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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비확산 관련 주요 약어 목록】
ABACC

Argentine-Brazilian Agency for Accounting and Control Nuclear
Materials (아르헨티나-브라질 간 핵물질 계량 및 통제기구)

AG

Australia Group (호주그룹)

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생물화학무기금지협약)

CD

Conference on Disarmament (제네바 군축회의)

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對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전면핵실험금지조약)

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화학무기금지협약)

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유럽원자력공동체)

FMCT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핵무기급 분열성물질 생산금지조약)

FSS

Full-Scope Safeguards (전면 안전조치)

HEU

Highly Enriched Uranium (농축우라늄)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미사일)

LEU

Low Enriched Uranium (저농축우라늄)

LTBT

Limited Test Ban Treaty (제한적핵실험금지조약) *PTBT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기술 통제제도)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핵확산금지조약)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원자력규제위원회, 미국)

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s (소극적안전보장)

NSG

Nuclear Suppliers Group (원자력공급국그룹)

NWFZ

Nuclear Weapons Free Zone (비핵지대)

OPCW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화학무기금지기구)

PTBT

Partial Test Ban Treaty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 LTBT

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전략무기제한협상)

SQ

Significant Quantity (유의량)

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전략무기감축조약)

TPNW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핵무기금지조약)

TTBT

Threshold Test-Ban Treaty (지하핵실험금지조약)

UNIDIR

UN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 (유엔군축연구소)

ZC

Zangger Committee (쟁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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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독일에서 핵분열이 발견되고 독일 정부가 비밀리에 우라늄 프
로젝트를 가동하는 것이 알려지고, 일부 물리학자들이 동 프로젝트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자 1939년 1월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에 일군
의 물리학자들이 모여 핵무기에 반대하는 윤리적 전통을 확립하고자
했다.1 이들은 핵무기 개발 반대 의견을 집약하고자 했으나 회합은 결
국 결렬됐다. 1939년 히틀러가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2차 세계대전
을 일으키자 히틀러의 광기에 공포감을 가진 과학자들이 핵무기 금지
를 주저했다. 오히려 이들 중 일부 과학자들은 정치인들을 부추겨 핵폭
탄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과 연구소를 건설하자고 영국과 미국 정부를
설득했다. 1944년 독일에 핵무기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미국
로스앨러모스 과학자들은 핵무기 연구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이후 핵
무기 개발의 역사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비극으로 이어

1

 지워싱턴 대학교의 물리학자 회의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회의로, 동 회의는
조
핵분열이 발견되기 오래 전에 조지 가모프(George Gamov, 1904-1968)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1939년 회의가 있기 두 주 전에 유럽에서 핵분열을 발견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가모프는 신속하게 회의 의제를 핵분열로 상정, 역사상 최초로 원자의 핵분
열이 공개 석상에서 설명되고 원자폭탄이 야기할 수 있는 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
졌다. 상세한 내용은 Freeman Dyson, 『The Scientist As Rebel』 (New York, NY: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2006), pp.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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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게 역사의 순리이다.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는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이 오랜 진통 끝에 2021년 1월

22일 공식적으로 발효됐다.2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전문(前
文)과 20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동 조약은3 유엔 회원국의 60%인 122

개국 찬성으로 앞서 2017년 7월 7일에 채택됐다. 50개국이 비준하
면 90일 후에 발효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22일 0시부터 법
적 효력이 발생했다.4 2010년에 개최된 핵확산금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의 재검토회의(Review
Conference)’의 최종문서(final document)5에서 촉발된 TPNW는 지

구상의 모든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보유·사용뿐만 아니라, 핵보유
국들이 다른 핵미보유국들에 대해 ‘핵우산’ 제공까지도 금지한 최초의
법률문서이며, 세계 모든 국가들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6

2 동
 조약은 핵무기비보유국들의 노력 못지않게 국제적십자사(ICRC)와 핵무기철폐국
제캠페인(ICAN)의 헌신적 노력에 영향을 받았다.
3 영어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 『UN General Assembly』 2017/07/17,https://treaties.
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XXVI-9&chapter=26 (검
색일: 2021.07.05)
4 50번째 비준에 참여한 국가는 2020년 10월 서명한 온두라스였다.
5 Shannon N. Kil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SIPRI Yearbook
2018: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p.307-308.
6 2000년 5월 21일 제6차 NPT 5년 평가회의(NPT Review Conference)에서 5대 핵
강국들은 핵무기의 분명한 제거(unequivocal elimination of nuclear arms)에 처음으
로 합의를 하였다. 당시 핵강국들은 “핵무기의 전면 제거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분명한 약속”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브라질, 이집트, 아일랜
드, 아르헨티나, 멕시코, 뉴질랜드, 남아공, 스웨던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의제를 위
한 연합(New Agenda Coalition)에 참가한 국가들이 애매한 표현에 강력히 반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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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고민과 궁리를 압축적으로 집약한 핵무
기금지조약은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s, NSA)7
까지 준수하기를 촉구하고 있기에 국제법과 글로벌 핵안보 및 핵비확
산 정책에 있어 기념비적인 성과물이다.8 필자는 그래서 핵무기금지조
약을 주도한 세력들을 ‘핵비확산계의 공익요원’으로 부르기를 주저하
지 않는다. 이들이야말로 ‘핵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마중물 역할을 한
집단이다. 이외에, 기존 NPT9 체제가 불공정하고, 핵확산(특히 수직적
핵확산)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따라서 TNPW

는 NPT 체제에 대한 반동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한편, 생물무기협약(1972년)과 화학무기협약(1993년)과 같이 특정 무
기류의 전면적 금지에서 진일보한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보유 예외를 인
정한 기존 NPT와는 달리 핵무기 자체를 비인도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불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TPNW와 NPT 모두 핵비확

조약상 의무로 만드는 것을 뜻하는 완전제거로 할 것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이삼성, 『세계와 미국: 20세기의 반성과 21세기의 전망』 (서울: 한길사,
2001), p.451.
7 1978년 UN 군축특별총회에서 5대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미사용을 약속한  UN 안보리 이사국이 모두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점에서 적극적 안
전보장(Positive Security Assurances, PSA)에 의한 보장이 불확실하고 내용도 막연
하여 핵무기 비보유국들이 더욱 확실한 개별적 핵 안전 보장을 요구한 결과였다.
8 참고로 1963년의 대기권 내 핵실험금지법은 과학경쟁의 종료를 알렸으며, 1970년
대의 탄도요격미사일협정(Anti-Ballistic Missile Treaty, ABM)과 전략무기제한회담
(Strategic Arms Limitation  Treaty, SALT)은 군비경쟁의 종식을, 그리고 1980년대
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START)은 정치경쟁의 종료
를 선언한 셈이다.
9 NPT는 1958년 아일랜드의 외무장관 에이켄(Frank Aiken)이 처음으로 제기, 이후 전
문 11개 조항으로 1968년 국제사회에 공개되었으며, 1970년 3월 5일 유엔에 의해 발
효됐다. 한국도 1968년에 NPT에 서명, 1975년 3월에 국회 비준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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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보고 있음은 틀림없다. 이를테면, 모여서 숲(핵
비확산)이 되는 나무는 그 자체에 숲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이치와 다

르지 않다.
TPNW 발효 자체가 국제 핵비확산레짐 측면에서 볼 때 괄목할만한 성
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핵무기 강대국들의 미온적 반응
으로 말미암아 실제 핵무기 개발, 실험, 나아가 최종적으로 완전 폐기
로 이어질지 그 이행 전망은 밝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일례로, TPNW가
기존 NPT의 불평등적인 내용과 핵보유국들의 이행성과가 지지부진하
자 이에 불만을 가진 비핵보유국들 중심으로 마련된 까닭이다. 이에 반
해, TPNW를 반대하는 국가들은 동 조약이 오히려 NPT의 역량을 저하
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10
현실주의 이론에서는 평화가 지속되는 기간은 이전의 전쟁에서 회복
하는 기간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전쟁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본다. 이
런 이유로 현실주의자들은 군축을 통한 국제협력이 일시적으로 효과
를 발휘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실패할 것으로 전망한다. 왜냐하
면 군축이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11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
다. 일각에서는 핵무기 강국들이 핵무기 금지라는 세계사적 담론의 의

