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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퍼스(Arnold Wolfers)는 동맹(alliance)을 “두 개 이상의 주권국가 간에 명확하게 맺
월
어진 상호 군사협력의 약속”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월트(Stephen Walt)는 동맹은
자주국가들 간 안보협력을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협정(협정을 영어로 agreement,
pact, arrangement등 다양하게 표기)으로 개념화했다. 근본적으로 한 국가의 안보구
상에만 연결된 동맹의 일반적 특징은 외부로부터 위협에만 대비하기 위하여 가상의
적을 미리 설정하기에 피아(彼我) 구별이 명확하며, 가입 조건은 폐쇄적이다. Arnold
Wolfers, 『Discord and Collaboration: Essays on International Politics』(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Press, 1962); Stephen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Glenn Snyder, “Alliances, Balance, and
Stabil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1991, 45(1),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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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규합하는 속도와 방향이 예사롭
지 않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여론의 뭇매2를 맞은 바이든 대통령
과 국가안보 참모들은 실점을 만회하고자 본격적으로 대(對)중국 ‘포
위’ 전략을 공세적으로 펼치는 모양새다.3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9
월 15일 백악관에서 영국·호주와의 새로운 삼각 안보협력체인 ‘오커
스’(AUKUS) 체결을 발표했다.4 특히 미국은 오커스 발족과 동시에 호
주가 원자력추진 잠수함(이하 ‘원잠’)5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

2 「 연합뉴스」, 2021년 8월 1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718005
1071 (검색일: 2021.09.17); 「연합뉴스」, 2021년 9월 22, https://www.yna.co.kr/
view/AKR20210923131200009?section=international/all/ (검색일: 2021.09.23).
3 로즈노(J. Rosenau)는 연계이론(Linkage Theory)을 통하여 국제관계 연구에서 국제
정치와 국내정치 간 상호작용을 외부에서 내부로의 내재화 과정, 내부에서 외부로의
외연화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 Rosenau ed., 『Linkage Politics: Essays
on the Convergence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ystems』 (New York: The Free
Press, 1969); 리플리(B. Ripley)는 외교정책은 인지적(cognitive)이고 조직적인 제
약 하에서 움직이는 엘리트에 의한 문제해결로 파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Brian
Ripley, “Psychology, Foreign Poli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olitical
Psychology」, 14(3), 1993, pp.403-416.
4 「The White House」, 2021년 9월 15일,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
speeches-remarks/2021/09/15/remarks-by-president-biden-prime-ministermorrison-of-australia-and-prime-minister-johnson-of-the-united-kingdomannouncing-the-creation-of-aukus/ (검색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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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겠다고5 밝혔다.6 미국이 일급비밀(top-secret)인 원잠(原潛) 기술
을 제3국에 전수하는 것은 1958년 영국 사례 이후 63년만이다.7 오커
스 출범은 글로벌 핵비확산체제 패러다임 이동(paradigm shift)의 전
조(前兆)이자,8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전회(轉回)임이 분명하다. 다소 과
장해서 이야기하자면 미국이 오커스를 출범시키면서 핵확산금지조약
(NPT)으로 대표되는 세계 핵비확산체제의 관(棺)에다 대못 하나를 박
았다. 동시에, 비핵무기지대(nuclear weapons-free zone)를 포함하는
핵비확산 관련 제(諸) 이론 및 도서들의 상당수가 쓸모없게 됐다.
나아가 중국의 세력 확장에 공통적으로 위기의식을 지니게 된 미
국은 영국과 호주를 끌어들여 세계 핵무기 군비 경쟁에 불을 지핀 셈
이 됐다. 영국과 호주는 자연스레 미국에 편승하는 전략을 취했다. 잠
수함 건조 일정 등 세부사항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으나 미·영·호 3국

5 본
 고에서는 nuclear-powered submarine을 ‘원자력추진 잠수함’ 또는 ‘원잠(原潛)’으
로 표기한다. 필자는 ‘무기’ 또는 ‘안보’가 아닌 ‘에너지’ 성격이 강할 경우 nuclear를
‘핵’보다는 ‘원자력’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핵무
기를 탑재한 잠수함〔‘핵잠核潛)’〕은 nuclear-armed attack submarine으로 표기하기
도 한다.
6 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한 호주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기에 8척의 (미국 또는 영국이
제공하는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잠을 건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2021
년 9월 16일,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australia-build-eightnuclear-powered-submarines-under-new-indo-pacific-security-2021-09-16/ (검
색일: 2021.09.20).
7 미국이 1955년에 최초로 핵잠 ‘노틸러스’(nautilus)를 취역(就役)하고서 3년이 지
난 1958년 영국과 동맹(the 1958 US-UK Mutual Defense Agreement)을 체결한
후에야 관련 기술을 이전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RAAB Collection」, https://www.
raabcollection.com/hyman-rickover-autograph/hyman-rickover-signed-launchfirst-british-nuclear-submarine-british (검색일: 2021.10.01).
8 Caitlin Talmadge, “Don’t Sink the Nuclear Submarine Deal,” 「포린어페어스」, 2021
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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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앞으로 18개월간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
기로 했다.9 호주가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영국의 애스튜트급 핵잠(核
潛)은 2001년 건조를 시작해 현재 4대가 운용 중이다. 원잠의 취역(就
役)이 설계부터 대략 10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호주가 2025년

부터 원잠을 만들기 시작하더라도 2035년에야 첫 원잠을 바다에 띄울
수 있고 본격적인 전력화는 2040년 이후에야 가능하다.
한편, 오커스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법의 하나로 2007년 미국
이 영국과 호주와 각각 체결하고 2010년 9월 29일 미국 상원이 비준
한 국방무역협력조약(Defense Trade Cooperation Treaty, DTCT)
이 있다. 이후 같은 해 9월 하순에 미국 상·하 양원에서 ‘비준실행입법
및 비준결의’(Treaty Implementation Legislation and the Resolution
of Ratification, RoR)로 발효가 되었다. 영국은 2012년 4월 비준 효력

이 시작되었으며, 호주는 가장 늦은 2013년 5월 16일에야 비준 효력
이 발생했다.10 동법의 취지는 미국이 이들 국가와 국방 관련한 민감한
기술, 상품 등 이른바 통제품목(controlled goods)을 수출할 경우 수
출면장(Export License) 받는 것을 생략하거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

9 이
 기간 동안 미국과 영국은 호주에게 제공할 원잠 유형, 공급할 핵연료(고농축 및 저
농축) 종류 및 취급 방법, 원잠을 어디에다 정박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신규로
인프라(infrastructure)를 설치할 것인지, 원잠 수리 및 수선 방법, 그리고 원잠 승조원
들(crews)의 훈련 방법 등에 합의를 이뤄야 한다. 현재 미국과 영국이 운영 중인 핵잠
연료는 93.5% 농축도의 고농축우라늄(HEU)뿐이며, 프랑스가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하는 핵잠수함 운용 중이다. 애당초 프랑스와 호주 간 체결한 계약에는 6% 미만
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Suffren급 잠수함을 프랑스가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다.
10 「미국 정부기록보관소」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2010년 9월 24일,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RPT-111erpt5/html/CRPT-111erpt5.htm (검
색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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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양국이 승인한 커뮤니티에 포함된 기업들이 방
산물자 등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관련 품목들의 수출입 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되어 비용과 절차 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호주는 오커스 발족을 계기로 프랑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방산업
체 나발 그룹(Naval Group)과 2016년 맺은 77조원 규모의 디젤 잠수
함 12척 공급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다. 프랑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
구,11 이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12 호주는 원잠(原潛)으로 중국이
자국의 배타적12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 지역을 통과해 가장
북쪽으로는 대만까지 뻗어 나가는 일상적인 순찰을 시작할 수도 있다
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13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까지 호주
에 제공하여 호주의 해군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미국이 남중국해를 포함
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
로 평가된다.14 또한 오커스 출범은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일본,

