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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오바마 행정부의 핵비확산 정책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고유가의 지속, 지구온난화 대응, 화석연료 자원의 한계 등으로 원자력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재조명되면서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이

용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 이용의 확대는 농축, 재처리 등

민감기술의 확산에 따른 핵확산의 우려 인식으로 국제 핵비확산체제는 지속

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원자력 국제환경 하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평화적 목적의 국가 원자력 이용개발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중심인 핵비확산조약(NPT)

추진 동향을 분석하고, 국제 핵비확산 체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오바마 행

정부의 핵비확산 정책을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

력 이용개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핵비확산체제 하에서 효과

적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첫째,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동

향과 관련하여 핵비확산조약(NPT)의 발전 과정과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NPT에 대한 도전을 분석하였으며, 향후 전개과정을 전망하였으며 둘째, 오

바마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핵비확

산 정책을 분석 및 전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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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 결과 및 건의사항

국제 핵비확산 체제는 핵비확산 의무를 위반하는 국가로 민감기술이 확산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은 물론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일지라도 일정한 조

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민감기술 및 시설을 이전할 수 없다는 또 하나의

장벽을 만들려는 행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민감시설 보유국들을 중심으

로 핵연료 공급보장을 조건으로 각국이 독자적으로 민감시설을 포기토록 유

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전통적으로 핵비확산을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비확

산 정책은 부시 행정부의 핵비확산 정책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미국 의회가 비준을 거부해왔던 전면핵실험금지조약

(CTBT)의 재비준 추진, 핵무기용 핵물질생산금지조약(FMCT)의 발효를 위한

개시 협상 착수 등 “핵무기 없는 세상”(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을 기치로 핵군축을 위한 노력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구체

적인 정책으로 러시아와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협상을 통해 전략무기 감

축에 관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 비확산체제의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핵무기 보유국의 핵감축을 유도하고 비보유국의 새로

운 핵개발 및 보유를 차단하기 위해 NPT를 강화하는 한편, 확산의 위험이

없는 핵의 평화적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제연료은행(international

fuel back)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NPT 조약의 규칙을 위반하

거나 조약에서 탈퇴하려는 국가들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임도 분명히

했다. 테러그룹의 위험한 핵무기 및 핵물질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

제암시장을 와해시키기 위해 PSI와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국제사

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깐깐한 검증을 기반으로 하는 북한 핵문제 및 이란 핵문제의 해결

을 위한 양자 대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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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않는 한 오바마 행정부의 세계 전략 속에서 북한문제는 언제나 갈

등을 유발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위해 제시

한 “강력하고 직접적인 외교(tough and direct diplomacy)”는 북한의 핵 포

기를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확실한 보장을 제시하며 직접 양자협상을 할 수

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비확산레짐 강화를 위한 미국의 정책에 반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통한 압박을 펼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핵비확산 정책은 각국의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인 이용이라고 할지라도 농축, 재처리 등의 민감기술 추구를 제한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 주도의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의무를 충실

히 이행하면서도,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이 제약받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원자력 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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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I. Project Title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of the Obama Administration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foresee trends of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s focused o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suggest national

policy directions which promote utilization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in Korea.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This study addresses two aspects to effectively assist national nuclear

foreign policies.

Firstly,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s of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e international nuclear export control regime,

and proposals for assurance of nuclear fuel supply.

Secondly, this study analyzes the nuclear issues of Obama

administration's "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IV. Major Research Results and Recommenda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of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Obama

administration's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regarding “A World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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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Nuclear Weapons“.

Firstly, the international nuclear regime including the NPT and the

NSG has been strengthened. It has tried to restrict the transfer of

sensitive nuclear technology such as enrichment and reprocessing, even

for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Secondly, for reducing nuclear weapon such as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START) will be activated between the U.S and Russia.

Thirdly,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of the Obama

administration expected to be strengthened than that of the Bush

administration. The new administration will pursue the enforcement of the

CTBT, negotiation of the FMCT and urg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join

the PSI(the Weapon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and GICNT(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Fourthly, due to the North Korea issues, the six-party talks on the

implementation of nuclear verification and the adoption of verification

protocol are in front of obstacle. Lot more problems can be happened if

North Korea do not give up its nuclear weapon program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hrough Obama administration's tough and direct

diplomacy to North Korea.