10 N
 PT 체제 내 공식적 핵무기 보유국 5개국과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인도, 파키스
탄, 이스라엘, 북한) 등 9개국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외에, NATO 국가들과 일
본, 한국 등 핵보유국의 ‘핵우산’ 제공을 받는 대부분의 국가들도 참여하지 않았다.
11 허즈(John H. Herz)가 처음으로 소개한 안보딜레머 개념은 저비스(Robert Jervis)에
의해 정교화, 체계화됐다. Rober Jervis,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 Vol. 30, No. 2 (January 1978), pp.167-174; Robert Jervi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pp.5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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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TPNW를 ‘야심찬 문서’(aspirational
document)로 폄하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비확산조약들의 네트워크’(a network of treaties)라는 글로벌 핵비확
산 차원에서 재조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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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핵무기금지조약 경과와 쟁점

1. 핵무기금지조약 경과
핵무기금지조약(TPNW)은 국가들뿐만 아니라 정부 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와 시민단체(civil society)가 함께 만들

어낸 핵무기 감축 관련 기념비적 성과물(landmark achievement)이
다. 국제기구와 시민단체들은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관한 정
부 간 국제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the 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를 여러 차례 개최하면서, 마지막으로

2014년 12월 비엔나 회의에서 오스트리아가 ‘핵무기의 금지와 폐기
를 위한 법적 흠결을 메우기 위해 노력할 것’ 및 ‘핵무기의 위험에 비추
어 핵무기의 금지와 폐기를 위해 협력할 것’을 천명하였다. 오스트리아
의 대외적 약속은 ‘핵무기의 금지와 폐기를 위한 인도주의적 약속’(the
Humanitarian Pledge for the Prohibition and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으로서 국제화되었고, 마침내 2015년 12월 7일에 ‘유엔총

회 결의 70/48’로서 채택되는 커다란 결실을 맺었다.
유엔총회는 다자적 핵군축협상의 진전을 위하여 ‘최종일을 정해두지
않은 실무그룹’(Open-ended Working Group, OEWG)을 설치, 2016
년 2월과 5월 및 8월 제네바에서 동 실무 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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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핵무기비보유국들만이 참석하였으며, 많은 이견들이 노정되기도
하였다. 특히 2016년 5월의 회합에서 10개의 핵무기비보유국은 핵무
기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협상을 2017년부터 시작
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워킹페이퍼(working paper)를 공동으로
제출하였다. 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무기비보유 회원국들
과 한국・오스트레일리아・일본 등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는 국가들은
핵무기 금지를 점진적으로(step-by-step) 접근하기를 선호하는 입장
을 보이면서 여타 핵무기비보유국들의 제안에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12
이어 유엔총회는 2016년 12월에 ‘다자적 핵군축 협상을 위한 진일
보’(taking forward multilateral nuclear disarmament negotiations)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였다.13 결의 내용은 2017년에 핵무기의 완전 제
거(total elimination)를 법적으로 구속력을 담보하도록 회의체 소집을
담고 있다. 동 회의는 2017년 3월 21-27, 6월15부터 7월 7일까지 2
차례 걸쳐 만장일치를 목표로 개최되었으나 네덜란드가 비준 조문을
두고 투표 개최를 요구, 찬성 122, 반대 1(네덜란드), 기권 1(싱가포르)
로 채택됐다. 그 결과 핵무기금지조약은 유엔총회 기간 중인 2017년 9
월 20일 개별 국가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2017년
3월 1주일 동안 1차 비준 초안을 두고 회람을 진행, 동년 6월 16일에
협상을 재개키로 결정하였다.

12 단계적 접근은 CTBT를 발효하고, 나아가 핵무기 물질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13 『UN General Assembly』, 2016/12/23, “Taking Forward Multilateral Nuclear
Disarmament Negotiations, A/RES/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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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NW 관련 주요 일지】
날짜

내용

2010.05.03-28

2010 NPT 검토회의(Review Conference)에서 핵무
기 사용의 참상(humanitarian consequence)를 인지
(acknowledge)

2013.03.04-05

핵무기 사용의 영향에 관한 회의가 최초로 개최
(노르웨이, 오슬로)

2014.02.13-14

핵무기 사용의 영향에 관한 2차 회의 개최(멕시코, Nayarit)

2014.12.08-09

핵무기 사용의 영향에 관한 최종 회의 개최
(오스트리아, 비엔나)

2014.12.09

129개국, Humanitarian Pledge 동의, NPT 6조 준수 촉구 및
핵무기 사용의 위험을 줄이는 임시 조치

2015.10.29

유엔총회 1차 위원회, OEWG 신설 통과
(찬성 135, 반대 12, 기권 33)

2016,02.22-26

1차 OEWG 개최(스위스, 제네바)

2016.05.02-04,
2차 OEWG 개최(스위스, 제네바)
05.09-13
2016.08-16-19 3차 OEWG 개최(스위스 제네바). 최종보고서 채택
2016.10.27

The First Committee, 2017년 TPNW 협상개시를 알리는
결의안 채택

2017.03.27-31

TPNW 관련 1차 협상 개최(미국, 뉴욕)

2017.05.22

TPNW 1차 초안 제출

2017.6.15-7.7

TPNW 2차 협상 개최(미국, 뉴욕)

2017.7.7

TPNW 채택(찬성 122, 반대 네덜란드, 기권 싱가포르)

2017.09.20

TPNW 서명 절차 개시
(50개국 서명, 이중 3개국은 비준 완료)

2020.10.23-24

자마이카 등 3개국이 추가로 비준을 완료함에 따라 (50개국
이상 비준 완료가 되어) 90일 후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춤

2021.01.22

TPNW 효력 개시

2022.01.12-24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1차 TPNW 회의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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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무기금지조약 주요 내용
전문을 포함해서 2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내용은 아래
와 같다. 첫째,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개발・실험・생산・보유
를 금지한다. 둘째, 핵무기 사용 혹은 사용의 위협과 핵무기 및 관련 물
질 장비 등의 이전과 수령을 금지한다. 셋째, 조약 당사국 영토 내의 핵
무기 주둔·설치·배치를 금지한다. 넷째, 상기의 금지된 행위에 대한 지
원 또는 장려를 금지하며, 동시에 그러한 지원 등의 수령을 금지한다.
다섯째, 조약 당사국은 핵실험 혹은 핵무기 사용으로 피해를 본 국가들
을 지원하고 환경 복구를 도울 의무가 있다. (협정 전문과 구성은 아래
도표들을 참조)