11 프
 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호주의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매우 이
례적으로 미국, 호주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연합뉴스」,
2021년 9월 1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918009851009?sectio
n=international/europe (검색일: 2021.09.18). 영국주재 대사를 소환하지 이유로 영
국을 이번 조치의 주역(a front-row player)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프랑스의 외교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 2021년 9월 18일, https://www.
washingtonpost.com/world/2021/09/18/submarines-france-australia-britain/ (검
색일: 2021.09.19).
12 2030년 후반에야 호주의 1호 원잠의 취역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리
고 이와는 별개로, 의회의 개입이 없이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체결하는 ‘대통령행정협
정’(presidential executive agreement) 방식으로 오커스가 조약과 유사한 효력을 발
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13 「뉴욕타임스」, 2021년 9월 15일, https://www.nytimes.com/2021/09/15/us/politics/
biden-australia-britain-china.html (검색일: 2021.09.16).
14 특히 중국의 핵무기정책과 전략핵(ICBM, SLBM) 현대화 관련해서는 이삼성,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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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이어 호주까지 가세한 아시아에서의 군비경쟁이 본격적으로 시
작되는 징후로 읽힌다.
일각에서는 호주를 오래 전부터 중국과의 대결에서 ‘탄광 속의
카나리아’(a canary in the coal mine)로 보기도 했다.15 미국은 ‘쿼
드’(Quad),16 ‘파이브아이즈’(Five Eyes)17에 이어 원잠(原潛) 삼각동맹
인 오커스라는 또 하나의 안보협력 블록(bloc)을 만들면서 대중(對中)
견제를 위한 군사·안보협력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을 쏜 셈이다. 이를
두고 유럽 일각에서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가변 기하학’(the variable
geometry of the new international order)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미

의 전쟁과 평화』(서울: 한길사, 2018), pp.144-157 참조.
15 S
 am Roggeveen, “Australia Is Making a Risky Bet on the U.S.,” 「뉴욕타임스」, 2021
년 9월 20일,https://www.nytimes.com/2021/09/20/opinion/AUKUS-australiaus-china.html?searchResultPosition=1; Nick Bislie, “Why Australia is the canary
in the regional coal mine,” 「The Lowy Institute」, 2016년 8월 16일.  https://
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why-australia-canary-regional-coalmine (검색일: 2021.09.21); 「조선일보」, 2021년 9월 30일, https://www.chosun.
com/economy/2021/09/30/QGUQGU6E7BGIFOUOMD5TNXVIDE/ (검색일:
2021.09.30).
16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4개국으로 이뤄진 정부 간 비공식적인 안보 협
의체이자 대화 기구로, 공식 명칭은 ‘쿼드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SD)’이다. 쿼드의 시초는 2004년 인도양에 규모 9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후 인도
네시아, 스리랑카 등 연안 국가에 거대한 지진해일, 쓰나미가 강타하면서 23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자 이들 4개국이 복구 작업을 돕기 위해 함께 논의한 것이 오
늘날 쿼드의 모태가 되었다. 이후 2007년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인도를 방문
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번영을 강조하며 기존에 있던 미국, 일본, 호주로
이뤄진 3국 공식 대화체에 인도를 초청하면서 쿼드를 전략적 안보대화모임으로 확
대하였다.
17 파이브아이즈(Five Eyes)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
밀정보 공유동맹이다.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로, 이후 3개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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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는 거리를 두고 아시아판 새로운 동
맹을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18 이미 브
렉시트(Brexit)를 단행한 영국이 이번에 분명히 미국 주도의 인도·태
평양 전략 구상에 동참함으로써 유럽 내에서 영국을 더는 ‘親유럽연합’
의 일원으로 보지 않으려는 분위기 역시 감지되기도 한다.19 이러한 현
상은 영국의 브렉시트를 강력히 지지해 온 트럼프의 집권 시기 최고조
에 달한 ‘혼란 속의 세계’(a world in disarray)에서 일찍이 예견된 것
일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원잠(原潛)20 보유를 국정 목표의 하나로 내세웠
기에 오커스 출범에 따른 미국의 이례적인 조치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2017년 4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
당 대통령후보는 “핵(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원잠(原潛) 도입을 위해서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당시 “핵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원
료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는 핵연료가 되
는 물질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데 현재 한·미 간 원자력 협정
18 W
 olfgang Munchau, “Aukus is a disaster for the EU,” 「The Spectator」, 2021년 9월
17일.
19 「뉴욕타임스」, 2021년 9월 18일, https://www.nytimes.com/2021/09/18/world/
europe/britain-us-france-submarines-brexit.html (검색일: 2021.09.19); 「연합
뉴스」 2021년 9월 22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1/09/22/
JRSXGNXUO5HPHOCNWO2KBYG5ME/ (검색일: 2021.09.22).
20 원잠이 아니어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이 있으며,
SLBM을 쏠 수 없지만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잠수함도 있다. 전자는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SSB)으로, 후자는 공격형 원자력추진 잠수함(SSN)으로 분류된다. SLBM 발
사가 가능한 원잠은 ‘탄도미사일 발사 원자력추진 잠수함’(SSBN·전략원잠)으로 따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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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그것이 안 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21

21 「 중앙일보」, 2017년 4월 27일, https://w w w.joongang.co.kr/ar ticle/
21520420#home (검색일: 2021.09.18); 「뉴욕타임스」 2021년 9월 21, https://
www.nytimes.com/2021/09/21/world/asia/australia-submarines-china.
html?searchResultPosition=1 (검색일: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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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한·미원자력협력협정과 농축

2015년 4월 22일 한·미 양국은 54개월 여 진행된 협상 끝에 ‘한·
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안에 합의하였다.22 특히 농축과 관련하여 정부
(외교부)는2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원전연료의 장기적인 공급
안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강조하고, 미국산 우라늄을 저농축23으로 하고
자 할 때는 고위급위원회(the 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를 통
해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국이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메카
니즘’을 도입했다고 발표하였다.24 구체적으로 말해, ‘2015 협정’에서

22 이
 협정 이전에는 1956년에 체결되고, 연구용 원자로 도입을 계기로 1958년 3월 14
일에 제1차로, 1965년 7월 30일에 제2차로 개정된 바 있는 ‘원자력의비군사적사용
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에 의거하여 한·미
간 원자력협력이 이루어졌었다. 2015년에 합의한 한·미원자력협정은 1974년 5월 15
일부터 발효되어 2014년 3월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10년부터 ‘한·미원
자력협정’ 개정을 위해서 5차례 협상을 전개하였으나, 효력 만료시기까지 개정안에
대한 합의도출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협정을 2016년 3월까지로 연기하였다.
이후 2014년 6월부터 3개월 마다 정례적인 협상을 6차례 진행하여 2015년 4월 22
일 개정안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부분 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임
에도 불구하고 동 협정문과 관련해서 국회의 동의는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 이를 관
철시켰다. 기존 한·미원자력협정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29개 원전협정 가운데
국회 비준을 거친 협정이 현재 하나도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23 “저농축우라늄”은 우라늄 235 동위원소가 20퍼센트 미만으로 농축된 우라늄을 의
미한다.
24 한·미 양국은 상설 고위급위원회(공동의장: 한국 외교부 차관 및 미국 에너지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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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저농축우라늄은 원자로 및 원자로 실험의 연료로의 이용, 변환 또
는 성형가공,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 밖
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판매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이전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25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핵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미국
의 법령과 인허가 정책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허가의 신속한 발급과
한국이 필요로 하는 저농축우라늄의 공급을 보장한다고 규정했다.26 이
는 이전의 협정27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면이 없지 않으나 미국은 여전
히 단서 조항을 붙여 한국의 저농축우라늄 연구와 기술 확보에 제동을
걸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이 오래전부터 연구해 온 원잠(原潛) 개발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이를 간파하고 있다.
원잠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확보와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에 달려 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닌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받는 일이
다. 원전용 핵연료는 5% 농축된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한다. 핵추진 잠
수함용의 원료는 이보다 농축도가 높아야 효율성이 크다.28 이와 관련