Therefore, for the effective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nuclear use and development program in current international nuclear

environment, many efforts should be made: to actively and positively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o

strengthen nuclear diplomacy in a more systematic manner; an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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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핵확산금지조약(NPT)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 핵비확산체제는 최근 10년

위기에 처했다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의 출범과 9.11 테러사태의 여파로 미국의 대외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하였고 핵정책이나 비확산정책도 여기에 예외는 아니었다. 부시행정부는

다자주의와 국제법 보다는 일방적 행동과 미국 주도의 연대를 통한 문제해

결을 선호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조약(ABM)의 폐기, 전략핵무기감축협정

(START) 협상의 중단, 그리고 미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다자간 군축조치를

거부하였다. NPT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

국의 안보이익이나 우선순위를 양보하면서까지 NPT체제를 강화하는데 대해

서는 분명히 반대하였다. 미국의 안보정책에서 NPT가 차지하는 우선순위는

평가절하 되었고 부시행정부가 중시하는 비확산 활동은 핵공급자그룹(NSG),

대량살상무기 방지구상(PSI), G-8 글로벌 파트너쉽, 미국의 자체적 반확산 작

전 등 NPT 밖의 활동들이었다. 또 부시행정부는 NPT가 비확산, 군축, 원자

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세 개의 축간의 균형 위에 지탱되고 있다는 전통적

시각 대신 NPT의 핵심적 목표는 비확산이며 군축이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은 여타 중요한 목표일 뿐 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일

방적 태도와 NPT에 대한 관심 결여는 결국 2005년 NPT 검토회의의 실패로

이어졌고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위기의 근본 원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8년간 악화일변도를 걷던 국제 핵비확산체제는

2009년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맞았다. 오바마 대

통령은 국제기구와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전통적 민주당 노선을 신

봉할 뿐 아니라 후보 시절부터 “핵무기 없는 세계(World free of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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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pons)”의 비전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부시행정부와 달리 핵군축이나

비확산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 변화는 2009

년 5월 개최된 NPT 준비위원회(PrepCom) 회의에서도 잘 나타냈다. 미국은

과거에 비해 훨씬 유연하고 실용적인 태도를 보였고 오바마 대통령은 준비

위원회 회의에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커미트먼트를 재확인 하였다.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그동안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국제 핵

비확산체제는 신뢰 회복의 기회를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 핵

비확산 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도전들은 결코 간단히 해

결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또 지난 10년에 걸쳐 패인 핵보유국과 핵비보

유국간, 또 여타 국가간 불신과 의구심의 골은 한 하루아침에 메울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 않다. 2009년의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도 주요 현안에

대한 주요 국가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비확산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

바마 행정부의 핵정책이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인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현재 국제 핵비확산체

제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핵비확산

정책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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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발전과 현 위치

1. 국제 핵비확산체제와 핵확산금지조약(NPT)

핵비확산 체제(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는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

(horizontal proliferation)과 수직적 확산(vertical proliferation)을 방지하기 위

한 조약, 제도, 조치 등을 총칭하여 일컫는 표현이다. 수평적 확산이란 핵무

기를 보유하는 국가가 증가함을 의미하며, 수직적 확산이란 핵무기 보유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수를 증가하거나 핵무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

다. 확산 방지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그대로 인정하되 더 이상의 확산 -수평적 및 수직적- 을 막는다는 뜻을 지닌

다. 따라서 핵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은 핵무기의 수를 줄여나가는

핵군축(nuclear disarmament)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핵비확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핵무기의 출현과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가 증가하거나 핵무

기의 수가 증가하고 성능이 향상될수록 우발적 또는 고의적 핵전쟁의 가능

성이 커진다는 전제가 깔려있다.1) 그렇기 때문에 핵비확산체제는 1945년 7

월 미국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직후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여 핵무기의 확

산을 방지하는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체제로 발전해왔다. 수평적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자체제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safeguards) 체제, 국제원자력 수출통제 체제, 핵물질 방호관련 체

제 등이 있다. 수직적 핵확산을 방지하기위한 체제로는 핵실험 금지조약,

1) 이러한 시각은 1961년 아일랜드의 제안에 의해 유엔총회의 결의로 채택되었다.  “Prevention of the Wider 

Dissemination of Nuclear Weapons", UNGA Res. 1665, 4 Dec., 1961.  반면 Kenneth Waltz는 핵무기의 