【전 문】

①유엔 헌장의 목표와 원칙의 실현에 기여할 것임을 결심하고,
② 핵무기 사용으로 초래할 재앙적이고 인도적(humanitarian) 후과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14
③ 모든 국가는 핵무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책임
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④ 핵무기의 재앙적 결과는 인간생존, 환경, 사회경제적 개발, 글
로벌 경제, 식량안보, 현재와 미래 세대의 건강, 요오드 방사선
(ionizing radiation)에 따른 결과를 포함해서 여성에 대한 불균형
적 영향(disproportionate impact) 등에 깊이 연관됨을 인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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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모든 국가는 항시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일치할 필요를 재확인하면서,
⑥ 무력충돌에서 전투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당사국의 권리는 무제한적
이지 않다는 점, 구별의 원칙(the rule of distinction), 무차별공격의
금지, 비례성의 원칙과 공격의 사전조치, 지나친 상해와 고통을 야기하
는 성질을 갖는 무기의 사용금지,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한 규칙 등 국제
인도법 원칙과 규칙에 기초한다는 점을 중요시 하면서,
⑦ 핵무기의 어떠한 사용도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 특히 국제인
도법 규칙에 역행함을 고려하면서,
⑧ 핵무기의 어떠한 사용도 인도성의 원칙(the principles of
humanity)과 공공 양심의 명령(the dictates of public conscience)
에 양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⑨ 핵무기 폐기에 관한 1946년 1월 24일 자 유엔총회 결의를 비롯한
추후의 결의를 상기시키면서,
⑩ 핵군축의 느린 진전, 군사·안보개념(military and security
concepts), 독트린과 정책으로서 핵무기에 대한 계속되는 의존, 그리고
핵무기 제조, 유지, 현대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인적 자원의
낭비에 관심을 가지면서,
⑪ 핵무기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금지가 핵무기의 불가역적, 검증 가
능하고 투명한 폐기를 포함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의 달성과 유지에 대
한 중요한 공헌을 한다는 점을 재인식하면서,15
⑫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 통제 하에서의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에
대한 효과적 진전을 달성하기 위한 입장에서 행동함을 결정하면서,
⑬ 핵무기비확산조약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함을 재인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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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핵군축과 비확산체제의 중요 부분으로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과
그것의 검증체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⑮ 조약의 형식으로 국제적으로 승인된 비핵지대의 설치가 국제적 또는
지역적 평화와 안보를 강화함을 재확인하면서,
⑯ 차별 없는 평화적 이용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 생산, 이용을 증진시
킬 불가분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⑰ 모든 측면에 있어서의 평화와 군축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⑱ 동 조약의 규범과 원칙의 보급이 중요함을 재인식하면서,
⑲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요청되는 공공양심의 중요성을 강조하
면서 동 조약에 동의함을 천명하고 있다.
14 15

【협정 구성: 전문과 20개 조항】
1조

금지(Prohibition)

11조

분쟁 해결
(Settlement of disputes)

2조

신고(Declarations)

12조 범용성(Universality)

3조

안전조치(Safeguards)

13조 서명(Signature)

4조

핵무기 전면 폐기 조치
(Towards the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14조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5조

국가이행
(National implementation)

15조 발효(Entry into force)

14 T
 PNW는 무엇이 핵무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NPT
VI조에 규정된 효과적인 핵군축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 TPNW 자체는 검증 레짐(verification regime)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조약 당사국
들은 IAEA와 별도의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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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피해자 지원 및 환경 복원
(Victim assistance and
environmental remediation)

16조 유보(Reservations)

7조

국제협력 및 지원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17조

8조

당사국 회의
(Meeting of States Parties)

기타 협정과의 관계
18조 (Relationship with other
agreements)

9조

비용(Costs)

19조 수탁자(Depositary)

10조 개정(Amendments)

유효기간 및 탈퇴
(Duration and withdrawal)

20조 정본(Authentic texts)

상기 조항 중에서 핵심은 4조(핵무기 전면 페기 조치)이다. 당사국은 동
조약이 발효되고 180일 이내에 IAEA와 안전조치(safeguards) 협정교
섭을 개시하고, 협정교섭에 합의된 내용은 18개월 이내에 발효해야 한
다. 발효가 되면 당사국은 향후 채택될 추가적 관련 사안(instruments)
에도 공평하게(without prejudice) IAEA의 안전조치 의무사항들을 이
행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조약 비준 후 60일 이내에 핵무기 폐기 계획
(이행 완료일 등 시한 반드시 포함)을 당사국들 또는 당사국들이 지정한
국제기구(the competent international authority)에 제출하며, 이후
동 계획은 차기 당사국회의16 또는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17 중
먼저 개최되는 회의에서 절차에 따라 승인받도록 명기되어 있다.

16 첫
 번째 당사국회의(Meeting of States Parties)는 조약 발효 후 1년 이내에 유엔사무
총장이 소집하며, 이후의 당사국 회의는 2년마다(on a biennial basis) 유엔사무총장
이 이를 소집한다.
17 동 조약이 발효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유엔사무총장이 1차 평가회의를 소집하며,
이후 매 6년마다(at intervals of six years) 유엔사무총장이 평가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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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NW가 비엔나협정(the Vienna Convention)의 조약법에 따른 ‘비
준’의 정의에 부합하는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지니고 있기는 해도 자발
적으로 동 협정에 서명하고 가입한 국가들에만 적용된다. 서명에 불참
한 핵강대국들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NPT도
서명한 국가들에게만 적용되는 국제법이며, 러시아와 맺은 START 조
약도 국제법이기는 해도 양자 간 이를 이행하고 준수할 의무만 있는 것
이다. 그럼에도 TPNW가 핵강국들로 하여금 NPT 규정 6조(“조약당사
국은 조속한 일자 안에 핵무기 경쟁 중지 및 핵군비 축소를 위한 효과적
조치에 관한 교섭과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 아래 일반적 및 완전
한 군축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성실히 추구하기로 약속한다”)를

더욱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효과는 있다.
한편, TPNW는 IAEA의 안전조치(safeguards)18의 하나인 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tocol)를 포함하지 않고 핵군축 검증도 포함하지 않는
다. 이는 TPNW에 서명한 국가들이 NPT 하에서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
한 추가 정보를 사찰단에 제공하고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찰(일반사찰,
수시사찰, 특별사찰)을 수용하는 것을 TPNW에서는 이를 준수할 의무

가 없음을 뜻한다. 이런 느슨한 규정으로 NPT에 기 가입한 TPNW 회
원국들이 자칫 NPT를 탈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외에, TPNW는 조약 당사국 영토 내의 핵무기 주둔·설치·배치를 금
지하는 것을 명시하면서 동맹관계에 따른 핵우산 제공 또는 핵확장억
지(extended nuclear deterrence) 조치가 동 조약에 위배됨을 분명히

18 안
 전조치를 행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찰(inspection)이 있으며, 핵물질 계량
(accounting), 격납(containment) 및 감시(surveillance) 등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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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하고 있다. 이는 동맹관계를 통해 국가의 힘을 증강시킨다는 동맹
전이 모델을 감안할 때 위계적 동맹구조의 하위국가(junior ally)로 하
여금 독자적 핵무기 개발 유혹을 자극할 수도 있다.

23

II.  핵무기금지조약 경과와 쟁점

III
세계 핵비확산 체제와 NPT 체제 위기

25

III. 세계 핵비확산 체제와 NPT 체제 위기

III. 세계 핵비확산 체제와 NPT 체제 위기

1. 핵비확산 체제 등장
핵비확산 체제가 필요하다는 성찰적 인식은 1945년 7월 미국에서 핵
무기의 출현과 동시에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이어 소련(1949), 영국
(1952), 프랑스(1960) 그리고 중국(1964)의 잇따른 핵무기 개발은 세
계질서에 중대한 현실적 위협으로 부상했다. 게다가 인도와 파키스탄
은 NPT 체제에 합류를 거부하면서 핵무장을 하였으며, 북한은 알려진
대로 1985년 구소련의 압력으로 NPT에 가입했으나 2003년 탈퇴를
선언하며 여섯 차례 핵실험을 단행했다. 최근에는 이란 또한 미국 등과
갈등을 빚으면서 NPT를 탈퇴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며 이란이 또다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국제 사회의 우려가 제
기되고 있다.
사실 여기에는 핵무기 및 핵물질의 증대와 관련 기술이 향상될수록 핵
무기의 우발적 내지 고의적 사고로 말미암아 핵전쟁의 가능성도 높아
질 것이라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뢰할 수 없는 비
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가 소유하고 있을 핵물질이 핵무기 또는
이른바 ‘더티 밤’(dirty bomb)19의 원료로 사용되면서 지구촌을 위협할
빈도가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일례로, 1970년대 푸에르토리코 분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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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할 우려가 제기된 적이 있었으며,19 1985
년 아르메니아 과학자단체가 터키 대도시를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사례도 있다.20 특히 구소련 붕괴 이후 핵물질, 핵기술, 핵무기에 대한
통제가 이완된 사례들이 보고되었으며, 북한, 파키스탄, 알제리, 인도,
이란, 중국 등은 핵안보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들로 간주
되고 있다. 게다가 탈레반, 알카에다, 헤즈볼라, 체첸 분리주의, 오음진
리교 같은 비정부행위자들(non-state actors)이 출몰하여 핵물질은 물
론 핵무기까지 구매를 시도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다.21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핵 실험을 거치지 않고서도 핵무기 제조와 생산
을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게 됐다. 실제 기술적·경제적
능력이 핵확산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동한다는 분석도 나왔다.22 여기에
다 핵기술, 장비, 물질의 이전이 컴퓨터 기술 등의 발달로 과거보다 훨