관)를 신설하여, 한미 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전략적 협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
게 됐다. 고위급위원회 산하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3대 중점추진분야와 △핵안보를 다루는 4대 실무그룹이 설치·
운영되어 한미 원자력 협력의 제반 사안을 상시 협의하게 됐다. 특히, 한국이 저농축
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한·미 간 협의도 이 고위급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됐다.
25 ‘2015 협정’ 제7조 2항.
26 ‘2015 협정’ 제8조.
27 1974년 개정 협의 제9조에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양도되는 U-235의 농축우라
늄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분리작업량(Separative Work Unit: SWU)은 시설총량
5,000MWe 상당의 원자로의 연료주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을 초과하지 아니한
다”는 조항은 카터 대통령이 1980년 6월 18일에 서명하고 동년 10월에 개최된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 미국이 NPT 가입국에 대해서는 핵연료 농축 상한선을
철폐한다고 밝힘에 따라 사문화 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핵비확산 핸드북』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2010),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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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28 일각에서는 제3국에서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구입하면
미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를 잠수함
의 추진체에만 사용하겠다고 IAEA에 보고하고, 필요 시 IAEA의 사찰
도 수용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29 그러나 이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
언의 사실상의 사문화(死文化) 주장과는 별개로, 한국이 핵기술 분야에
서 실제 어느 정도의 자급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미국과의 경제와 군사
안보의 상호의존도는 얼마인가라는 물음에, 특히 미국 핵비확산론자들
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이 남은 숙제이다. 한·미원자력협
정 개정 합의 후 성과를 설명하는 배포자료를 통해 당시 외교부는 기술
적 타당성, 경제성, 핵비확산 등의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저농축에 관
해 합의할 수 있는 추진경로(pathway)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명시적으로 금지당하지 않은 것이 성과이고, 특히 미국산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는 농축에 사전 동의를 적용받지 않는 것은
천만다행이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있었다.30
그럼에도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은 여전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과 더불어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이다. 실제 한·미원자력협정 13조에
핵물질31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32 원자

28 영
 국과 프랑스에서 운용하는 핵잠수함은 20% 농축 핵연료를 사용하고, 미국과 러시
아는 9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면 30
년 이상 잠수함 기동이 가능하지만 농축도가 떨어지면 3~4년에 한 번씩 연료를 교체
해야 한다.
29 문근식, 『왜 핵 추진 잠수함인가』 (서울: 플래닛 미디어, 2016), p.323.
30 천영우, “한미 원자력협정과 원자력 정책의 미래,” 「동아일보」, 2015년 5월 7일.
31 한·미원자력협정에서 핵물질을 (1) “원료물질,” 즉, 자연 상태의 동위원소 혼합비율을
갖는 우라늄, 우라늄 235 동위원소가 감손된 우라늄, 토륨, 금속·합금·화합물 또는 정
광 형태로서 앞서 언급한 물질 중 어느 하나, (2) “특수핵분열성물질,” 즉, 플루토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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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협력과 관련해서 한·미 간 신뢰는 동맹의 이름값에 훨씬 미치지 못
한다.32 이를 극복하고자 진보성향의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건 원잠
(原潛)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공개 및 비공개적으로, 실무와 고위급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수 십 차례 협상 및 ‘접촉’을 가져왔다는 게 정설이
다. 급기야 당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020년 9월 미국
을 방문해 차세대 원잠 건조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 도입을 타진하였
지만, 미국 측이 군수용 핵물질 반출을 금지한 국내법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33 김현종을 비롯한 원잠 찬성파들
이 제기한 논리 중 하나가 한·미원자력 협정은 원자력의 ‘비군사적(민
간)이용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위한 협정이기에 원자력의 군사적 이

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김현종 역
시 재직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추진 잠
수함은 완전히 별개”라며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34 하지
만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상황이

우라늄 233, 동위원소 233 또는 235가 농축된 우라늄, 앞서 언급한 물질 중 하나 이
상을 함유하는 모든 물질 및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러한 그 밖의 물질을 의미한다
고 정의한다.
32 제13조(폭발 또는 군사적 적용 금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
비 및 구성품과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에 이
용되었거나 이러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모든 핵물질, 감속재 물질, 또는 부산 물질은 핵무기 또는 어떠한 핵폭발 장치, 어떠한
핵폭발 장치의 연구 또는 개발이나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
다.
33 「 중앙일보」, 2020년 10월 06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
23887604#home (검색일: 2021.09.17).
34 「 케이비에스」, 2020년 7월 28일, https://news.kbs.co.kr/news/view.
do?ncd=4504787 (검색일: 2021.10.10).

22

2. 2015년 한·미원자력협력협정과 농축  

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원잠 문제를 방위비분담 문제와 완전히 분리해
서 고려했을 가능성은 낮았으리라 추정한다. 한국 여론 역시 미국의 과
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에 비난 일색이어서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수행
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컸다.35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원잠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방부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공개한 한국형
원잠(原潛)36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35 「 연합뉴스」, 2020년 9월 16일, https://www.yonhapnewstv.co.kr/news/
MYH20200916014000038 (검색일: 2021.10.01).
36 농축도 20%의 원자로는 30~40년간 연료 교체가 필요 없는 반면에, 상업용 원자로
수준인 농축도 3.5%의 우라늄 원자로는 약 10년 간 지속된다. 따라서 원잠의 연료로
어떤 농축도의 우라늄을 사용할 것인지가 핵심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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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원잠(原潛) 개발계획의 원형(原型)이 처음부터 군사적 목적
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1989년부터 중동, 북아프리카 등 물 부족
국가들의 요청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자력을 이용한 담수화
(淡水化) 공동연구를 주도하고 있음을 파악한 원자력계가 90년대 초반
해수담수화용 일체형 소형원자로 개발의 필요성을 정부, 기업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일체형 중소형 원자로가 해수담수화 이외에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인식이 뭉게구름처럼 생겨났다.37
해상용 원자로 연구는 2002년 중반부터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개
발로 시작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5월 초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자주국방 비전보고’
석상에서 기존의 300t급 중잠수함 건조계획(SSU)을 원자력 추진 잠수
함 건조사업(SSX)으로 변경해 조기에 획득하라고 지시했다.38 2003년
6월 2일 조영길 장관 주관으로 열린 국방부 잠수함 실무 관계자 회의
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개념설계 허가가 떨어졌고, 원자력추

37 오
 동룡, “한국형 핵잠수함 원자로 설계한 김시환 박사의 증언,” 「월간조선」, 2016년 1
월호.
38 오동룡, “한국형 핵잠수함 원자로 설계한 김시환 박사의 증언,” 「월간조선」, 2016년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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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치 개발계획을 국방부 장관에게 별도 보고하라는 지시도 떨어졌다.
국방부는 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을 기념해 원자력 추진 잠
수함 건조사업을 ‘362사업’으로 불렀다.39 하지만 극비로 추진되던 사
업이 외부에 노출되어 외교 관계 문제로 비화되면서 사업은 무산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재인 대
통령은 임기 시작 3개월만인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전화
통화 중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를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40을 얘
기하는 과정에서 핵잠수함 추진 문제와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문 대
통령이 지나가듯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다.41 이와 관련 당시 청와대 관
계자는 “핵 잠수함 발언은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한 억지 체계를 염
두에 둔 것이고 탄두 중량 확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원자력협정은 분명히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하고 있음에도 문 대통령의 원잠(原
潛) 확보 필요성의 배경에 한반도 문제를 우리 주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G20 정상회의에 다녀온 직후 열린 국무회의(7월11일)에
서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
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39 「 에스비에스」, 2015년 5월 10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
id=N1002967404 (검색일: 2021.10.10).
40 1차 개정(2001.09): 사거리 제한 300km, 2차 개정(2012.10): 사거리 제한 800km,
3차 개정(2017.09): 모든 미사일에 탄두 중량 제한 해제, 4차 개정(2020.07): 우주발
사체에 고체연료 로켓 허용.
41 「한겨레」, 2017년 8월 07일, https://www.hani.co.kr/arti/PRINT/805907.html (검색
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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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라고 언급한 대목이다.42 게다가 국내 전문가들 중에서는 한국
이 미국과 원자력 파트너쉽을 중단하고 이를 메울 파트너를 찾아 관련
기술, 자재, 서비스, 연료 등을 확보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농축과 관련해서 제3국으로부터 (저)농축우라늄을 구입하여 독자적으
로 개발한 원잠에 사용하면 한미원자력협정 위반을 피할 수 있다는 주
장도 존재한다.