점진적 확산은 국제체제 전반에 걸쳐 자제(restraint)를 확산시켜 오히려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Kenneth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 Better, Adelphi Paper 171,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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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배치금지 조약, 비핵지대 조약 등이 포함된다. 다자체제 외에도 두

개 국가간 핵비확산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이행하는 양자간 체제가 있으

며,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이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간 공동선

언 등이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체제는 다층적이고 다양하지만 국제

비확산체제의 중심이 핵확산금지조약(NPT)2)이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NPT는 5개의 공식적인 핵보유국 이외 국가의 핵무기 보유를 방지

하기 위한 체제로서 1968년 채택되고 1970년 3월 발효되었다. 발효 당시

NPT의 당사국은 43개국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189개국으로 보편성

(universality) 확보에 근접하고 있다.3) 현재까지 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는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과 2003년 동

조약 역사상 처음으로 NPT를 탈퇴한 북한 등 극소수의 국가에 불과하다.

특히 냉전종식 이후 고조된 국제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NPT 검토 회의는

1995년 동 조약을 무기한 연장하여 조약 지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였다.

NPT는 지난 약 40년 동안 수평적 핵확산의 방지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1960년대 NPT가 채택되기 전 핵확산에 대해 비관적인 예측이

많았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핵보유국의 수가 20개국이 넘게 될 것이라는 식

의 전망이 유행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상황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으며 NPT가 이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NPT 체제는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NPT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위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

해서는 NPT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흔히 NPT를 수평적 핵확산

2)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hereinafter NPT), July 1, 1968, 728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161.

3) United Nations, Status of Multilateral Arms Regulation and Disarmament Agreements 참조.

4) 가령,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기자회견에서 핵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1970년까지 10개국, 그리고 

1975년까지는 15-20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Richard Reeves, President 
Kennedy: Profile of Power (1993), p.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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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약으로 이해하지만 NPT는 수평적 핵확산 방지

뿐 아니라 핵군축(수직적 확산 방지)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보장이라는 목

적도 추구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목적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즉

NPT는 핵비확산(non-proliferation),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세 개의 축에 바탕한 체제라고 볼 수 있다.5) 이 세 개의

축은 상호 긴밀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모순적인 관계에 있다. 가령, 핵군축

과 핵비확산의 논리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수평적 핵확산의 가장

강력한 요인은 다른 국가, 특히 적대국 내지 비우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

기의 존재다. 따라서 수평적 핵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핵무기의 제

거가 필수적이다. 반대로 핵군축에 진전이 없을 경우 수평적 핵확산의 위험

은 항상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핵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또한 상호 모순 내지 긴장관계에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은 본질적으로 의도의 차이일 뿐 그 내용이나 절차 면에서는 아무런 차

이도 없기 때문이다.6)

냉전종식으로 세계는 핵군축의 절호의 기회를 맞았고 실제 미국과 러시아

는 냉전종식 직후 대규모 핵군축을 단행하였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라크의 비밀 핵개발을 계기로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해 보다 강

력한 안전조치(추가의정서)를 채택하였다. 1995년의 NPT 검토회의는 핵보

유국의 군축 의무를 재확인하는 전제로 동 조약의 무기한 연장을 결정하였

다. 이와 같은 핵군축의 진전과 안전조치의 강화 필요에 대한 국제적 공감

대의 확산으로 높아진 NPT에 대한 낙관론은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을 정점

으로 점차 냉각되기 시작하였다. 핵군축 및 수직적 핵확산 억제의 정체,

1998년 인도․파키스탄의 핵실험 및 핵보유 선언, 불량국가의 대량살상무기

5) Robert L. Pfaltzgraff, "The Future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Fletcher Forum of World 
Affairs, Vol. 30 (2006), p. 65.