19 다
 이너마이트와 같은 재래식 폭발물에 방사성물질을 결합시켜 만든 장치로, 조악한
폭발장치라는 점에서 ‘dirty bomb’의 명칭이 유래가 됐음. dirty Bomb은 특별한 제조
법이 필요치 않으며, 방사성물질이 의료기관, 연구용 시설, 건설현장 등 수 많은 곳에
서 다양하게 사용됨에 따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발생 가능
성이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dirty bomb을 ‘대량혼란무기’(weapons of
mass disruption)로 부르기도 한다.
20 Brian M. Jenkins, “Nuclear Terrorism and Its Consequences,” Society , Vol. 15, No. 5,
1980. pp. 5-15; “Is Nuclear Terrorism Plausible?” Paul and Yonah Alexander (eds.),
『Nuclear Terrorism: Defining the Threat』(McLean, VA: Pergamon-Brasset’s), 1986.
21 자세한 내용은 몬트레이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자료를 참조. 『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 2017/04/21, “Understanding Nuclear Weapon
Risks: Non-State Actors and Nuclear Weapons,”https://nonproliferation.org/
understanding-nuclear-weapon-risks-non-state-actors-and-nuclear-weapons/
(검색일: 2021/08/10)
22 Dong-Joon Jo and Erik Gartzke, “Determinants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 Vol. 51, No. 1, 2007. pp.16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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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정교하고 비밀리에 이전이 가능하게 됐다.23 그러다보니 핵확산 방
지가 국제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는 인
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후술(後述)할 NPT 체제의 출범은 핵확산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비확산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대한 응답이었다.

2. 수평적 핵확산과 수직적 핵확산
핵비확산은 본질적으로 핵무기가 그 대상이며 핵비확산체제란 평화
적 원자력 활동이 핵무기 제조에 전용(轉用)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핵
무기의 성능이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핵실험을 금지
시키는 등 일련의 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제적인 조약, 제도, 협
정 등을 일컫는 용어이다.24 여기에는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horizontal
proliferation)과 수직적 확산(vertical proliferation)25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 제도 그리고 조치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안타
깝게도 수직적 핵확산에 대해 제동을 걸만한 국제적 규제는 마땅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1995년 NPT 검토회의가 핵보유국들의 군축 의무

23 원
 자력 수출통제(Export Control)의 목적은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국가가 핵무기 개
발에 필요한 원자력 물질, 장비, 부품, 기술 등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
다.
24 이병욱 외, 『핵비확산 핸드북』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2010 개정판). p.27.
25 수평적 확산이란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뜻하며, 수직적 확
산은 핵무기 보유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숫자 증가 또는 핵무기 관련 성능과
물질 등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핵비확산은 따라서 핵무기의 수를 줄여 나가는
핵군축(nuclear disarmament)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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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재확인하기는 했어도 수직적 핵확산은 ‘확산’ 추세이다. 미국, 러시
아, 중국 등의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로 NPT 체제에 균열이 생긴 것이
다. 엄밀히 말해 NPT는 출범할 때부터 핵보유국과 핵비보유국간 첨예
한 갈등이 노출되었으나 완전 해결이 아닌 봉합된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내부적 취약성으로 인해 수직적 확산은 오래전 예고
됐다.
대신, 수평적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다자체제로는 NPT, 국
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체제, 국제원자력수출통제체제, 핵물
질방호체제 등이 있다. 수직적 핵비확산체제로는 핵실험금지조약, 핵
무기배치금지조약, 비핵지대 조약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자체제 이외
에 한미원자력협력협정처럼 양자 간 협정 또는 공동선언, 양국 간 상호
사찰 등을 통해 핵물질 등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매커니즘도 있다.
그럼에도 1960년대부터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다가 마
침내 11개 조문으로 작성되어 1975년에 발효된 NPT이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중심임은 불문가지(不問可知)이다. NPT 당사국들은 핵보유국
들의 강력한 군축을 전제로 NPT를 무기한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채
택하였다. 당시 절충적으로 합의된 주요 내용을 보면 1996년까지 포
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의 협상 완료, 핵군축 추진 공약의 재확인, 핵무
기물질의 생산 중단을 위한 협상 개시, 기존 핵무기의 획기적 감축, 비
핵지대 창설 장려, NPT의 보편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 IAEA 안전
조치 및 검증능력 제고,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공약 재확인
및 강화 등이 포함됐다.26 이런 이유로 국제정치 환경이 비확산에 역행

26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엔 문서에서 특히 Decision2를 참조. https://www.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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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분위기임에도 불구 TPNW 협상가들 역시 이를 인지하고 동 조약
에 NPT가 “핵무기 감축과 핵비확산의 주춧돌(cornerstone)”임을 적시
했다.27

3. NPT 체제의 위기
한편, 매 5년마다 개최되어 오던 검토회의가 2000년대로 들어와서 상
황이 급속하게 악화됐다. 2005년 검토회의는 NPT 최악의 사례로 거론
된다. 단순 이견을 넘어 NPT 체제의 장래에 회의적 인식을 강하게 남
겼다. 미국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원인이었다. 2001년에 출범한 부
시행정부는 다자협력이나 국제법에 기초한 협정 등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네오콘들은 다자주의를 경멸하였으며, 일방주의도 마
다하지 않을 태도를 취했다. 이러한 인식과 태도가 NPT에 영향을 끼
쳤음은 자명했다. 부시행정부는 NPT 체제가 이른바 불량국가(rogue
states)들이 핵무기를 은밀히 개발하는데 별다른 억제 내지 효과를 발

휘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사일 방어체
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선언하였으며 이를 위해 미-러 탄도
미사일방어조약(ABM Treaty) 폐기를 천명하고, 선제적 무력도 불사

disarmament/wmd/nuclear/npt1995/ (검색일: 2021.08.10)
27 T
 PNW의 PART II 18번째 항목에 다음과 같이 NPT의 역할에 대해 기술: “Reaffirming
also that the full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which serves as the cornerstone of the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regime [필자 강조], has a vital role to play in
promot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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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부시 독트린’도 발표됐다.28 부시행정부의 반테러 및 반확산
(counter proliferation)29 배경에 2001년의 9.11 테러가 동기로 작용
했다.30
요약하면, NPT는 공식적 핵보유국 5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핵
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체제로서 1968년에 채택되고 1970년 3월에 정
식으로 발효가 됐다. 이어 NPT 검토회의는 1995년 동 조약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조약의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걷어냈다. 동시에 NPT는
채택될 시기에 향후 핵무기 보유국가들의 숫자가 증대될 것이라는 비
관적 전망과 다르게 핵비확산체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안착하는데 기
여를 했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핵비확산, 핵군축,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3개의
축에 기초한 NPT 체제가 출범 이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비판이 종
종 있어왔다. 이를테면, 인도(1974년 최초 실험), 이스라엘(1979), 파키
스탄(1998), 북한(2006) 등 신생 핵무기 보유국들의 등장은 이른바 ‘2
차 핵무기 시대’(the second nuclear age)의 등장을 예고했다.31 동시