42

김현종 차장이 트럼프 재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0년 방미(訪
美)하여 원잠 건을 두고 미국 측 인사들과 ‘거칠게’ 협의한 것은 나름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
뉴욕타임스(NYT) 인터뷰(2016.03.26)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
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이 만약 지금처럼 약한 모습을 계
속 보인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쨌든 핵무장을 하려고 들 것”이라며 “한·
일이 핵 위협을 느낀다면 (핵무기를) 가져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43 이외에 트럼프는 같은 달 CNN 주최 타운

42 문
 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은 취임 원년인 2017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
다”와 동년 9월 27일 여야 정당 대표 청와대 초청 대화에서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 10월 10일 5부 요인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안
보 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 데
서도 나타났다.
43 「뉴욕타임스」, 2016년 3월 26, https://www.nytimes.com/2016/03/27/us/politics/
donald-trump-interview-highlights.html (검색일: 2021.09.17). 인터뷰 원문은 On
whether to allow Japan and South Korea to build their own nuclear arsenal: “It’s
a position that at some point is something that we have to talk about, and if the
United States keeps on its path, its current path of weakness, they’re going to
want to have that anyway with or without me discussing it, because I don’t think
they feel very secure in what’s going on with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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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미팅에서도 “북한도, 파키스탄도, 중국도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란
도 10년 이내에 가질 것”이라며 “일정 시점에서 일본과 한국이 북한에
맞서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면 미국의 형편이 더 나아질 것”
이라고 주장했다.44
마치 트럼프의 예견을 입증이라도 하듯 한국은 2021년 9월 15일 독
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시험에 성공
했다. 세계에서 7번째다.45 SLBM은 같은 해 8월 13일 해군에 인도된
3000t급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돼 남쪽으로 약 400km
를 날아가 목표지점에 명중한 것으로 전해졌다.46 문 대통령은 참관 후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
이 될 수 있다”며 “오늘 여러 종류의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의 성공을 통
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
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47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44 「 조선일보」 2016년 8월 13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
dir/2020/08/13/2020081300146.html (검색일: 2021.09.17).
45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에 이어 7번째이며, 북한의 2015년 ‘북극성-1
형’과 2019년 ‘북극성-3형’ SLBM 수중 시험발사는 바지선과 같은 구조물에서 진
행돼 잠수함에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한국의 SLBM 발사 성공을
평가 절하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중앙일보」, 2021년 9월 20일, https://www.
joongang.co.kr/article/25008515 (검색일: 2021.09.20).
46 SLBM은 충청남도 안흥종합시험장 앞바다에서 발사됐고 제주도 서쪽 50㎞ 부근에
탄착해 약 400km를 비행하였으며 이는 우리 영해 안에 떨어뜨리기 위해 일부러 사
거리를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2021년 9월 15일, https://www.joongang.
co.kr/article/25007572#home (검색일: 2021.09.17); 「로이터」, 2021년 9월 15
일, https://www.reuters.com/business/aerospace-defense/skorea-successfullytests-submarine-launched-ballistic-missile-blue-house-2021-09-15/ (검색일:
2021.09.17).
47 한·미 양국은 2001년과 2012년, 2017년, 2020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지침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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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맞서 압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사일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나가는 등 강력한 방위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 주
기 바란다”고 당부했다.48 사실 대북 유화정책을 펼친 것으로 ‘인식된’
문 정부의 국방비 증가 6.5%는 노무현 정부 8.76% 보다는 낮지만 이
명박 정부 5.32%, 박근혜 정부 3.98%에 비해 훨씬 높았다. 청와대 관
계자는 “국방비 중에서도 실질적인 전력증강비, 즉 신규전력 확보를 위
한 무기 구입 및 개발비용을 의미하는 방위력개선비 증가를 정부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7.06%, 이명박 정부 5.86%, 박근혜 정부 4.65%, 문
재인 정부 7.38%로 국방비 전체 증가뿐 아니라 방위력개선비 증가에
서도 진보 정부가 보수 정부를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49

정, 그 결과 미사일지침 종료 직전까지 한국이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만 800km로 제한돼 있을 뿐 탄두 중량엔 제한이 없었다. 미사일지침 폐지로 남북한
미사일 군비경쟁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 2021년 7월 27일, https://
www.nytimes.com/2021/04/19/world/asia/korea-missiles-arms-race.html?ref
erringSource=articleShare, (검색일; 2021.10.04); 「동아일보」, 2021년 5월 22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522/107058211/1 (검색일:
2021.10.04).
48 북한의 미래 핵무기 개발 전략은 미국의 선제타격에서 생존한 후 본토를 타격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ICBM, SLBM 시스템을 고도화(은
폐와 이동이 자유롭고, 사거리 확대, 정밀도 제고 등)하며, 다탄두핵미사일과 미
사일방어 침투 방지(penetration aids) 개발에 치중할 것이다. 동시에 극초음속 미
사일 개발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사거리와 탄도 제한을 받
지 않는 한국 역시 핵무기 개발만 배제한 채 이에 상응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
템 개발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극초음속 무기는 레이저무기와 함께 전
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불린다. 「조선일보」,
2021년 10월 3일,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10/03/
FONZS5VOBNE5JFIOFXDVIPZUMA/ (검색일: 2021.10.03).
49 「연합뉴스」, 2021년 10월 02일, https://m.yna.co.kr/view/AKR20211002046500
001 (검색일: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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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공개된 지 4시간 만에 남북관계를 총괄하
고 있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
분하다’라는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며 “한 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몽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대통령까
지 나서서 (상)대방을 헐뜯고 걸고 드는데 가세한다면 부득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남관계는 여지없이
완전 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50
이외에, 북한 외무성 부상은 9월 24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문재
인 대통령이 이틀 전인 9월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밝힌 남·
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제안을 일축했다. 그러면
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미사일지침 종료선언과 호주로 원잠 건조기술
이전 등을 종전선언의 걸림돌로 못 박았다.51 하지만 7시간 후 느닷없이
선결조건과 함께 종전선언52 필요성을 강조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50 「조선중앙통신」, 2021년 9월 15일.
51 「조선중앙통신」, 2021년 9월 24일.
52 종전선언의 유래 등 관련해서는 필자의 「경향신문」 칼럼(2018.08.13) “종전선언의
종언” 참조.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 201808132044025#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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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反轉) 담화에 이어 급기야 9월 25일에 선결조건을 제시하면서 남
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내비쳤다.53 그러다 북한은 9월 28일 돌연 자강
도 용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
사를 진행했다.54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처음으로 도입한 암풀
(앰풀)화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며 “시험
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됐다”고 주장
했다.55
사실 북한은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2012.04.13)한데 이
어 3차 핵실험(2013.02.12), ‘핵보유국 지위 영구화 선언’(2013.03.09),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채택(2013.03.31), ‘자위적 핵보유
국 지위 공고화 법’ 제정(2013.04.01), 그리고 제7차 당대회(2016.05)
계기 ‘병진노선 당규약 명기’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강력
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 공식화를 시도했으며, 김정은 국무위
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4不원칙(不생산, 不실험, 不사용, 不확산)으

