 산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경우와 국내에서 필요한 과제나 

로젝트를 IAEA 정규 사업에 반 하여 지원하는 노력도 요하다. 이러한 로 

해수담수화 워킹그룹 활동이나 고속증식로  방사성폐기물 분야의 워킹그룹 

활동 지원은 국내 연구개발 활동에 많은 도움을  수 있으며 IAEA네에서의 

기술 활동에서의 주도 인 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주

도 으로 추진하고 있는 DUPIC이나 향후 이로 로세싱 워킹그룹의 설치와 

활동 지원은 필요하다.

IAEA 사무총장 자문기구로 원자력 발 , 안 조치, 원자력응용, 원자력안 , 

기술 력 5개가 있다. 이  원자력발 이나 원자력 안 , 원자력응용 자문회의 

개최는 IAEA본부에서만 개최되고 있으나 국내 유치 활동도 가능하다고 단된

다. 이와 함께 IAEA가 주최하는 국제회의나 기술 력회의의 국내 유치활동 지

원도 사안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

4. 국가 원자력 외교 수요에 따른 활동

국가 원자력 외교 수요에 따른 국가 투명성 제고를 한 분야로 소형로

(SMART) 수출기반 조성 지원, 연구로 수출 지원  련 RCA/IAEA 로그

램 지원 등이다. 이하는 이들 활동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활동으로 개도국 

원자력 발  진흥 활동에 하여 기술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6월 IAEA 이사회부터 원자력 발 에 호의 인 랑스, 

미국, 러시아, 캐나다, 일본, 국 등이 참석한 원자력우호국(friends of nuclear 

energy) 회의에 참여하여왔다. 원자력우호국그룹은 세계 인 원자력 발  진

흥에 기여하고자 IAEA내 원자력 발  활동을 증진하기 한 결의안 채택을 목

으로 결성되었다. 

우호국 회의는 재 IAEA 업무와 복되지 않는 범 에서 원자력 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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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한다는 메시지를 달하기 하여 필요한 활동을 증진

하기 하여 작성하기로 하 다. 한 원자력 반 국들도 합의할 수 있는 내용

부터 우선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하여 2005년 3월 개최된 리 장  회의 

합의사항을 기 로 작성하 다. 

2006년 9월 IAEA 제50차 정기총회에서 결의안(GC(50)/RES/13B)을 채택한 

후 개발도상국에서 원 도입을 한 공통사용자기 (Common User Criteria)을 

IAEA 주 으로 개발하기로 하 다.16) 2007년 2월 Consultancy Meeting이 계획

되어있다. 동 회의시 향후 업무를 평가하고 수행업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그림 4-2  공통사용자기 (CUC) 작성 향후 일정

제 3  장기 략 Roadmap

장기 추진 략 Roadmap은 다음과 같이 구축하 으며 향후 수정  보완

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 으로 2006년 수행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투명성 제고를 

한 장기 추진 략에 하여 이행  보완작업을 이행한다. 

추진 과제로는 INPRO참여  주도 지원(DUPIC, 고속로, 고온가스로 

로젝트 등), 안 조치분야에서 이로 핵주기기술개발 련 안 조치 기술개발

(MSSP),  핵종분석 지원(NWAL), 이와 련된 정규사업에서의 로젝트 발

굴  반 , 워킹그룹 설치  활동 지원, 국가 원자력 외교 수요에 따른 국가 

투명성 제고를 한 분야로 사무총장 자문기구 회의 유치 는 문가 활동 지

원, IAEA 기술 력 회의 국내 유치, 소형로(SMART) 수출기반 조성 지원, 

16) 공식명칭은 “Common User Criteria and Actions for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Nuclear Power Plants for Developing Countrie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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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수출 지원   련 RCA/IAEA 로그램 지원 등이다. 

둘째, 투명성 련 외국 사례와 IAEA 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기여

 추진 과제를 이행하기 하여 IAEA와 MOU를 체결하고 그 이행에 한 보

완 작업을 이행한다. 

셋째, 단기 으로는 과학기술부  계기  문가들을 심으로 ‘국가 

상 제고를 한 IAEA 력 의체(가칭)’을 구성하여 국가 투명성 증진을 한 

사업들에 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장기 으로는 기여  사업 

평가와 확 , 일본의 사례와 같은 CFE 견 는 해외 사무소 설치를 고려해

야할 필요성도 있다. 이와 같은 장기 략 로드맵은 그림 4-3과 같다.

그림 4-3  장기 략 Roadmap(안)

장기 추진 로드맵에 따른 구체 인 추진체제는 그림 4-4와 같다. IAEA에 

분담  등 재정 인 기여는 정부 주도로 하는 반면에 연구기  등도 정부와의 

의를 통하여 로젝트 방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부

가 주 부처로 역할을 하고, 외교부에서는 본부(군축원자력과, 경제 력과)와 

IAEA 표부(과학  등), IAEA 련 로젝트  재정 련 부서로 이루어지며, 

기여 은 IAEA와 MOU를 통하여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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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IAEA 기여 추진체제(안)

재 IAEA는 2년 주기로 회계와 정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과제의 추진도 2년 는 기과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기여  

과제 선정과 로젝트 발굴은 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계획수립  평가를 

통하여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 



- 72 -

제 5 장 결론  건의 사항

원자력 투명성에 한 문가 인식 조사결과, 2004년 8월 우리나라의 미신고 

핵물질 실험건은 성공 으로 응하 으나, 우리나라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에 

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야기했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장기간에 걸쳐 우리 

원자력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그 간 쌓아온 핵비확산 

모범국가로서의 이미지와 비확산 신뢰도에 손상을 입었다고 인식하 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향후 장기간에 걸쳐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신뢰와 

상을 회복하기 한 부단한 노력을 개해야 할 상황이라고 단하고 있었다. 