28 A
 rms Control Today, July/August, 2002. https://www.armscontrol.org/act/200207/news/us-withdraws-abm-treaty-global-response-muted (검색일: 2021.08.10)
29 9.11 이후 WMD와 테러의 연계 위협이 대두되고, 수출통제 등 전통적 수단만으
로 WMD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면서, 보다 적극적
인 對확산(counter-proliferation, 反확산으로도 번역) 정책이 부상하였다. 『외교
부』, 2007/10/08, “비확산과 對확산의 구분,”https://www.mofa.go.kr/www/brd/
m_3988/view.do?seq=30417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
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5
(검색일: 2021/08/10)
30 백진현,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성과와 한계,” 백진현 편, 『핵비확산체제의 위기와
한국』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10), p.58.
31 Paul Bracken, 『The Second Nuclear Age: Strategy, Danger, and the New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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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들 국가의 핵실험 성공으로 기존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면서 국제 핵질서에 대한 비관론자들과 낙관론자들 사이에 논쟁
이 시작됐다.
게다가 NPT 가입국가와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 간 차별성은 없으며, 오
히려 가입국가들은 전면적 사찰을 받아야 하는 상대적 불이익만 겪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미국 등 핵보유국가들의 원자력산업계는 NPT
미가입국들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등에 대규모 원자로 구
매를 제의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핵무기보유국가들은 전략적 이익
차원에서 자국과 유대관계가 돈독한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 내지 방조하기도 하였다.32
NPT를 유지하고 있는 힘의 원천이 NPT 규정들을 공정하고 보편적으
로 적용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NPT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기존
핵강대국들의 강제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NPT의 힘은 미국
의 군사력과 이에 동조하는 핵강국들의 배타적 클럽 같은 독점적, 비대
칭적 기득권에 불안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핵무기 현황 (2020년 1월 현재)
국가

배치된 핵탄두 數

기타 핵탄두 數

합계(2020년)

합계(2019년)

미국

1,750

4,050

5,800

6,185

러시아

1,570

4,805

6,375

6,500

영국

120

95

215

200

Politics』 (N.Y.: Times Books, 2012), pp.93-126.
32 이삼성,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 (서울: 한길사, 1995), pp.2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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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80

10

290

300

중국

-

320

150

290

인도

-

150

150

130-140

파키스탄

-

160

160

150-160

이스라엘

-

90

90

80-90

북한

-

30-40

30-40

20-30

합계

3,720

9,680

13,400

13,865

출처: SIPRI, 『YEAR Book 2020』, https://sipri.org/sites/default/files/2020-06/yb20_
summary_en_v2.pdf? P.15. (검색일:,2021/08/21)

핵확산 비관론자들은 기존 핵보유국들과 달리 신생 핵보유국들의 핵
지휘통제체계가 느슨한 점을 지적하면서 우발적인 사고 또는 승인받지
않은 보안조치의 취약성으로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이 높아져 글로벌
안보를 훨씬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특히 신
흥 핵보유국들은 정치적 불안정을 공통으로 지니고 있어 쿠데타 내지
테러 집단들에게 핵무기를 탈취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반면에 핵확산 낙관론자들은 신흥 핵보유국들도 기존 핵강국들과 마찬
가지로 자국의 핵무기를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
으로 케네스 왈츠(Kenneth N. Waltz)는 수평적 핵확산이 이뤄진다고
해서 반드시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미리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주
장한다. 합리적인 핵무기 운용이 전쟁 가능성을 억제한다는 논지를 펼
치고 있다.33

33 K
 enneth Waltz, “More Maybe Better,” Scott D. Sagan and Kenneth N.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 Enduring Debate』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13), pp.3-40. 심지어 왈츠는 이란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란 핵무장이 중동지역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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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enneth Waltz, ‘Why Iran should get the bomb: nuclear balancing would mean
stability,” Foreign Affairs, Vol. 91, No. 4, 2012.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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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핵군축의

두 가지 경로:
전면적 핵폐기 vs. 점진적 핵군축

1. 핵군축 현황
1959년 유엔총회는 “효과적인 국제통제 아래에서 일반적이고 완
전한 군축”(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을 유엔군축 활동의 목표로 설정하였다.34 실제

유엔헌장 11조 1항 “총회는 군축과 군비규제원칙을 포함하여 국제평
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협력의 일반원칙을 검토하고 이를 회원국이
나 안보리에 건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35
일반적으로 군축(disarmament)은 군비확장(armament)의 반대개념
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무기를 감축(減縮) 또는 폐기(廢棄)하여 전쟁의

34 『 UN』, 1959,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 resolution /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665031?ln=en. (검색일:
2021/07/27)
35 원문을 보면 “The General Assembly may consider the general principles of cooperation in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cluding the
principles governing disarmament and the regulation of armaments, and may
make recommendations with regard to such principles to the Members or to
the Security Council or to both.”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
chapter-4 참조. (검색일: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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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감소하는 것을 뜻한다. 군축은 이렇듯 무기의 수를 줄이거나 제
거함으로써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군
축은 조약이나 협정 등의 문서(written documents) 형태로 합의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합의에는 양자(bilateral), 다자(multilateral), 지
역적인(regional) 것이 모두 포함된다.
군비축소(arms reduction)가 무기의 감소나 제거를 의미하는 것임에
반해, 군비통제(arms control)는 전쟁 가능성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무
기의 질과 양을 정하고, 무기의 개발이나 배치 및 사용을 상호 수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제하는 것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무기로부터
의 안전을 추구하는 군비축소가 무기의 감소에 방점이 찍혔다면, 무기
를 통한 안전을 추구하는 군비통제는 무기의 관리에 초점을 둔 것이
다.36
하지만 냉전 종식과 함께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핵군
축은 기대만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2000년 NPT 평가회
의에서 비동맹국가들이 핵보유국가들에게 핵군축을 위한 명확한 공약
(unequivocal undertaking)37을 제시하고 핵보유국들이 이에 동의를
하였으나 더 이상의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군비경쟁의 기어(gear)를 후진으로 바꾸는 분기점은 전술핵무기의 일
방적 철수이다. 부시대통령은 1991년 9월 공군용을 제외한 모든 전

36 강
 성학, ‘한반도의 군축을 위한 신뢰구축 방안,’ 이호재 편, 『한반도군축론』 (서울: 박
영사, 1989), p.223.
37 류광철 외, 『외교현장에서 만나는 군축과 비확산의 세계』 (서울: 평민사, 2005),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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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핵을 폐기하고 현대화 계획도 철회한다고 발표하면서 소련에게 이
에 상응하는 조치를 촉구하자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공군
용을 포함하는 전술핵 전체를 폐기할 것을 제안하는 획기적인 군축방
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아시아까지 퍼져, 1991년 부시 행정
부가 전격적으로 한반도에서 자국의 전술핵무기를 철수한 것이 그 예
다.38 미국의 전술핵 폐기 선언의 동기로 첫째, 소련연방 해체로 전술핵
무기의 중앙통제가 이완될 우려, 둘째, 제3세계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을 원천적으로 차단, 셋째, 미국의 재정 악화, 마지막으로 전술핵을 폐
기하는 대신에 전략핵무기의 현대화로 핵전략의 전환을 거론한다.39
핵무기 경쟁의 속도와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장기적 목표로 첫째,
전 세계 핵무기의 철수와 폐기, 둘째, 핵실험 전면 중지, 마지막으로, 모
든 국가의 핵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루한 협상이 필요한 조약보다는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철수
하는 조치가 훨씬 효과적이다.
‘전면적 핵폐기론’은 핵무기를 즉각 없애자는 원리주의
(fundamentalism)에 기반하고 있는 핵군축 접근 방법이다. 이러
한 주장의 근거에 NPT 6조40가 있으며, 전쟁은 물론 사고, 오인식

38 이삼성,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서울: 한길사, 2018), pp.175-181.
39 이삼성, 『세계와 미국: 20세기의 반성과 21세기의 전망』 (서울: 한길사, 2001),
pp.435-439.
40 『UN』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6조: “조약 당사
국은 조속한 일자 내에 핵무기 경쟁 중지 및 핵군비 축소를 위한 효과적 조치에 관한
교섭과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 하의 일반적 및 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 체
결을 위한 교섭을 성실히 추구하기로 약속한다. (“Each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undertakes to pursue negotiations in good faith on effective measure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t an early date and to nuclear disarm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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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perception/misinformation), 비인가 사용 등으로 인한 핵무기의
살상력이 비도덕적이며 반인륜적임을 강조한다. 전면적 핵폐기론을 주
장하는 세력으로는 GlobalZero,41 퍼그워시회의(Pugwash),42 핵무기
폐기국제캠페인(ICAN),43 핵무기폐기연구센터(RECNA),44 평화네트워
크45 등이 대표적이다. 비동맹운동(Non-aligned Movement, NAM) 국
가46 역시 전면적 핵무기 철폐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핵무기금지조약
(TPNW)지지 및 서명을 지지하고 있다.