(검색일: 2021.09.28).
53 「 연합뉴스」, 2021년 9월 25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9250482
52504 (검색일: 2021.09.25).
54 극초음속 무기는 보통 최대 속도가 마하5(마하 1.0은 음속(초속) 340m, 시속 약
1,224km를 갈 수 있는 속도)를 넘는 무기를 일컫는다. 「중앙일보」, 2021년 9월 29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0648 (검색일: 2021.09.29).
55 앞서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공업발전 전략목표는 ▲ 핵
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 초대형 핵탄두 생산 ▲ 1만5천km 사정권 내 타
격 명중률 제고 ▲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도입 ▲ 수중·지상고체발동기 대
륙간탄도로켓 개발 ▲ 핵잠수함·수중발사핵전략무기 보유 ▲ 군사정찰위성 운영
▲ 500km 무인정찰기 개발 등이다. 「매일경제」, 2021년 9월 30일, https://www.
mk.co.kr/news/politics/view/2021/09/928386/ (검색일: 2021.10.01); 「연합뉴스」,
2021년 9월 29일, https://m.yna.co.kr/view/AKR20210929009652504 (검색일: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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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체화한 비핵화 용의를 밝혔다.
그러나 2003년 10월 NPT에서 탈퇴한 북한은 18년 동안 여섯 차례
의 핵실험으로 핵보유국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켰다. 핵무기 제조의
처음과 끝을 모두 섭렵한 북한은 2018년 4월 조선노동당 7기 3차 전
원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서에서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
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미국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 최소한의 핵무기만 보유하겠다는 의지표명이자, 핵을 자발적으로
먼저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드러냈다. 한마디로 김정은의 핵전
략은 ‘핵무기 미니멀리즘’(nuclear minimalism)이다. 김 위원장은 제8
차 당대회(2021.01.05-01.12) 4일차 ‘사업총화보고’(01.08)에서 “핵무
력건설을 중단없이 강행 추진”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화성계열의 “중·
장거리탄도로케트”와 북극성계열의 “수중발사탄도로케트” 개발이 핵보
유국으로서 북한의 위상을 높였다고 자평하는 등 꾸준히 핵 능력을 증
강해오고 있다.
오커스 관련해서는 북한 외무성 관리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
답 형식을 빌려 “최근 미국이 영국, 오스트랄리아와 3자 안보협력체를
수립하고 오스트랄리아에 핵추진잠수함 건조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것
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련쇄적인 핵군비경쟁
을 유발시키는 매우 재미없고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
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56 즉, 북한 김여정 노동

56 「 통일뉴스」 , 2021년 9월 22일,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
html?idxno=203209 (검색일: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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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부부장의 이중적 잣대 언급57이 오커스가 아닌 한국과 미국의 태도
를 겨냥한 것이긴 해도 미국이 스스로 ‘지극히 예외적’이라고 시인한
것처럼 호주에 원잠(原潛)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것을 비확산정책 기
조와 맞지 않다는 논리로 이중잣대 군불을 계속 때려고 할 것이다. 김
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9월 27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항시
적 긴장과 대립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원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
정책”이라고 강조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58 연이어 북한은 대외선
전매체를 통해 “지금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은 외세의 시대착오적인 대
조선 적대시 정책에 적극 추종하며 반공화국 대결 책동에 매달리고 있
다”고 주장하면서, “(남측이) 앞에서는 평화를 광고해대면서 뒤에 돌아
앉아서는 외세와 야합해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대결
책동에 기를 쓰고 있다”며 이중적 행태를 비난했다.59
한편, 시진핑 주석은 일찍이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업무
보고(2017.10.19)에서 제시한 로드맵에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
년)과 新중국60 성립 100주년(2049년)을 기점으로 삼고서 중국몽 실

57 김
 여정은 2021년 9월 25일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호응,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재설치, 정상회담 개최 등 다양한 ‘당근’을 제시하면서도 “(남측의) 이중
기준은 절대로 넘어가 줄 수 없다”고 했다. 우리 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는 대북 억제력으로 포장한 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발로 규정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58 「 경향신문」, 2021년 9월 28일,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
article/202109280855001#c2b (검색일: 2021.10.03).
59 「연합뉴스」, 2021년 10월 4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4055
500504?section=nk/news/all (검색일: 2021.10.04).
60 중국 지도자들은 사회변혁을 촉구할 때면 의례적으로 ‘신(新)’이라는 단어를 내세웠
다.  1902년 ‘新民(new citizen)’ 개념이 중국 청말(淸末) 지식인 량차오(Liang Qichao,
梁啓超)가 「新民誌」(New Citizen Journal)에 발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1919

38

4. 북한과 중국의 핵미사일 증강

현 계획을 구체화했다. 우선 2020년까지는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실현을 위해 분투하고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샤오캉 기반 아래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
어 2035년부터 新중국 성립 100주년을 맞는 2050년 전까지 중국을
‘부강하고 민주문명적이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달리말해 2035년까지 국방과 군대 현대화
를 기본적으로 실현한 단계에서 2050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로 발돋
움시킨다는 것이 시 주석의 복안이다. 시진핑은 이때는 모든 군사업무
를 전투력을 기준으로 삼아 어떤 전쟁에서도 싸워 이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61
시진핑의 이러한 국가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은 2019년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둥펑(動風, DF)-17을
처음으로 공개했다.62 이를 두고 당시 중국 매체들은 DF-17은 핵탄

년 5.4운동이 신(新)문화운동으로 알려지게 됐다. 1934년 장제스가 ‘신(新)생활운
동’(New Life Movement)을 시작, 1949년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新중국’이 등장하고,
1960년대 후반 ‘문화혁명’은 ‘新사회주의 인간’을 표방하고 나섰다. 1976년 마오쩌둥
이 사망한 후 몇 년간을 ‘新시대’’(new period)로 불리기도 했다. 2007년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이 내세운 구호가 “新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
의 사상“이다. Perry Link, ”The CCP’s Culture of Fear,“ 「뉴욕리뷰오브북스」, 2021년
10월 21일.
61 「 가디언」, 2017년 10월 18일,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
oct/18/xi-jinping-speech-new-era-chinese-power-party-congress (검색일:
2021.10.05); 「신화통신」, 2017년 11월 03일, http://www.xinhuanet.com/english/
special/2017-11/03/c_136725942.htm (검색일: 2021.10.05).
62 2016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Zircon)을 시험발사를 해 온 러시아는 2021년
10월 4일 목표물 타격에 성공했음을 발표, 머지않아 치르콘을 실전배치할 것으로 예
상된다. 「연합뉴스」, 2021년 10월 4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4
059800009?section=international/europe (검색일: 2021.10.05); 「에이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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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 탑재 가능한 극초음속 활공체(hyper sonic glide vehicle as its
warhead)로 음속 10배로 비행하고 비행 중 궤도를 바꿀 수 있어 미국

의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돌파할 수 있다면서 주일미군은 물론 주한
미군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63 중국의 이러한 공세적 태도의 저
변에는 재래식 무기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고 판단, 핵미사
일 개발로 선회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여기에다 중
국은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컴퓨터 회사인 파이티움(Phytium)이 미
국의 첨단 기술이 내장된 슈퍼컴퓨터가 중국 남서부 비밀 군사시설에
서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대만을 겨냥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대기권 통
과 시 열 측정 등 시뮬레이션에 사용되고 있다.64
이외에, 중국이 북서쪽의 위먼시 인근 사막에 100여 개의 대륙간탄
도미사일(ICBM) 지하격납고(silo)를 추가 건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
왔다.65 건설 중인 사일로는 서로 2마일(약 3.2km) 가량 떨어져 있으
며, 푸른빛의 돔(dome)과 같은 덮개가 씌어져 있어 미국 본토를 타격
할 수 있는 최대거리 1만5000km의 DF-41용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년 10월 4일, https://apnews.com/article/business-europe-russia-vladimir-putinnavy-a941853d791d8b57cc1a2bc39e9d4df4  (검색일: 2021.10.05).
63 「글로벌타임스」, 2019년 10월 01일, https://www.globaltimes.cn/content/ 1165933.
shtml (검색일: 2021.10.03).
64 「 워싱턴포스트」, 2021년 4월 09일, https://www.washingtonpost.com/
national-security/china-hypersonic-missiles-american-technology/
2021/04/07/37a6b9be-96fd-11eb-b28d-bfa7bb5cb2a5_story.html (검색일:
2021.10.03).
65 「워싱턴포스트」, 2021년 7월 01일,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china-nuclear-missile-silos/2021/06/30/0fa8debc-d9c2-11eb-bb9e70fda8c37057_story.html (검색일: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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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도 곁들어졌다. 중국이 추가적으로 사일로를 분산해서 건설하여
미국의 선제공격을 견디는 등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
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인 셈이다. 게다가 가짜(mock) 사일로까지 건
설하고 계속 미사일을 이동하여 배치할 경우(이를 ‘shell game’으로 부
름) 미국의 압도적 핵전력에 맞설 수 있다는 계산을 끝낸 것으로 보인