이를 하여 국내 조치로서 법  기반 강화, 안 조치 련 자체 검 메카니

즘 구축 그리고 IAEA와 안 조치 력 강화, 외교  조치 등을 제안하 다. 

일본의 투명성 확보 사례분석에서는 일본이 원자력외교에서 3번의 정책 인 

기를 국가  총력체제 구축과 활동을 통하여 극복하 다고 평가된다. 첫 번

째는 제2차 세계  패 국으로서 원자력에 한 근 제한, 두 번째는 NPT

의 가입에서 핵포기와 비핵 3원칙 선언, 그리고 세 번째는 핵비확산체제의 강

화에 따른 안 조치 기술 력을 통한 민감기술의 지속  추진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는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원자력활동에 한 투명성과 신

뢰성 확보가 필수 인 조건임을 인식하고 이에 한 국내의 인식 제고와 국제

력을 체계 으로 추진하 다는 을 성공 인 략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한 투자를 정책차원에서 지원하여 목  달성에 효율

으로 응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향력을 지속 으로 확 해왔다는 

을 들 수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핵비보유국으로서 규모 원 을 이용하는 상황은 유사

하나 응 면에서는 일본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국

제사회에서 신뢰도를 구축하 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의 원자력 외교 체제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기회로 잘 활용하 다는 이다. 둘째 기상황에서 정부와 

산업체, 언론, 문가들의 유기 인 력을 들 수 있다. 셋째 미   IAEA

에 한 력 강화  공동연구 등 투자 확 를 들 수 있으며 IAEA에 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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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활동을 통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 다는 이다. 마지막으로 핵비보

유국으로서 민감기술인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기술 확보  산업화 추진에 성

공하 다는 이다. 이를 토 로 일본은 21세기 세계 원  시장에서 주도 인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일본의 원자력산업발 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평

가된다.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 으로는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한 미국과 

IAEA에 한 정책개발  투자확 와 외교 활동을 강화하고, 둘째로 미국과 

IAEA와의 투명성 확보를 한 기술 력 강화  투자 확 , 정부와 산업체, 

련 문 기 의 력 체제 구축과 활동 강화 등이다.

IAEA를 통한 국가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한 장기 추진 략 

Roadmap 분석에서는 첫째, 우리나라와 IAEA와의 력 계를 고려하여 투명성

과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IAEA 역할과 주요 사업들을 분석하 다. 추진 

과제로는 INPRO 참여  주도 지원(DUPIC, 고속로, 고온가스로 로젝트 등), 

안 조치 분야에서 이로 핵연료주기기술개발 련 안 조치 기술개발(MSSP) 

 핵종분석 지원(NWAL), 소형로(SMART) 수출기반 조성 지원, 연구로 수출 

지원  련 RCA/IAEA 로그램 지원 등이 권고되었다. 그리고 IAEA 정규 

사업 에서는 장기 으로 검토가 요구되며 핵연료주기 분야의 투명성 련 

사업의 발굴과 지원, 안 조치 분야의 과제 개발과 지원, 연구로 수출 등 기술

력기반 조성을 한 과제의 발굴과 개발이 병행하여 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IAEA는 2년 주기로 회계와 정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여  활동 추진

도 2년 는 기과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투명성 련 외국 사례와 IAEA 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기여

 추진 과제를 이행하기 하여 IAEA와 MOU를 체결하여 추진이 요구된다. 

이를 해서는 장기 기여재원의 확보와 과제 발굴 등 기획능력의 제고도 요

구된다. 

셋째, 국가 차원의 기여  활동 추진체제의 구출과 활동을 권고하 다. 재원

은 정부 지원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과제발굴과 추진은 문가들이 그리고 외교

활동은 정부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국

가 상 제고를 한 IAEA 력 의체(가칭)’을 구성하여 국가 투명성 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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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들에 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기 으로는 기여  

사업 평가와 확 , 일본의 사례와 같은 CFE 견 는 해외 사무소 설치도 고

려가 필요하다. 