2. 1970년 대 미·소 전략무기제한협상(SALT)
미국과 소련 간 핵군비통제가 이루어진 것은 쿠바 미사일 위기 1년 후
인 1963년 8월 양국이 지하 핵실험 금지를 제외한 ‘제한적 핵실험금
지’(Limited Test Ban Treaty)를 체결하고 나서였다. 이어 1969년 1
월 대통령에 취임한 리처드 닉슨은 “전략 핵무기의 충분성”(strategic
nuclear sufficiency)을 목표로 소련과의 핵무기 데탕트에 나섰다. 베

and on a treaty on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https://www.un.org/disarmament/wmd/nuclear/npt/text/ ;
https://www.law.go.kr/%EC%A1%B0%EC%95%BD/(533,19750423)#:~:text. (검색
일: 2021/07/14)
41 『Global Zero』 https://www.globalzero.org/. (검색일: 2021/07/11)
42 『Pugwash』, https://pugwash.org/. (검색일: 2021.07.11)
43 『ICAN』, https://www.icanw.org/. (검색일: 2021.07.11)
44 『RECNA』, https://www.recna.nagasaki-u.ac.jp/recna/en-top. (검색일: 2021/07/11)
45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566908. (검색일: 2021/07/11)
46 NAM 관련해서는 『NTI』, https://www.nti.org/learn/treaties-and-regimes/nonaligned-movement-nam/. (검색일: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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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과의 전쟁에서 명예로운 퇴각을 위해서라도 소련, 중국과 화해의
제스처가 필요했다. 그 중심에 소련과 핵무기를 제한하는 협상이 놓
여있었다. 3년 간의 협상을 거쳐 1972년 5월 26일, 양국은 제1차 전
략무기제한협상(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I, SALT I)에 서명하
였다.47 SALT I은 두 개의 협정으로 구성되어, 그 중 하나가 ‘탄도미사
일방어체제제한협정’(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Anti-Ballistic Missile System)이다. 다른 하나는 ‘공격적 전략무기 제

한을 위한 몇 가지 조치에 관한 미국과 소련 간의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Certain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Limitation of Strategic Offensive Arms)이다.

탄도미사일방어협정의 주요 내용으로 미국과 소련은 각각 자국의 수
도, 그리고 수도에서 1,300km 이상 떨어진 지역 등 두 곳에만 미사
일 방어체제를 건설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군데 배치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 수를 100기 이하로 제한을 두었다. 이를 기술적으로 검증하
기 위해 위성정찰과 전자신호감시(satellite reconnaissance and the
monitoring of electronic signals)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말하자

면, SALT I은 핵미사일의 수는 제한하되 핵탄두의 수는 제한을 두지 않
아 결과적으로 다탄두미사일체계(MIRVs)로 군비경쟁이 전환되는 시
발점이 됐다. 동시에 SALT I 체결은 양국이 군비통제 노력을 부각시키

47 『 NTI』, https://www.nti.org/learn/treaties-and-regimes/strategic-arms-limitationtalks-salt-i-salt-ii/. (검색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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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핵무기개발 경쟁을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
었다.48 하지만 SALT I 이후에도 양국은 계속해서 핵무기의 질적 개발
을 위한 연구와 생산을 계속하면서 SALT I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블라디보스토크협정을 보강한 내용을 제안한 지 2년이 지나
고서야 제2차 전략무기제한협상(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II,
SALT II)49이 1979년 6월 18일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과 소련의 브

레즈네프 서기장 간 이루어졌다.50 SALT II는 크게 협정(treaty), 의정
서(protocol),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f principles)으로 구성되었
으며, 전략핵무기운반체계(strategic nuclear delivery vehicles)의 총
숫자를 블라디보스토크협정 수준인 2,400기로 제한하되, 1981년까지
2,250기로 축소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하지만 SALT II는 미국 내 보
수파들의 거센 반대로 카터행정부(와 레이건 행정부 모두)가 비준을 얻
는 데 실패하였으며, 이후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군비통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다 1987년 12월 미국과 소련 간
모든 중거리핵미사일(사정거리가 500~5,000 킬로미터), 즉 2,692기
를 제거하기로 합의(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
Treaty)가 됐다.51 사상 최초의 ‘군축’이라는 의의를 지닌 조약이었다.

48 『FAS』, https://fas.org/nuke/control/salt1/intro.htm (검색일: 2021/08/11)
49 블라디보스토크협정(Vladivostok Accord)으로 부르기도 한다.
50 『NTI』, https://www.nti.org/learn/treaties-and-regimes/strategic-arms-limitationtalks-salt-ii/. (검색일: 2021/08/10)
51 『Arms Control』, 2019, “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Treaty at
a Glance,” August, https://www.armscontrol.org/factsheets/INFtreaty. (검색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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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거리미사일은 비용이 저렴한데다 정확도가 뛰어나 미·소가 상대나
그 동맹국을 겨냥하는 무기로 선호됐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 미사일
배치로 자신들이 미·소 핵전쟁의 무대가 된다며 격렬한 시위를 유럽의
반핵운동에 영국 대처 수상, 서독의 헬뮤트 콜 수상까지 미국에게 소련
과의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미국은 자칫 NATO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동적으로 소련과 핵군축 협상에 나섰으나
핵군축에 적극적인 고르바초프를 만난 것이다. 국제 여론 역시 미국에
게 소련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 양국은 역사적 중거리핵폐기협정
(INF)에 서명하고서 탈냉전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2014년 7월 미국이 러시아가 INF 조약이 금지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
사일52을 모두 개발하여 동 조약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자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는 반격을 취하는 등 공방전을 벌였다. 미국은 특히 러시
아가 조약에 저촉되는 사거리 2,000~5,000km의 중거리 순항미사일
9M729(나토명 SSC-8)53를 개발해 2017년부터 실전 배치했다며 이를
폐기하지 않으면 INF에서 탈퇴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상발사크
루즈미사일(ground-launched cruise missile, GLCM)인 9M729 미사
일이 재래식 탄두는 물론 핵탄두를 탑재하고 몇 분 안에 유럽 도시들에
도달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어 유럽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9M729의 사거리가 480km로 INF 적용 대
상이 아니라면서 미국이 INF 탈퇴를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러시아

52 미
 사일은 일정한 궤도를 그리며 목표물을 파괴하는 탄도미사일과, 낮은 고도를 비행
하다가 목표물을 파괴하는 순항미사일로 크게 분류된다.
53 『CSIS』, 2021,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ssc-8-novator-9m729/. (검색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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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짜 혐의’를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54 러시아는 오히려 루마니아
에 이미 전개됐고 폴란드에도 배치되고 있는 미국의 유럽 미사일방어
(MD) 시스템에 속한 발사대 MK-41이 요격 미사일뿐 아니라 사거리
2,400km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면서 미국이 INF를
위반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러시아는 또 공격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미
국의 대형 무인기와, MD 시스템 요격 시험에 이용되는 중·단거리 탄
도미사일형의 ‘미끼용 표적 미사일’도 INF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급기야 2019년 8월 동 조약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식적으로 폐기되
기는 했으나, INF 조약 체결(1987.1) 이면에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
련 서기장의 과감한 신사고가 큰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당시 레이건
행정부(1981.1~1989.1)는 군축협상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소련에
대한 군사적 우월성을 확인하려는 강경파들로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3. 냉전 후 미·러 핵군축 협상: START I, II, 그리고 New START
미국 내부의 강경파 의견을 뚫고 마침내 미국과 소련은 1991년 7월31
일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
략폭격기 등의 핵 투사(投射) 수단과 핵탄두를 감축하는 것은 물론, 핵
무기에 대한 주기적 정보 교환과 협정 이행의 구체적인 검증 방법까지

54 미
 국 CSIS 자료에 따르면 동 미사일의 발사거리는 2,500km인 것으로 표기했다. 위
각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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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호 합의에 도달하는 17개항, 700쪽에 달하는 전략무기감축협정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 START I)을 체결(1991.07.31, 협정
시한 15년)하였다. INF조약 타결이 영향을 준 셈이었다.