다. 2021년 4월 미국 전략사령부의 찰스 리처드 사령관 역시 의회에서
“중국 내에서 ICBM과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 수(數)의 확대 등 놀랄만
한 핵전력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66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굴기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노
령화 가속, 그리고 식량 및 에너지 자원 부족, 전제정치 등으로 중국이
점차 쇠락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67 물론 이러한 분석에는 미
국을 포함한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불균형의 문제를 중국의 문제
로 치환하면서 중국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미국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기는 해도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의 내외
환경이 이전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표들이 많아진 점은 분명하다.68 특
히 대만문제는 확실히 미·중 간 긴장의 일촉즉발 발화점(flash-point)

66 미
 국 국방부 발행 「성조지」, 2021년 4월 20일, https://www.stripes.com/theaters/
us/stratcom-commander-calls-on-congress-to-update-us-triad-as-china-snuclear-program-advances-weekly-1.670518 (검색일: 2021.10.03).
67 Michael Beckley and Hal Brands, “The End of China’s Rise,” 「포린어페어스」, 2021
년 10월 01일,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21-10-01/endchinas-rise (검색일: 2021.10.03).
68 「씨엔비씨」, 2021년 9월 28일, https://www.cnbc.com/2021/09/28/goldmansachs-cuts-chinas-gdp-growth-forecasts-amid-energy-crunch.html (검색일: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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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정도로 어느 때보다 위험한 요인이 됐다.69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급기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실은 기고문에서 “대만이 중
국에 함락된다면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만의 민주주의와 삶의
방식이 위협받는다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
고 밝혔다.70
핵무기 3각 체계(Triad) 비교71
국가

3각 체계 현황

陸(Land)

海(Sea)

空(Air)

미국

完備(Full)

●

●

●

러시아

完備(Full)

●

●

●

중국

未完備(Partial)

●

●

○

인도

未完備(Partial)

●

○

●

프랑스

2각 체계(Dyad)

-

●

●

파키스탄

2각 체계(Dyad)

●

-

●

영국

-

-

●

-

● Full Arsenal

○ Nascent–None

출처: CSIS/China Power Project

69 「 연합뉴스」, 2021년 10월 5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40747520
83?section=international/china (검색일: 2021.10.05); 「비비씨」, 2021년 10월 4일,
https://www.bbc.com/news/world-asia-58780258; 「서울신문」, 2021년 10월 4일,
https://sedaily.com/NewsView/22SLZP6P05 (검색일: 2021.10.04).
70 Tsai Ing-wen, “Taiwan and the Fight for Democracy,” 「Foreign Affairs」, 2021년
11/12월호.
71 핵무기 3각 체계는 육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중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공중 전략폭격기 등으로 이뤄진 핵무기 운반 체계를 일컫는다. Matthew P.
Funaiole 외, “A Glimpse of Chinese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CSIS」 2021년 8
월 4일, https://www.csis.org/analysis/glimpse-chinese-ballistic-missile-submarines
(검색일: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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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미·영·호주 안보협의체 ‘오커스’ 결성을 역사적 조
치로 치켜세우며 21세기와 미래의 위협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동맹
에 투자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72 프랑스의 격렬한 항의
에도 불구,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 파트너들의 이익을 가르는 합리적
차이도 없다면서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했
다.73 영국은 2021년 5월 최신예 항공모함 퀸엘리자베스호(6만5천톤
급)를 아시아에 파견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의 관여 수위를 높였다.

쿼드의 일원으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온 호주 역시 미국, 뉴질랜드와
함께 ‘태평양 안전 보장 조약’(ANZUS)을 1951년 9월에 체결, 올해로
70주년을 맞았다.74 오커스 동맹 지도자들이 명시적으로 적시하지는 않
72 오
 커스 출범을 두고 미국의 오랜 우방인 프랑스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배신감을 드러
냈다. 미국이 원잠 관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2016년 프랑스가 호
주에 디젤 잠수함 12척을 공급하는 500억 유로(약 77조원) 잠수함 계약 건이 사라졌
기 때문이다. 이외에 미국과 영어권 서방이 이끄는 아·태 안보전략에서 프랑스가 배
제됐다는 위기감도 읽힌다.
73 Derek Grossman, “Biden’s Indo-Pacific Policy Blueprint Emerges,” 「RAND」, 2021
년 8월 23일.  https://www.rand.org/blog/2021/08/bidens-indo-pacific-policyblueprint-emerges.html (검색일: 2021.09.20).
74 미국 「국방부」 , 2021년 8월 31일, https://www.defense.gov/News/Releases/
Release/Article/2760703/statement-by-secretary-of-defense-lloyd-j-austin-iiion-the-70th-anniversary-of/ (검색일: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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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지만 미국이 중국 견제를 목표로 오커스를 통하여 동맹체제를 강화
하려 한다고 분석하는 것이 과장(誇張)은 아니다.75 미국의 의도를 파악
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21년 9월 17일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nference Organization) 정상회의 화상연설에서 “국제문제 해결에

서 ‘우월한 지위’에서 출발하거나 패권과 패도, 괴롭힘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이른바 ‘규칙‘을 기치로 국제질서를 파괴하거나 대립과 분
열을 초래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했다.76 이어 시 주석은 유엔 총회
화상 기조연설(09.22)에서도 “소그룹과 제로섬 게임을 지양”하고 “진정
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오커스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77

AUKUS 동맹국과 중국의 잠수함 전력 비교78
잠수함 전력

미국79

영국

호주80

중국81

SSBNs82

14

483

0

4

SSNs84

52

0

0

6

75 「 연합뉴스」, 2021년 9월 2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9220022510
71?section=international/europe  (검색일: 2021.09.22).
76 시 주석의 연설 전문(영문 全文)을 보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 「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CGTN), 2021년 9월 17일, https://news.cgtn.com/news/202109-17/Full-text-Xi-Jinping-s-remarks-at-the-21st-SCO-summit-13Dd9t2bwYg/
index.html (검색일: 2021.09.18). SCO는 2001년 중국, 러시아 주도로 설립된 인도
와 파키스탄을 포함하는 유라시아 8국 협력체로, 이번 회의에서 이란도 정식 회원국
이 됐다.
77 「연합뉴스」, 2021년 9월 2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92200545
1083?section=international/all; 「글로벌타임스」, 2021년 9월 22일, https://www.
globaltimes.cn/page/202109/1234783.shtml (검색일: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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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Ks85

0

0

6

50

AIPs86

0

0

0

17

전체 합계

66

4

6

60

한국처럼 오랫동안 원잠(原潛) 확보를 추진해온 국가로서는 미국의
이러한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이 동맹의 ‘주니어 파트너’(junior partner)인 영국87과

78 「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NTI 자료 등을 기초로 필자가 편집한 것이다.
79 「NTI」, “United States Submarine Capabilities,” 2021년 2월 17일,https://www.nti.
org/analysis/articles/united-states-submarine-capabilities/ (검색일: 2021.09.18).
80 「NTI」, “Australia Submarine Capabilities,” 2021년 2월 16일, https://www.nti.org/
analysis/articles/australia-submarine-capabilities/ (검색일: 2021.09.18).
81 「NTI」, “China Submarine Capabilities,” https://www.nti.org/analysis/articles/chinasubmarine-capabilities/ (검색일, 2021.09.18).
82 Submersible Ship, Ballistic-missile, Nuclear-powered (SSBNs), 탄도미사일탑재 원
잠.
83 Hans M. Kristensen & Matt Korda, “United Kingdom nuclear weapons, 2021,”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2021년 5월 11일.
84 Submersible Ship,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SSNs), 공격형 원잠.
85 diesel-electric attack submarines (SSKs로 표시), 공격형 디젤잠수함.
86 Air-Independent Propulsions(AIPs) submarines, 공기불요(空氣不要)추진체계를 갖
춘 디젤잠수함.
87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2021년 3월 16일 의회에서 영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정책
을 설명하면서 점증하는 국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탄두의 수를 2025년까
지 40%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2021년 현재 약 225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국은 지난 2010년,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의 수를 계속 줄여 2020
년대 중반까지는 핵탄두 보유 숫자를 180개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80
개를 더 늘리는 쪽으로 방침을 변경한 셈이다. 영국이 이처럼 핵전력 증강을 선언한
건 NPT 발효 후 처음 있는 일이며, 이러한 정책 변경의 배경에는 영국의 큰 위협으로
부상한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시에 또 다른 위협요소인 중국도 견제하기 위한 것이
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 최소한의 핵 억제력을 보유하
고 미국과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국 정부가 발간한 정책보고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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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호주에 원잠(原潛)88 기술을 지원키로 한 점이다. 1958년 영국을
제외하고는 내주지 않았던 원잠(原潛) 기술을 호주에 제공하는 것이다.
겉으로 내세우는 미국의 논리는 호주는 (이란, 브라질과 달리) 모범적
핵비확산국가이기에 핵무기를 만들 동기가 없으며, 미국 역시 호주에
게 핵무기를 개발할 여지를 일체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란과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국면에서 미국의 조치
는 분명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89 러시아로 하여금 중국과 핵 협
력 강화를 촉발시킬 것이다. 나아가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역시 핵물질 이전(transfer)에 있어 이익을 편취하려고 할 것
이다. 그럼에도 핵무기가 탑재되지 않은 원잠(原潛) 기술 이전 그 자체
로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력 강화 및 동맹 규합에 두
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게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90 미국 정부