넷째, 국내 투명성 향상을 한 R&D 활동 분석을 통하여 우선 으로,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INPRO 사업을 심으로 국가 상 제고를 한 연구개발 

과제들을 악하고 이에 한 지원방안을 제시하 다.  이와 함께 련 과제의 

발굴과 추진 지원방안도 제시하 다. 여기에는 IAEA가 주도 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  핵비확산성원자력시스템개발을 한 INPRO 사업과 원자력발

을 도입하려는 개도국을 상으로 하는 원자력발  진흥 활동을 상으로 참

여하는 것으로 ① 핵물질 획득  용 평가 방법론 개발, ② INPRO/GIF 

interface meeting 국내 개최, ③ actinide burning 원자로 시나리오 개발, ④ 고

속로  폐쇄 핵연료주기에 근거한 INS 개념 평가 공동연구, ⑤ 고온로와 수소

생산시설의 안  안 조사 등을 제시하 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이용은 필수 이라는 인식은 확산되어 있으나 국가 원

자력사업의 추진에서 국내의 사회  수용성 못지않게 국제 인 여건 확보도 필

수 이라는 인식은 아직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 핵비보유국으로서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국제여건의 확보에 많은 시사 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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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태스크 명 실시기 상

JA

보장조치

시스템

디자인과

보장조치

어 로치

JA. 1 원격연속검인(RECOVER)시스템 일본원자력연구소
1981년 11월부터 실시

1992년 5월 완료

JA. 2
인형상 우라늄 농축공장에 한 모니터링시

스템의 개발
동연사업단

1982년 6월부터 실시 

1984년 7월 완료

JA. 3 
루토늄 제품구역에 한 모니터링시스템의 

개발
동연사업단

1982년 4월부터 실시

1988년 5월 완료

JA. 4
보장조치 유효성 평가법(SEAM)의 개발과 기

존시설 
일본원자력연구소

1985년 7월부터 실시

1992년 3월 완료

JA. 5 ARTA( 동 계량) 시스템의 필드테트스
일본원자력연구소

/동연사업단

1985년 7월부터 실시

1990년 5월 완료

JA. 6

엑기스 트시스템에 의한 시설측 로세스모

니터링시스템의 오센티 이션(개념의 개발)

용액측정과 모니터링시스템(SMMS)/설계, 조

달  도입(페이즈Ⅰ)

동연사업단
1993년 4월부터 실시

2004년 7월 완료

JA. 7 통합보장조치(컨설턴트회합의 비) 핵물질 리센터 1998년 9월 개최

JA. 8
보장조치하에 있는 연료사이클에의 국가 

벨통합보장조치의 용
핵물질 리센터

1999년 2월부터 실시

2002년 5월 완료

JA. 9 리액세스의 배발  필요 수속의 확립지원 과학기술청
1999년 4월부터 실시

2001년 1월 완료

JA. 10 피지컬․모델의 확장
핵연료사이클

개발기구

2000년 9월부터 실시

2001년 7월 완료

JA. 11 형재처리시설에서의 보장조치에 한 웤샵 문부과학성
2002년 1월 수락.

2003년 1월 종료.

JA. 12 피지컬․모델의 망과 개정 핵물질 리센터
2002년 6월부터 실시

2005년 12월 완료

JA. 13
시설의 데코믹셔닝의 상태에 해서의 결정

에 한 이스스터디
핵물질 리센터 2004년 7월부터 실시

JA. 14 통합보장조치를 한 랜덤사찰에 한 연구 핵물질 리센터 2005년 2월부터 실시

JB

보장조치

데이터

수집,

처리,

평가

JB. 1 
보장조치 데이터의 즉시 해석  새로운 소

트웨어의 개발

일본원자력연구소

/동연사업단

/핵물질 리센터

1984년 4월부터 실시

1991년 5월 완료

JB. 2 보장조치 평가를 한 동 체 상 기술 개발
일본원자력연구소

/동연사업단

1982년 4월부터 실시

1990년 1월 완료

JB. 3
사용후연료의 수용 장구역에 한 실시간 

아이템 계량 시스템(RIAS)
동연사업단

1983년 4월부터 실시

1992년 5월 완료

JB. 4
컴퓨터화한 장박검사 수속의 확립을 한 시

설 벨의 표 화기록․보고 시스템의 개발
일본원자력연구소

1985년 7월부터 실시

1991년 2월 완료

JB. 5 공개정보의 제공 핵물질 리센터 1999년 10월부터 실시

JB. 6 상업 성 화상분석  사진해석지원 우주개발사업단
2001년 11월부터 실시

2003년 1월 완료

JB. 7
SPRICS(  IAEA 보장조치지원계획에 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선
문부과학성 2005년 5월부터 실시

JB. 8
IAEA의 성화상분석기술자에 한

특별연수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
2006년 2월부터 실시

일본과 IAEA의 JASPAS Task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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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 9
IAEA에서의 특별연수실시시 성화상 분석

용 소 트웨어 등의 제공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
2006년 2월부터 실시

JC

측 정 방 법

과

기술

JC. 1 일 트로 마노메터 시스템 동연사업단

1981년 11월부터 실시 

1982년 7월 종료

routine use에 이행

JC. 2  K엣지법에 의한 루토늄 농도측정 시스템 동연사업단

1981년 11월부터 실시 

1982년 7월 종료.