START I의 핵심55은 양국은 전략무기를 협정 비준 이후 7년 간 3단
계에 걸쳐 핵무기 운반체계를 미국은 14%, 소련은 37%를 삭감하고,
운반체계에 장착하는 탄두의 숫자를 제한하여, 미국은 35%, 소련은
40%를 삭감키로 합의를 했다. 특히 양국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ICBM
과 SLBM 탄두를 4,900기로 제한하는데 동의했다. 그럴 경우 미국은
38%, 소련은 48%를 삭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소련이 미국보다 당시
보유하고 있던 핵탄두가 미국보다 많았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보다 미사일의 정확성에 있어 우수했기 때문에 소
련은 기술적 열세를 탄두의 수와 크기로 만회하려 했던 것이다. 전반적
평가는 미국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였다. START I은 소연
방의 붕괴로 1992년 6월에야 부시와 옐친 간에 서명됐다.
이후 양 정상은 START I 서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992년 12월 미
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에서 START II를 체결하였다.56 START I에서
전략핵탄두를 6,000기 정도로 제한하였다면, START II에서는 더욱 강

55 『 Arms Control Association』, https://www.armscontrol.org/treaties/strategicarms-reduction-treaty-i; 『NTI』, https://www.nti.org/learn/treaties-and-regimes/
treaties-between-united-states-america-and-union-soviet-socialist-republicsstrategic-offensive-reductions-start-i-start-ii/. (검색일: 2021/07/10)
56 『Arms Control Association』, https://www.armscontrol.org/treaties/strategic-armsreduction-treaty-ii; 『NTI』, https://www.nti.org/learn/treaties-and-regimes/treatybetween-united-states-america-and-union-soviet-socialist-republics-strategicoffensive-reductions-start-ii/. (검색일: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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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전략핵탄두 수를 3,500기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START I과
START II 결과를 비교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START I-II 협상에 따른 전략핵탄두 상한선】

미사일 체계

START I

START II

MIRV 장착용 ICBM

언급 없음

완전 폐기

대형 ICBM용 탄두

1,540

완전 폐기

ICBM 상한

4,900

상한선 없음

SLBM 탄두 상한

언급 없음

1,700-1,750

총 상한

6,000

3,000-3,500

양국은 또한 2002년에 양국에 작전 배치된 핵탄두(operationally
deployed nuclear warhead)의 수를 7년 안에 1,500-1,675기로,

ICBM 등의 발사수단도 500-1,100기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략
공격무기감축조약(Strategic Offensive Reduction Treaty, SORT)57에
합의하였으나 검증 절차가 없는 불완전한 합의문이 되어 보완책이 필
요했다.
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는 1991년 7월 미국과 옛 소련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의 명맥을 잇는 것으로, 2010년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
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이다. 미·러

57 2012년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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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천550개 이하로, 이를 운반하는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
의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각각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1
년 2월 5일 발효한 10년 기한의 New START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동 협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 중국의 거부로 난항을 겪다가
2021년 1월 26일 양국이 전제 조건 없이 5년 연장에 합의하여 2026
년 5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미·러 핵무기 감축 협상 경과】
1991

START I

전략무기감축협정

1993

START II

핵탄두 수(1990년)
미국 10,563 vs 소련 10,271

1997

START III
결렬

2010

NEW

START

2021 1월 26일 합의

2026년까지 5년 연장

핵탄두 수 각각 실전배치 핵탄두 수(2020년 3월)
1,550기로 제한 미국 1,373 vs 러시아 1,326

출처: 「연합뉴스」, 2020.10.21.

이렇듯 미국과 러시아는 2021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핵 군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 중국은 자국의 핵무기 숫자가 미국, 러시아보
다 훨씬 적다는 비형평성을 이유로 핵 감축 협상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 과학자연맹(Federation of Atomic Scientists)자료에 따르
면 2020년 현재 미사일 장착 가능한 핵탄두는 약 270기, 여타 생산 내
지 현장 배치 예정인 핵탄두의 숫자가 약 78기로, 총 350기로 추정된
다.58

58 『 Arms Control Today』, 2021년 6월. 상세한 내용은 https://www.armscontrol.org/
act/2021-06/features/understanding-risks-realities-chinas-nuclear-forc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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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보유량 변천 과정】
USA
80,000
60,000
40,000
20,000

USSR/Russia

1968
Non-Proliferation
Treaty
39,051

1972
SALT I
41,112

1979
SALT II
52,396

1987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61,682

1989
Berlin Wall falls
57,295
1993
START II
35,914

1962
Cuban
Missile
Crisis
28,886

0
1950

1991
SRART I,
USSR collapses
48,162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New START
10,281

2003
SORT
19,103

2010

2020

출처: 『STATISTA』, https://www.statista.com/chart/16305/stockpiled-nuclearwarhead-count/

【탈냉전기 미·러 핵군축 협정과 성과】59
핵군축협정

중거리핵전력조약
(INF)

주요 군축 조치

배경과 의미

- 1987 서명, 1988 발효 - 고르바초프 취임(1985)
후 레이건과 레이카비크
- 3년 내 지상발사 중거
회담에서 합의(1986)
리(500~5,500km) 탄
도 및 순항미사일(발사 - 실질적 핵감축 합의
대) 폐기
- 포괄적 검증체제 도입

(검색일: 2021/08/11)
59 전봉근, “NPT 50주년 계기 핵군축 논쟁 동향과 과제,”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30』 (서울: 국립외교원, 2020), p.13을 필자가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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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무기감축조약
(START I)

START II

- 부시·고르바초프 서명 - 미·러 핵탄두 대대적
(1991), 1994년에 발 감축
효
- 핵탄두 6,000基, 운반수
단 1,500基 상한선
- 조지 부시 대통령, ABM
- 1993년 서명.
- 핵탄두 3,500基 상한 조약 탈퇴(2002.6)로 푸
설정, MIRV 탑재 금지 틴 대통령은 START II 무
효 선언

- START II 폐기에 따른
- 서명: 2002.5, 발효:
대안적 성격
2003.6
전략공격무기감축조약
- 2012년까지 전력핵탄
(SORT)
두 1,700~2,200基 상
한 설정

新전략무기감축조약
(New START)

- START I 만료
- 서명: 2010.4, 발효:
(2009.12), SORT 대체
2011

핵전력의 1/3 감
- 2021년까지 배치된 전 - 기존
축
략핵탄두 1,550기, 운

않은 핵탄두
반수단 700基로 상한 - 배치하지
상한은 未규제

4. 중국의 핵 굴기(崛起)와 미국의 대응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2019년 10월 건국 70주년 기념 국경절 열병식
에서 대미 억지력 카드로 보유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
(東風·DF)-41’60을 비롯해 둥펑-21D 대함 탄도미사일, 둥펑-17 초음

60 『중앙일보』, 2019년 10월 1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592090. (검색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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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미사일, 해상 발사 탄도미사일 쥐랑(巨浪·JL)-2 등 전략 핵미사일을
대거 공개했다. 핵탄두 10기를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
일(ICBM) ‘둥펑-41’은 이날 처음 등장했다. 2020년 9월 미국 국방부
는 의회에 제출하는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Military and Security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를 공개했다.61 보고

서는 중국이 핵전력 확대와 현대화에 전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안
에 현재 추정 200기가 조금 넘는 핵탄두 보유량이 최소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위협적으로 보고 있는 지상발사 대륙간탄도
미사일(GLBM) 장착용 핵탄두가 현재 100기 정도인데 5년 안에 200
기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에는 중국이 서부 사막 지역에 119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용 격납고를 건설하고 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62 바이든 행정
부는 군비경쟁의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중국이 적극
적으로 동참하기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의
핵 군비 증강에 맞춰 자국 핵무기의 현대화와 첨단무기 개발 등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비롯한
무기체계의 현대화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내용이 담긴 2022회계연도
(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 예산안을 발표(2021.05)하고 이
를 의회로 보냈다.