「Global Britain in a Competitive Age: the Integrated Review of Security, Defence,
Development and Foreign Policy」를 참조하되, 보고서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검색
이 가능하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lobal-britain-in-acompetitive-age-the-integrated-review-of-security-defence-development-andforeign-policy/global-britain-in-a-competitive-age-the-integrated-review-ofsecurity-defence-development-and-foreign-policy; 이외 「Arms Control Today」,
“UK’s Nuclear U-Turn,” 2021년 4월,  https://www.armscontrol.org/act/2021-04/
focus/uks-nuclear-u-turn     참조 (검색일: 2021.09.18).
88 현재까지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핵무기 보유국들인 미국, 러시
아,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인도 6개국뿐이다.
89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핵무기 비보유국인 호주가 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보
유한다면 미국과 영국, 호주는 북한과 이란 등 다른 나라가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을
무슨 이유로 반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겨레」, 2021년 9월 30일, https://
www.yna.co.kr/view/AKR20210930155700083 (검색일: 2021.10.06).
90 Rana Mitter, “The Aukus pact is a sign of a new global order,” 「Guardian」, 2021년
9월 17일,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1/sep/17/aukus-pactchina-us-european-security-nato (검색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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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한 번(one-off)만 있는 일이라면서 예외
적 사안임을 애써 강조했다.91
그러나 동맹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잠(原潛) 관련 민감 기술 이전
이라는 군사적·외교적으로 극도로 예민한 이슈를 건드리면서 안보협
력을 통한 대중 견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역내 동맹국가들의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92 실제 미국
은 한국에게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93 미
국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특수작전 소위원회가 9월 2일 2022회
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기존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 비공식적(informal) 기밀정보 공유동맹 형태인 파
이브아이즈를 한국, 일본, 독일, 인도를 포함시키려는 계획이 담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94 일본과 인도는 미국이 현재 호주까지 포함

91 「연합뉴스」, 2021년 9월 21일. https://m.yna.co.kr/view/AKR20210921002151071 (검색일:
2021.09.21). 한편, 호주 국내의 반대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모리슨 호주 총리가
2022년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오커스가 좌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92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전 영국 총리는 자칫 영국이 대만 문제로 미국과 중국 간
분쟁에 연루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반대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인도 등은 오커스에 지지와 협력를, 인도네시아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93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쿼드(Quad) 플러스 사례 등이 이에 해당된
다. 특히 2019년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유보로 입장을 급선회한 것과 관련해서 미
국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다. 「한겨레」, 2019년 11월 22일, https://www.
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918159.html (검색일: 2021.09.18).
94 「연합뉴스」, 2021년 9월 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200470
0071 (검색일: 2021.09.18). ‘파이브아이즈’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으로,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 냉
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로 캐나다는 1948년, 호주와 뉴질랜드는
1956년에 각각 가입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우덴의 기밀 폭로로 알려진 내용들
에 따르면 미국은 파이브아이즈에다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그리고 네덜란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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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꾸리고 있는 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Quad)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을 강조해 온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동맹국가들
과 협력 분야를 경제, 군사훈련 등을 넘어 기밀정보 공유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군사위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95
한편, 우연의 일치이기는 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9월
29일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즉 파이로프로세싱96과 소듐냉각고속
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2011년 협정 개정에 서명하면서 10년간 파이로프로세싱 공동연구를
한 뒤 그 결과가 한국의 주장과 부합하면 추후 협정에 반영키로 하고
협상을 재개했다. 그 결과를 놓고 다시 국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금년
내에 최종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97 이러한 배경

포함된 ‘Nine Eyes’를, Nine Eyes에 벨기에, 이태리, 독일, 스페인 그리고 스웨덴까지
더한 ‘Fourteen Eyes’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5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advice and consent)를 거쳐 조약
을 체결할 수 있다. 다른 국가와 맺는 합의 중 어떤 것이 조약 형태가 되어야 하는 지
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로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국가 간 쌍방 합의 또는 다자
간 합의를 조약으로 명시한 경우 상원의 비준 과정은 필수적 헌법 절차이다. 베르사
이유조약(1919)과 핵실험금지조약(CTBT, 1999)이 이에 해당한다. 비준의 까다로움
으로 인해 국제 협약이 주로 행정합의(executive agreement) 형태로 우회하는 사례
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행정합의는 다음 대통령에 의해 쉽게 번복될 수 있어 중
요한 국제 관계 합의는 조약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정건, 『미국
정치가 국제이슈를 만날 때』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9), pp.64-65.
96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은 원전을 돌리고 나면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
기물인 사용후핵연료에서 핵물질을 분리하는 기술이다. 분리 과정에서 핵무기 연료
사용되는 플루토늄이 나오게 되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97 기술적 타당성·상업성·확산저항성이 입증됐다면 보고서를 공개 못할 이유가 없음에
도 불구, 정부는 공개를 미루고 대신에 극소수 관계자들에게만 회람하여 검토 의견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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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미 공동연구의 결과를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양국 원자력계의 공
통 이해관계인 연구개발(R&D)에 천문학적 국가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
시키려는 목적도 없지 않다. 말하자면, 미국의 원자력연구계 역시 한국
의 공동연구 방식이 한국을 자국의 영향권 내에 묶어두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98

98 미국이 일본과의 원자력협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 중의 하나가 일본이 유
라톰(EURATOM)에서 농축우라늄을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자로에서 사용
후핵연료를 일본 국내에서 재처리할 경우 미국이 일본에 대한 원자력통제권을 읽을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전진호, 『일본의 대미 원자력외교』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9), pp.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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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커스 출범은 미국이 글로벌 지위를 유지하려는 욕망과 군사력 우
위를 유지하면서 대외적 개입을 점차 축소하는 전략 사이에서 고민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오커스의 등장은 멀리는 브레턴
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의 종언을 고한 닉슨 대통령의 금
(金)과 달러 교환 정지 및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 정책
(1971.8)과 2008년 금융위기부터 가깝게는 트럼프 집권 시기99에 이르
기까지 오랫동안 누적된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비확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조치
는 NPT체제의 근간을 아예 무너뜨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00 무엇