routine use에 이행

JC. 3 
고분해능 γ스펙트로미터에 의한 루토늄 

동 체 분석시스템
동연사업단

1981년 11월부터 실시

1989년 6월 완료

JC. 4 
진히드법에 의한 시료수거  분석기술의 

개발

동연사업단/

핵물질 리센터

1982년 4월부터 실시

1990년 1월 완료

JC. 5 「조요」사용후연료의 음 검인법의 개발 동연사업단
1984년 7월부터 실시

1990년 5월 완료

JC. 6 배 의 UF6의 농축도 측정법의 개발 동연사업단

1984년부터 실시

routine use에 이행

1996년 4월에 완료

JC. 7 
보장조치 수거시료의 자동차량

샘 링 시스템
동연사업단

1985년 7월부터 실시

1990년 1월 완료 

routine use에 이행

JC. 8
인라인 농축도 모니터의 개발 동연사업단

1985년 7월부터 실시

1991년 5월 완료

JC. 9 샘 볼트 의 우라늄 농축도 측정기술 개발 동연사업단
1986년 6월부터 실시

1992년 5월 완료

JC. 10
가스 원심분리 농축공장에 의한 회수 우라늄 

원료의 측정기술의 조사
동연사업단

1986년 6월부터 실시

1995년 5월 완료

JC. 11
인풋 용해용액의 우라늄과 루토늄의 비

과측정시스템
동연사업단

1991년 5월부터 실시

1997년 5월 완료

JC. 12 개량형 체 코 시인 장치 시스템 도쿄 력(주)
1992년 9월부터 실시

1993년 5월 완료

JC. 13 액체폐기물 의 루토늄의 분석 동연사업단

1993년 4월부터 실시

1995년 4월 종료.

1998년 5월부터 실시

2002년 1월 완료

JC. 14
RRP의 입량계량조 목업을 사용한 용량검인 

기술의 연구
핵물질 리센터

1995년 10월부터 실시

2003년 7월 완료

JC. 15
시설자측의 용액을 사용한 재 교정의 수법에 

의한 물을 이용한 탱크의 교정의 실증
일본원자력연구소

1997년 11월부터 실시

2003년 7월 완료

JC. 16
LASTAC 시험에 한 독립된 데이터 수집과 

평가
핵물질 리센터

1998년 11월부터 실시

2001년 7월 완료

JC. 17 온사이트라보에의 개량형 DA수법 핵물질 리센터
1999년 2월부터 실시

2001년 7월 종료

JC. 18 환경 네트워크라보의 고품질화 일본원자력연구소
1999년 10월부터 실시

2003년 2월 완료

JC. 19
고 벨액체폐기물의 검인측정을 한 육가

루토늄 분 도계

핵연료사이클

개발기구

2001년 4월부터 실시

2005년 12월 완료

JC. 20
네트워크분석소의 환경샘 링 계획을 한 

분석기술개발에 한 지원

일본원자력

연구개발기구
2004년 12월부터 실시

JD

입/감시

기술

JD. 1 자실  원격 모니터링시스템의 개발

과학기술청/

동연사업단/

핵물질 리센터

1981년 11월부터 실시

1990년 5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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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 2 사용후연료 수입구역에 한 감시시스템 동연사업단
1981년 11월부터 실시

1982년 7월 완료

JD. 3 
포털 모니터와 조합에 의한 입․감시 시스

템
일본원자력연구소

1981년 11월부터 실시

1996년 9월 완료

JD. 4 자동검증기능부 이버옵틱실 일본원자력연구소
1981년 11월부터 실시

1999년 5월 완료

JD. 5 서피스․실(열수축성 필름실) 동연사업단
1981년 11월부터 실시

1991년 5월 완료

JD. 6 ELMO 8mm 서베이랜스 카메라의 개발 동연사업단
1982년 4월부터 실시 

1984년 7월 완료

JD. 7 
콤팩트비디오 감시 시스템의 개발 

“COSMOS”의 개발
일본원자력연구소

1983년 4월부터 실시

1996년 9월 완료

JD. 8
연료이동 풀 R0-108에 한 CCTV 감시시스

템
동연사업단

1983년 4월부터 실시

1988년 3월 완료

JD. 9 
루토늄 자동 장고에 한 확장 인/감시

시스템
동연사업단

1983년 4월부터 실시

1987년 6월 완료

JD. 10 사용후연료 동정 시스템의 개발 력 앙연구소
1983년 4월부터 실시

1987년 6월 완료

JD. 11 
보장조치목 에 사용 가능한 시 의 학․ 

자․자기기록기기의 조사
일본원자력연구소

1984년 7월부터 실시

1987년 6월 완료

JD. 12 신 MOX 시설용 원격 감시시스템 동연사업단
1985년 7월부터 실시

1992년 5월 완료

JD. 13 비디오정지 화상검인 보조장치 일본원자력연구소
1986년 6월부터 실시

1993년 5월 종료

JD. 14 
CFA 보터블모니터  페네트 이션 모니터

의 오센티 이션
일본원자력연구소

1989년 8월부터 실시

1996년 9월 완료

JD. 15 고속로 사용후연료풀에 의한 게이트모니터 동연사업단
1989년 10월부터 실시

1997년 5월 완료

JD. 16 
입감시의 기기  기술의 새로운 개발에 

한 세미나
일본원자력연구소

1992년 10월에 실시

(완료)

JD. 17 
로카쇼 재처리공장을 한 종합형 사용후연

료 집합체검인 C/S 시스템
핵물질 리센터

1995년 6월부터 실시

2004년 7월 완료

JD. 18 장기 냉각 사용후연료의 검인의 측정장치 간사이 력(주)
1996년 2월부터 실시

1997년 8월 완료

JD. 19 
HTTR에 한 비입회 사용후연료

감시시스템

일본원자력

연구개발기구

1996년 6월부터 실시

( 기 )