61 원
 문은 『US Department of Defense』 https://media.defense.gov/2020/
Sep/01/2002488689/-1/-1/1/2020-DOD-CHINA-MILITARY-POWER-REPORTFINAL.PDF. (검색일: 2021/07/20)
62 『The Washington Post』, 2021년 6월 30일. https://www.washingtonpost.com/
national-security/china-nuclear-missile-silos/2021/06/30/0fa8debc-d9c2-11ebbb9e-70fda8c37057_story.html. (검색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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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2022년 국방예산안은 에너지부와 연방수사국
(FBI)의 국방 관련 프로그램 등을 합쳐 모두 7529억 달러(약 840조원)
로, 이중 국방부 예산이 7150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1회계
연도보다 1.6% 증가했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0.4% 감
소한 수치다.63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은 각자 핵 태세 정책을 경쟁적
시각에서 인식하고 있기에 핵 억제 정책을 고수할 것 같지는 않다.64 오
히려 미국은 중국에 대해 핵으로 공격할 대상으로 하는 목표물 목록
(target list)을 길게 작성할 것으로 예상한다.65

63 『 Arms Control Today』, July-August, 2021, https://www.armscontrol.org/act/202107/news/biden-continues-trump-nuclear-funding. (검색일: 2021/08/15). 이외
에, 로이터,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중국을 겨냥한 ‘태평양억지구
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PDI)’에 51억 달러를 배정하였다.  https://www.
bloomberg.com/news/articles/2021-08-02/past-wars-haven-t-prepared-us-military-biden-for-taking-on-china-xi; https://www.reuters.com/article/usadefense-china-idUKL1N2DO1Q7 (검색일: 2021/08/17)
64 Fiona S, Cunningham, “Cooperation under Asymmetry? The Future of US-China
Nuclear Relations,” 『The Washington Quarterly』, 44-2, pp.160-161, 2021.   
65 Hans M. Kristensen, “U.S. Changes Name of Nuclear War Plan.” http://www.
nukestrat.com/us/stratcom/siopname.htm 참조. (검색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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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수십 년 동안 핵무기라는 공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 핵무기 경쟁은 동 시대의 가장 중요한 윤리적 문제이다.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집단들이 비축하고 있는 핵무기가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
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비
축할 수 있게 됐다.66 따라서 핵무기는 그것이 지닌 가치보다 위험도가
더 높기에 미국, 러시아 등 핵강대국들 스스로 핵무기 경쟁에 후진기어
를 작동시키면서 동맹국과 적국에게 이를 심각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핵강국이 군비경쟁의 기어를 후진으로 이동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은 전술핵무기의 일방적인 조치이다. 구소련 연방의 해체로 새로운 핵
위협에 직면한 미국은 소련의 전술핵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는 일
이었다.67 동시에 제3세계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
하기 시작했다. 한반도와 관련, 미국은 1958년 저비용 고효율을 노린
전략으로 한반도에 배치한 전술핵을 33년 만에 완전히 철수하는 결정
을 내렸다.68

66 R
 ichard Garwin, “The Future of Nuclear Weapons Without Nuclear Testing.” 『Arms
Control Today』, 1997년 11월 12일. https://www.armscontrol.org/act/1997_11-12/
garwin (검색일: 2021/07/22)
67 이삼성, 『세계와 미국』 (서울: 한길사, 2001), pp.4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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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0년 전인 1991년 12월에 그 전까지 꽁꽁 얼
어붙어 있던 남북관계가 해빙(解氷)이 되는 순간이 있었다. 남과 북이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일명 ‘남북기본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조인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와 안정은 무엇보다 남북 당사자들이 전쟁을 하
지 않겠다는 약속이나 평화협정을 통해 ‘정치적 화해’를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는 까닭이다. 그래야 이후 신뢰구축을 통해 비핵화 및 군비
통제와 평화통일 방안에 합의하고 이러한 일련의 실천행동들이 주변
강대국들이 지지하며 보장할 때 더욱 공공하게 구축되는 것이다.

68

현실적으로 투명한 사찰을 실천하지 않고 남북한 간에 군비통제 내지
군축을 실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재래식무기감축과 군비통제는 당
사자들 간 쌍무적 협상에 따라 실시되어야 함은 불문가지(不問可知)이
다. 무엇보다 남북은 전쟁을 치렀고, 군사적 불균형과 비대칭성이 존재
한다. 특히, 남북한 군비축소 내지 (공세적 군사태세를 방어적인 태세로
전환시켜서 무모한 무력충돌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군비통제와 관

련, 서구에서 활발히 논의됐던 군비축소 내지 군비통제 관련 이론들을
원용할 수는 있으나 이론적 접근 시 한반도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이 여전히 ‘하나의 조선’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북한이 이제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북

68 Hans M. Kristensen and Robert S. Norris, “A History of U.S.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Global Research, June 25, 2018. https://www.globalresearch.
ca/a-history-of-us-nuclear-weapons-in-south-korea/5623878 (검색일:
2021/08/11). 미국의 한반도 내 전술핵 반입 경과를 알기 위해서는 이삼성, 『한반도
의 전쟁과 평화』 (서울: 한길사, 2018), pp.175-1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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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이를 이유로 미국과 핵무기 감축 주장을 줄기차게 내놓고 있으나
미국이 이를 수용할 리가 없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국전쟁의 종전이 미완(未完)이라는 점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군비축소 내지 군비통제는 한
국전쟁의 종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시에 한반도의 안보체계가 국
제연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유엔군이 개입하게 되었으며 1954년 정전협정으로 한반도 안
보체계를 군사적으로 구축하는 법적인 당사자가 다름 아닌 유엔군사령
관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전협정은 군비축소 내지 군비
통제와 관련이 있는 국제연합과 분리할 수 없는 연관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증강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한국의 핵비확산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원자력 강국에 걸맞게 원자력 평화적 이용
취지에 부합하는 농축 권한 확보를 위해 외교적으로 배가의 노력을 해
야 한다. 원자력 관련 한·미 간 맺은 협정을 수정·보완해야 하는 이유
이다. 특히, 한국은 핵군축에 관심을 둔 동기로 중견국가로서의 책임,
한미원자력협력협정개정(2015), 미·러 핵경쟁에 대한 우려, 그리고 북
핵 대응 차원이 제기된다.69
때를 맞춰 미국은 한국의 끈질긴 요청으로 ‘한·미 미사일지침’을 2021
년에 종료했다. 이제 한국은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탄두 중량은 물론
사거리에서도 더 이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주국방과 우주개발에 있
어 ‘족쇄’가 사라진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이 중국에 대응할 중

69 전
 봉근, “NPT 50주년 계기 핵군축 논쟁 동향과 과제,”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30』 (서울: 국립외교원, 2020),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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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는데 한국을 이용하려는 속셈이 깔려있다
고도 본다. 이를테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이나 중거리 핵전력을 직접
배치하는 대신 한국에 이른바 ‘아웃소싱’을 하려는 의도로 본다. 핵탄
두가 아니어도 탄두 중량을 비약적으로 늘리면 특정 상황에서는 소형
전술핵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들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려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할 때이다. 그렇다고 당장 독자
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핵무장은 필
시 매우 위험한 도박이자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미국 바이든 행
정부는 유독 ‘규칙에 기반을 두는 질서’(rules-based order)를 강조한
다.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의 합의 위반으로 너절해진 비핵화공동선언
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변국들에게 미리 내비치면서,
동시에 이를 대체하는 관련 규정 내지 법을 만들 때가 됐다. 비핵화공
동선언에 대한 이중적 태도는 북한 비핵화 방법에 대한 다양하고도 솔
직한 담론을 저해하고 있다. 비핵화공동선언을 폐기할 경우 북한 비핵
화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
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법으로 대체하면 된다.
유연성이 원칙과 목표의 변경이 아닌 다양한 경로 중 어느 하나를 택하
는 것임을 감안하여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
의 대응정책도 유연성을 갖춰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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