099 트
 럼프는 2017년 1월 취임 직후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을
탈퇴를 선언하고 이어 파리기후협정(The paris Climate Accord) 무효를 선언하였
다. 이외에 양자, 다자 간 맺은 협정들을 위협적으로 변경 압력을 가하거나(미국-캐
나다-멕시코 협정), 일방적으로 기존 협정(이란과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또
는 JCPOA)을 사실상 파기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스스로 훼손했다.
100 아들 부시행정부 시절인 2006년에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에 이례적으로 핵기술과 핵물질을 제공함으로써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부
여한 것이 비확산체제에 미세하게나마 균열을 낸 사례였다면 이번 조치는 비확산
체제의 격변을 예고하는 큰 균열을 일으킨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한겨레」, 2006년
3월 2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6104.
html; Sébastien Philipp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September 17,
2021https://thebulletin.org/2021/09/the-new-australia-uk-and-us-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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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그동안 간간이 전문가 그룹에서 제기되어온 ‘동북아시아 비핵지
대화’101는 기존 비핵무기지대화 체결 소요 기간102을 감안하더라도 사
실상 물거품이 된 셈이다.
이에 대조적으로 중국은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과
1979년 미국과 수교에 힘입어 꾸준한 경제성장을 통해 이제는 미국에
대적할만한 경제적 수준에 도달했다.103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여
전히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가 되었다.104 거칠게 말해, 경제력, 군사
력 지표 등으로 볼 때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패권적 지위의 완전한 상
실은 아니더라도) 쇠퇴가 뚜렷한 현상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특히 미국의 만성화된 재정 적자와 세계 최대 부채 국가에다 미국

submarine-announcement-a-terrible-decision-for-the-nonproliferationregime/ (검색일: 2021.09.20).
101 ‘동북아 비핵무기지대화’는 NPT 공식 핵보유국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반도 및 한반도 주변 구역에서 미국, 중국 등 핵보유국들이 자국의 핵무기 배치를
제한하고 동시에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NSA)을 약속함으로
써 북한 비핵화와 한국과 일본의 미래 핵무장가능성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102 ‘아프리카 비핵무기지대화’는 유엔총회에서 선언(1961)한 후 35년이 지난 후에야
비준으로 체결되었으며, ‘동남아 비핵무기지대화’ 역시 24년이 지나 1995년에 성립
되었다. 비핵무기지대조약 중 핵보유5개국 모두가 비준에 서명한 것은 ‘중남미 비
핵무기지대 조약’이 유일하며, ‘동남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에는 아세안국가들과 핵
보유국 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핵보유국 모두가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비핵무
기지대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은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김마리아 옮김, 『비핵무기지
대』 (서울; 서해문집, 2014) 참조.
103 「Pew Research Center」, 2019년 12월 5일, https://www.pewresearch.org/
global/2019/12/05/views-of-the-balance-of-power-between-u-s-andchina-2019/ (검색일: 2021.09.18).
104 Friedberg의 표현대로 “주요 무역 파트너이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고, 신뢰할만
한 친구(trusted friend)도, 숙적(sworn enemy)도 아니다.” Aaron L. Friedberg, 『A
Contest for Supremacy』 (New York: W.W. Norton and Company, 2011),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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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치의 불안정 요소들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고 있
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워싱턴 주류 정책서클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자신들의 생존 화두로 정하고 언론들과 유착하고 있다는 주장
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주된 관심사항이 중국과의 경제 교류 확대에
치중하기 보다는 안보 이슈를 확대 재생산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각종
담론들을 형성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홍보 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105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이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
하고 있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쿼드, 파이브아이즈 확대, 오
커스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고 추론할 수 있
다. 그렇다면 향후 미국의 대중 정책은 한층 공격적으로 진화할 가능성
이 높아 보인다. 시진핑의 중국 역시 국내 정치 역학상 공세적으로 대
응할 게 분명하다.106
이러한 강대국들 간 불확실성의 구조 속에서 한국이 미·중 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결투’ 속에서 전략적 균형점을 찾기란 대단히 어렵
다.107 그렇다면 일찍이 개디스( J. L. Gaddis)가 지적한대로 ‘예측 불
가능한 합리성’(unpredictable rationality)보다 ‘예측 가능한 비정상
성’(predictable anomaly)을 선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108 ‘전략적 자

105 서
 정건, “미국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상관성: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미국 국내정
치와 외교정책』 서정건 편, (서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20), p.50.
106 이 상국, “중국 ‘AI 주도 미래전쟁선 미국과 해볼 만’ 판단,” 「중앙일보」 2021
년 7월 28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15480#home (검색일:
2021.09.19).
107 일본과 대만은 신속하게 오커스 지지를 천명하였다. 인도와 한국은 이 글을 쓰는
현재까지 오커스에 대한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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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strategic autonomy)을 추구하는 접근법이다.108 이를테면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대
외적으로 천명함과 동시에, 국제 비확산체제 준수와 핵투명성을 강조
하는 법 내지 규범 등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NPT가 허용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을 스스로 옥죄는데서 벗어나 농축을 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셈이 되
며, 나아가 독자적 농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한·미원자력협정
까지 개정해야 할 당위성이 생기게 된다.
한·미원자력협정의 공식적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109이며,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미국이 오커스 발족으로 호주에
게 부여한 원잠(原潛) 기술 이전 사례가 예외적 사안으로 단 한번 뿐임
을 애써 강조했듯이 미국이 또 다시 한국에게 원잠(原潛) 기술을 이전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다. 성사될 경우
북한,110 중국 그리고 일본111으로부터 반발이 거세질 것이 분명하며, 북

108 J ohn Lewis Gaddis, 『The Long Peace: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242.
109 영문으로는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이다.
110 「연합뉴스」, 2021년 9월 20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920003
852504?section=nk/news/all (검색일: 2021.09.20).
111 「 가디언」, 2021년 9월 20일,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
sep/20/japan-urges-europe-to-speak-out-against-chinas-militaryexpansion?CMP=Share_iOSApp_Other (검색일: 2021.09.21); 일본 총리 후보로 나
선 정치인 중에서 일본이 원잠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보
도됐다. 「연합뉴스」, 2021년 9월 「2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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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핵화 논의가 사실상 종료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최
근 국내 민간 정책연구소가 한국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국내 핵무장에
대한 높은 지지도 결과112에서 나타난 한국인들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
에 대한 염원(念願) 경향을 미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원잠(原潛) 설계기능과 장비의 국산화가 이루어져 현재
건조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해도 연료인 농축우라늄을 확보할
수 없다면 건조된 원잠(原潛)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대안으로 동맹파기
를 각오하고 프랑스로부터 아예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잠
(原潛)을 사들여 핵무기 전용(轉用) 의혹을 동시에 불식 시키자는 주장
도 나온다. 그러나 원자로를 24기 이상 운영하고 있는 한국은 원잠(原
潛) 건조와는 별개로 에너지 독립 관점에서 볼 때, 전체 에너지 중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29%)이 높고 핵연료 전량을 수입해야하는 현실을
감안, 제약 없이 (저)농축을 할 수 있는 권한만큼은 확보해야 타당하다.
핵비확산조약(NPT)에서도 평화적 목적의 농축은 허용되고 있기 때문
이다.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과 워싱턴 정책결정자들은 동맹의 정신에 입각하여 농축 시 미국
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한미원자력협정을 각자의 레드라인(red

7082500073?section=international/japan (검색일: 2021.09.27).
112  「아산정책연구원」,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 2010~2020년 아산연례조사 결
과,” 2021년 9월 13일, http://www.asaninst.org/contents/%ed%95%9c%ea%
b5%ad%ec%9d%b8%ec%9d%98-%ec%99%b8%ea%b5%90%ec%95%88
%eb%b3%b4-%ec%9d%b8%ec%8b%9d-20102020%eb%85%84-%ec%
95%84%ec%82%b0%ec%97%b0%eb%a1%80%ec%a1%b0%ec%82%ac%ea%b2%b0%ea%b3%bc/ (검색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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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을 다시 그어보려는 의지를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not only in
words but in deeds)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113 한국은 (저)농축 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투명하고 광범위한 감시 받는 것을 수용하는
것은 물론이다.
동시에 핵비확산과 관련하여 아르헨티나(1968~90), 브라질(1953~
90), 인도(1948~89), 이란(1974~현재), 리비아(1970~1981), 노르

웨이(1946~62), 남아프리카공화국(1969~74), 호주(1956~73), 프
랑스(1945~54), 이탈리아(1955~59), 일본(1954~현재), 루마니아
(1960년대 후반~89), 대만(1967~74), 서독(1956~69), 유고슬라
비아(1948~60), 이집트(1955~80), 이라크(1973~81), 이스라엘
(1949~55), 파키스탄(1954~71), 스웨덴(1945~66), 스위스(1945~
69) 등 많은 국가들이 택한 경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원자력 강국

으로서 세계 핵비확산체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다.

113 2
 021년 9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dl 국회를 통과했다. ‘물가 상승률’
이 아닌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을 방위비인상률과 연동시킨 문재인 정부의 협상
은 패착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조영빈, “방위비분담금 ‘바람 풍’할 수 있
을까,” 「한국일보」, 2021년 9월14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A2021091310150000854 (검색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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