JD. 20 
로카쇼 재처리시설을 한 베드엔드 검인  

C/S 시스템의 통합
핵물질 리센터 1998년 10월부터 실시

JD. 21 가격 포터블/백업․디지털․카메라 개발 핵물질 리센터
1999년 10월부터 실시

2002년 7월 종료

JD. 22 로카쇼 MOX 장구역의 보장조치 기기 핵물질 리센터 1999년 10월부터 실시

JE

트 이닝

  

문가의

견

JE. 1
핵물질 계량 리 국내제도에 한 지역내 트

이닝코스의 개최
과학기술청

1985년 3월에 개최

(완료)

JE. 2 문가의 견 동연사업단
1984년 2월부터 실시

1995년 3월 완료.

JE. 3 
제2회 핵물질 계량 리제도에 한 지역내 

트 이닝코스의 개최
과학기술청

1987년 10월에 개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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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 4 코스트 리 문가의 견 과학기술청
1988년 4월부터 실시

1990년 4월 완료

JE. 5 코스트 리 문가의 견

과학기술청

미츠비시

원자력연료(주)

1987년 5월부터 실시

1989년 3월 완료

JE. 6 코스트 리 문가의 견 일본원자력연구소
1988월 3월부터 실시

1988년 8월 완료

JE. 7 코스트 리 문가의 견 과학기술청
1990년 1월부터 실시

1991년 3월 완료

JE. 8 코스트 리 문가의 견 일본원자력연구소
1990년 9월부터 실시

1991년 1월 완료

JE. 9 코스트 리 문가의 견 과학기술청
1991년 2월부터 실시

1992년 3월 완료

JE. 10 코스트 리 문가의 견 과학기술청
1992년 1월부터 실시

1993년 3월 완료

JE. 11 코스트 리 문가의 견 과학기술청
1993년 2월부터 실시

1994년 3월 완료

JE. 12 코스트 리 문가의 견 과학기술청
1994년 3월부터 실시

1995년 3월 완료

JE. 13 코스트 리 문가의 견 과학기술청
1995녀 2월부터 실시

1996년 3월 완료

JE. 14 코스트 리 문가의 견 동연사업단
1995년 2월부터 실시

1996년 9월 완료

JE. 15
제4회 핵물질 계량 리제도에 한 지역내의 

트 이닝코스의 개최
과학기술청

1995년 11월에 개최

(완료)

JE. 16 코스트 리 문가의 견 동연사업단
1996년 3월부터 실시

1998년 5월 완료

JE. 17 코스트 리 문가의 견 과학기술청
1996년 4월부터 실시

1998년 3월 완료

JE. 18 코스트 리 문가의 견 동연사업단
1996년 7월부터 실시

1998년 3월 완료

JE. 19 코스트 리 문가의 견
핵연료사이클

개발기구

1998년 2월부터 실시

2000년 3월 완료

JE. 20 코스트 리 문가의 견 과학기술청
1998년 1월부터 실시

2000년 3월 완료

JE. 21 코스트 리 문가의 견
핵연료사이클

개발기구

1998년 3월부터 실시

2000년 4월 완료

JE. 22 코스트 리 문가의 견 과학기술청
2000년 2월부터 실시

2003년 3월 완료

JE. 23 코스트 리 문가의 견
핵연료사이클

개발기구

2000년 2월부터 실시

2002년 7월 완료

JE. 24 코스트 리 문가의 견
핵연료사이클

개발기구

2000년 2월부터 실시

2001년 10월 완료

JE. 25 코스트 리 문가의 견
핵연료사이클

개발기구

2001년 9월부터 실시

2003년 10월 완료

JE. 26 SSAC에 한 트 이닝코스의 개최 일본원자력연구소
2002년 11월~12월

개최 (완료)

JE. 27 코스트 리 문가의 견 문부과학성 2003년 7월부터 실시

JE. 28 코스트 리 문가의 견
핵연료사이클

개발기구

2003년 9월부터 실시

2005년 8월 완료

JE. 29 코스트 리 문가의 견 핵연료사이클 2005년 2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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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구

JE. 30 코스트 리 문가의 견
일본원자력

연구개발기구
2005년 7월부터 실시

JU

엄 라

․태스크

JU-1
로카쇼 재처리시설에 한 IAEA/일본 온사

이트라보의 기술지원
문부과학성 2001년 4월부터 실시

주) 실시기 의 명칭은 실시 당시의 명칭 로 하고, 실시기간 에 명칭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로 이용하는 것으로 했다. 과학기술청은  문부과학성, 동연사업단

은 동력로․핵연료 개발사업단의 약자로,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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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미일 재처리교섭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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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일 재처리교섭 공동성명(1977년 9월 12일)

Ⅰ

도카이 재처리시설(이하 「본 시설」이라고 한다)을 1968년 2월 26일의 원자

력의 비군사  이용에 한 력을 한 일본정부와 아메리카 합 국 정부와의 

정(개정을 포함.)에 따라 운 하는 것에 한 일본국 정부와 아메리카 합 국 

정부와의 교섭은 도쿄에서 1977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행해졌다. 일본 

측 수석 표는 우노 소스  국무 신 과학기술장 겸 원자력 원회 원장, 합

국 측 수석 표는 쉐라드․스미스 핵불확산문제 특별 표겸 이동 사 다. 

본 교섭은  회기를 통하여 솔직하고 우호 인 분 기에서 행해졌다.

Ⅱ

합 국은 원자력의 개발이 일본국의 에 지상 안 보장  경제발 에 있어

서 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합 국은 일본국의 원자력의 평화이용이 계속 

발 하는 것을 강하게 지지한다. 합 국은 증식로의 연구개발 계획을 포함하는 

일본국의 장기 원자력 계획이 해되지 않는 것을 보증하는 목 에서 일본국과 

력할 용의가 있다. 합 국은 천연 우라늄  농축 우라늄의 공 을 보증하

기 한 구상을 확립하기 한 일본국 외의 국가와 력할 용의가 있다. 합

국은 그 정책이 원자력의 평화이용의 분야에서 일본국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

는 것을 확인한다.

일본국  합 국은 핵연료 사이클  루토늄의 장래의 역할을 평가하기 

해 력한다. 양국은 루토늄이 핵확산상 한 험성을 갖는 것으로, 경

수로에서의 리사이클은 시 에서는 상업이용의 단계가 아니며, 시기상조인 

상업화는 피해야만 한다 견해를 공유한다. 양국은 한 고속증식로  이 외의 

신형 원자로에 한 연구개발용의 루토늄의 분리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이것

에 걸리는 목 을 한 실제의 루토늄의 필요량을 과하는 것이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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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견해를 공유한다.

일본국  합 국은 경수로에의 루토늄의 상업이용에 한 결정을 어도 

향후 2년간 계속하며, 상되는 국제 핵연료 사이클 평가계획(INFCEP)의 사이, 

연장할 의도를 갖는다. 일본국은 이 기간  수 킬로그램의 루토늄을 이용한 

련의 연구개발 작업을 행할 계획이다. 한 일본국  합 국은 상기의 기간 

 루토늄 분리를 한 새로운 재처리시설에 한 주요한 조치는 취하지 않

는다는 의도를 갖는다. 이 이후에는 각 시설에 한 결정을 행할 때에 양국은 

사용후연료의 장 가능성  그 외 재처리에 신하는 기술   제도 인 

체책을 포함하는 INFCEP의 결과를 고려할 의도를 갖는다.

Ⅲ

양국 정부는 긴 하고 실 인 문제   핵확산방지상 가능한 한 효과가 

있는 연료 사이클을 견출하고 싶다고 하는 양국 정부의 희망을 고려하여, 본 

시설의 운 은 2년 당 기간, 일본국의 계법령에 따라 다음의 원칙을 지침으

로 한다는 이해에 달했다. 

1. 본 시설은 미국산 사용후연료에 하여 99톤까지 처리한다. 이 사용후연

료의 부분은 시설이 설계 로 완성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고, 일본의 계약상 

보증된 권리를 확보하기 해 기정방식에 의해 처리된다. 이 사용후연료의 약

간 부분은 아래의 제 4항에 기록되어 있는 혼합추출법의 실험을 해 사용된

다.

2. 일본국은 당 의 운 기간 , 본 시설에 부설될 정의 루토늄 환시

설의 건설을 연기할 의도를 갖는다.

3. 합 국은 신형 원자로의 연구개발을 한 일본국의 루토늄 필요성을 매

년 일본국과 고려할 의도가 있으며, 한  항에 언 된 루토늄 환시설의 

건설의 연기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루토늄의 부족도 일본국의 계획에 불필요

한 지연을 래하는 것을 보증하는 방법을 탐구할 의도가 있다.

4. 기정방식에서 본 시설 주된 부분이 가동하고 있는 사이, 본 시설 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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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비(OTL)  다른 시설에 있어서 혼합추출법의 실험이 행해진다. 상기 

실험 작업의 결과는 「사용하고 버리는」연료 사이클과 같은 정도의 핵확산방

지상의 효과가 있는 연료 사이클을 견출한다고 하는 INFCEP의 노력을 지지하

기 해, INFCEP에 제공된다.

5. 당 의 운 기간이 종료한 시 에서 만약 운 시험 시설에서의 실  작업

의 결과로서 다시 INFCEP의 결과에 비춰, 혼합추출법이 기술 으로 실행가능

하고, 효과 이라고 양국 정부가 합의하지 않으면 본 시설의 운 방식은 재래

의 재처리법에 면 인 혼합추출법으로 빨리 변경된다. 본 시설이 필요한 변

경은 비용과 시간의 늦음이 이것들의 원칙의 목 을 달성하면서 최소한 멈춰지

며, 본 시설의 운 이 혼합추출법에서 빨리 개시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행해진다.

6. 국제원자력기 (IAEA)은 해당하는 재  장래의 국제 력에 따라 본 

시설에서의 상시 사찰을 포함하는 보장조치를 용할 기회를 충분히 다. 일

본국은 본 시설에서의 세이  가더빌리티  핵물질 방호조치를 개선하는 의향

을 갖고,  이 목 을 해 개량된 보장조치 련기기의 시험을 해 IAEA와 

력하고, 당 기간  걸리는 련기기의 사용을 용이하게 한 때에 비

할 용의가 있다. 합 국은 합의된 수단에 의해 이 보장조치의 시험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 일본국  합 국은 이 시험계획의 실시를 용의하게 하기 해 

조속히 IAEA와 의를 행한다. 이 보장조치의 시험의 결과는 INFCEP에 제공

된다.

Ⅳ

상기의 이해, 원칙  의도에 근거하여, 일본국의 핵불확산 조약에 한 변

치 않는 지지  동 조약 의 보장조치에 한 일본국의 약속, 취 되는 루

토늄량이 한정되어 있는 것, 공정이 주의 깊게 감시된 실험  성격의 것인 , 

한 IAEA에 의한 효과 인 보장조치의 동 정의 제 11조의 규정이 합 국에

서 수령한 99톤을 한도로 하는 연료자재를 포함하는 조사를 받은 연료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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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설에서 재처리하는 것에 효과 으로 용된다는 공동결정이 행해졌다.

일본국  합 국은 정기 으로 는 일방의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상기의 

사항의 실시  양국 간의 력 정에 련되는 다른 어떠한 사항에 해서도 

의한다.

합 국산의 특수 핵물질의 재처리에 한 공동결정

1977년 9월 12일 발표된 일본국 정부  아메리카 합 국 정부의 공동성명

에서 진술된 이해, 원칙  의도에 근거하여, 일본국의 핵병기의 불확산에 한 

조약에 한 변치 않는 지지  동 조약 의 보장조치에 한 일본국의 약속, 

취 되는 루토늄의 양이 한정되어 있는 것, 공정이 주요 깊게 감시된 실험  

성격의 것인 , 한 IAEA에 의한 효과 인 보장조치의 용의 규정  개량

된 보장조치의 실험의 규정을 거울삼음.

1. 일본국 정부  아메리카 합 국 정부는 여기에 1968년 2월 26일의 원자

력의 비군사  이용에 한 력을 한 일본국 정부와 아메리카 합 국 정부

와의 정(개정을 포함.) 제 8조 C항에 근거, 동 정 제 22조의 규정이 합 국

에서 수령한 99톤을 한도로 하는 연료 자재를 포함하는 조사를 받은 연료요소

를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의 도카이시설에서 재처리하는 것에 효과 으로 

용된다는 공동결정을 행한다.

2. 보장조치가 퓨 스 재처리시설 일반에 효과 으로 용되는지 여부에 

한 결정은 여기에는 행하지 않는다.

3. 상기 정 제 11조의 규정이 특수 핵물질 는 조사를 받은 연료요소에 

있어서 상기 제 1항에 들어진 조사를 받은 연료요소를 넘는 재처리 는 그 외

의 형상 혹은 내용의 변경에 하여 효과 으로 용되는지에 하여 동 정 

제 8조 C항에 근거하여 향후 결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는 어떠한 변경도 없

다. 따라서 만약 상기 시설의 운 방식이 면 인 혼합추출법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합 국은 혼합추출법에 의한 운 의 범   성격에 한 합 국의 

법률 요건  방의 합의에 따라서 정 인 공동결정을 행할 용의가 있다.

197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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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정부를 해 아메리카 합 국정부를 해

宇野宗佑(우노 소스 ) 제라드․C․스미스

東鄕文彦(도고 후미히코) 로버트․W․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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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일 재처리교섭 공동성명(1981. 10. 31)

Ⅰ

1981년 5월 8일의 공동성명 제 14항에서 스즈키 총리 신과 이건 통령

이 진술한 것은 다음과 같다. 양자는 「…핵병기의 확산방지의 사  요성

을 생각하여, 이를 한 국제 인 노력을 추진하여 갈 필요가 있는 것을 재확

인했다. 한편 양자는 세계의 증 하는 에 지 수요에 응하기 해서는 

한 보장조치 하에서 향후  원자력에 부여될 역할이 확 되어야 하며, 일미 

양국이 원자력 평화이용의 진을 해 한층 력해야 할 특별의 책무를 갖고 

있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봤다. 이에 련하여 통령은 일본에 있어서 재처

리가 특히 요하다는 총리 신의 견해를 지지했다. 총리 신과 통령은 이에 

도카이 재처리공장의 운 계속  새로운 재처리시설의 건설 등의 안사항의 

조 하고 항구 인 해결을 도모하기 해 양국 정부가 빨리 의를 개시해야하

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Ⅱ

이것에 입각하여, 일미 양국 정부의 표자는 도카이 재처리시설(이하 「도

카이시설」이라고 한다.)을 1695년 2월 26일의 원자력 비군사 이용에 한 

력을 한 일본국 정부와 미국 아메리카 합 국 정부와의 력(개정을 포함)(이

하 「 력 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운 하는 것  그 외의 상호 심이 있

는 사항에 하여 토론을 행했다.

Ⅲ

1. 일본국 정부  아메리카 합 국 정부는 양국의 에 지 안 보장  경제

발 에 있어서의 원자력의 평화이용의 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이 부분에서 

지속 이고 충분한 력을 행할 의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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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메리카 합 국 정부는 일본국에 있어서의 재처리의 특별 요성을 충분

히 인식하고, 이것과 련하여 일본국에서 도카이 재처리시설의 계속 운   

정되어 있는 새로운 재처리시설의 건설이 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3. 일본국 정부는, 합 국은 「…발 된 원자력계획을 갖고, 핵확산의 험이 

없는 국가에 있어서 민간의 재처리  고속증식로 개발을 지한다거나 혹은 

억제하지 않는다.」라는 1981년 7월 16일의 이건 통령 성명에 표명되고 있

는 아메리카 합 국 정부의 자세를 환 한다.

4. 양국 정부는 각각의 국가에 있어서 원자력의 평화이용을 진하고, 원자

력이용의 분야에서 상호 력하며, 한 핵폭발물의 확산을 방지함에 있어서 

국제 핵연료 사이클 평가의 결론  소견을 고려하는 의도를 갖는다.

5. 이것과 련하여 아메리카 합 국 정부는 핵병기의 불확산에 한 조건에 

한 변치 않는 지지  핵폭발물의 확산방지를 한 각종 국제  력에 한 

큰 공헌을 포함하는 일본국의 확고한 핵확산방지 정책을 높게 평가한다.

6. 아메리카 합 국 정부는 한 도카이시설에 한 보장조치의 용을 개선

하기 해 일본국이 지 까지 국제 원자력기 과 력하면서 행해온 특단의 노

력을 평가한다. 이 노력은 재처리시설에 한 보장조치의 용에 하여 귀

한 경험이 되는 것이다.

7. 양국 정부는 재처리시설에서 분리된 루토늄에 한 보장조치의 효과

인 용을 매우 시한다. 따라서 양국 정부는 IAEA 보장조치 활동의 개선을 

해 IAEA와 력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한다. 양국 정부는 한 각각의  

IAEA 기술지원 계획을 통하여 상호 으로, 한 다른 계국과 향후에도 력

하여 갈 의도를 갖는다.

8. 이에 련하여 일본국 정부는 일본 국내의 재처리시설, 루토늄 환시

설, 루토늄 연료가공시설  루토늄 장시설이 IAEA 보장조치의 효과

이고 효율 인 용을 용이하도록 설계를 권장할 용의가 있다. 일본국 정부는 

이 목 을 추진하기 해 IAEA와 력할 용의가 있다.

9. 양국 정부는 국제 루토늄 장시스템과 같은 핵폭발물의 확산방지에 효

과 인 제도의 설립을 목표로 노력할 의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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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 국으로부터 수령한 연료 자재를 포함하는 조사를 받은 연료요소의 

재처리를 해 장기 으로 취한 결정의 작성과의 련에서, 한 보장조치의 

개선을 해 공동 력의 일환으로서 일본국 정부는 정되어 있는 새로운 재

처리시설에 해 아메리카 합 국 정부와 당히 의견교환을 행할 의도를 갖는

다.

11. 일본국은 범 한 루토늄 사용에 련한 핵확산의 험을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에서 한 고려를 하고, 경수로에 한 루토늄․리사

이클에 한 연구개발 활동을 향후에도 지속 으로 실시해 갈 의도를 갖는다.

Ⅳ

1. 도카이시설에서는 합 국에서 수령한 연료자재를 포함하는 조사를 받은 

연료요소를 동 시설의 설계상의 재처리능력(연간 210톤의 연료자재)의 범  안 

에서 재처리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다.

2. 일본국의 법령에 따라 운 되는 도카이시설의 운 을 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A. 일본국 정부는 별도, 서간에서 진술한 로 일본국 정부와 IAEA와의 사

이의 보장조치 정에 따라, 상시 사찰을 포함, 도카이시설에 한 보장조치의 

효과 이고 효율 인 용의 기회를 향후에도 IAEA에게 충분하게 부여할 용의

가 있다. 실행 가능한 경우, 보장조치의 실시를 향후에도 개선하여 갈 용의가 

있다.

 B. 도카이시설에서 분리된 루토늄은 특히 일본국의 원자력 연구개발 계획 

상의 요청에 비춰 실용상 가장 높은 루토늄비로, 도카이의 루토늄 환시

설에서 혼합 산화물로 환시킨다. 일본국은 1981년 10월 30일의 공동결정  

종 의 공동결정의 상이 된 연료자재에서 얻어진 혼합산화물을 일본국의 고

속증식로  신형 환로 연구개발 계획용으로 사용할 의도를 갖는다.

Ⅴ

1. 양국정부는 력 정에 련되는 어떠한 사항에 해서도 정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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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정부의 요청에 의해 향후에도 지속 으로 의를 행할 것을 재확인한

다.

2. 기의 공동성명 에서 스즈키 총리 신  이건 통령이 언 하고 

있는 「항구  해결」을 달성하기 해서 양국 정부는 가능한 한 조기에, 1984

년 12월 31일 이 에 장기 이고 견 가능하고 신뢰성이 있는 기  에서 각

각의 국가에 한 원자력 평화이용을 한층 진하는 모양으로 력 정의 규정

을 실시하기 한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계약을 작성하는 작업을 완료한다는 

의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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