6) Orde F. Kittrie, "Averting Catastrophe: Why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is losing its 

Deterrence Capacity and How to restore it",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8 (2007), 

pp. 3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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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추진 등이 이어지면서 NPT

체제도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핵군비 경쟁의 근본원인이 되었던

미소간 냉전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군축이 여전히 정체상태에 있다

는 사실은 단순히 NPT의 세 가지 주요 목표 중 한 가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차원을 넘어 NPT 체제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역할

을 하였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NPT 체제를 수평적 확산방지, 핵군축, 원자

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세 개의 기둥에 의지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기둥이 무너지면 단순히 그 기둥이 무너지는데 그치지 않고 전체 건

물이 와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부시행정부의 출범과 9.11 사태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NPT 체제

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기 충분하였다.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에 대한 부시행

정부의 부정적 시각과 9.11 이후 미국의 핵정책 변화, 에너지 수요 급증에

따른 원자력의 재부상은 NPT 체제의 내부 모순과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기반을 흔들었다. 수직적 핵확산 억제가 정체․실패함에 따라 수평적 핵확

산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으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군사

적 전용의 가능성 또한 증대하였다. 핵보유국과 핵비보유국간 입장 및 이익

의 차이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벌어졌으며 상호불신의 골은 메우

기 어려울 정도로 깊어졌다. 그 결과 현재 NPT 체제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5년 NPT 검토회의의 실패는 NPT가 직면하

고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과연 NPT 체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근간으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장에서는 현재 NPT 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의 실체를 짚어보고 과

연 NPT 체제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앞으로 국제비확산 체제의 중심 역

할을 할 수 있을 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NPT의 체결경위

와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NPT 체제의 발전 경과, 특히 지난 약 10년간 NPT



- 7 -

체제의 퇴조의 원인을 짚어볼 것이다. 또 NPT 체제의 내재적 한계와 현재

NPT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비확

산 체제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2. NPT의 체결경위와 주요 내용

가. 경위

1940년대와 1950년대 미국과 유엔은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가 독일이나 일본 등으로 확산될 위험을 차단하는 한편 핵물질과 기

술의 평화적 사용의 확산에 따른 경제적․상업적 이익을 노린 것이었다. 이

에 따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원자력 에너지의 개발을 지원하는 각

종 계획들이 제시되었다. Baruch Plan7)이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Atoms

for Peace" 프로그램8)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본격적

인 핵비확산체제의 출범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한편 1958년 9월 아일랜드의 외무장관인 아이켄(F. Aiken)은 유엔총회에서

핵무기 보유국의 수를 현재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제적 협정을 체결할 필요

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그 후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핵무기의 광범위한 확산방지(Prevention of the Wider Dissemination of

Nuclear Weapons)"라는 새로운 안을 1959년 제14차 유엔총회에 제출하였다.

7) 미국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핵물질을 유엔의 기구에 이관하고 이 기구로 하여금 이 물질을 배타적으로 관리하

도록 하자는 계획을 유엔에 제안하였다.  미국과 소련은 이에 대해 협의를 했으나 구체적 조건에 합의하지 못

했고 결국 미국은 Baruch Plan을 유엔의 의제로부터 철회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Richard Smoke, National 
Security and the Nuclear Dilemma: An Introduction to the American Experience in the Cold War 
(1993), p. 127 참조.

8)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보유국들은 핵물질을 국제기구에 이관하고 동 기구가 평

화적 목적의 핵물질 이용을 감독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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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은 핵확산 방지를 위해 10개국 군축위원회가 국제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핵보유국은 핵비보유국에 대해서 핵무기를 양도하

지 않을 것, 핵비보유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 것 등을 요구하

고 있으며, 이를 감시하고 사찰하기 위한 국제적 조치도 마련할 것을 제안하

고 있다. 핵비확산을 국제적 규범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한 이 제안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1961년 유엔총회의 결의로 채택되었다.9)

핵비확산에 관한 논의가 유엔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가

1960년 2월, 중국이 1964년 10월에 핵실험에 성공하였다. 한편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도 원자력 발전을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그 이

용 범위도 확대되는 등, 원자력의 이용․개발이 본격적인 진전을 보이기 시

작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었으며 핵확

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체제의 출범 필요성도 절실해졌다.

미국은 1965년 8월 유엔 18개국 군축위원회(ENDC)에 핵비확산을 목적으

로 한 조약 초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동년 9월 소련이 그 대안을 제시

하자 핵비확산에 관한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서 핵비

보유국들은 (1) 핵비보유국에 대해서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2) 핵비보유국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3)

핵비보유국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제약을 받으며 (4) 안전조치의 적용이

차별적이다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핵보유국은 조약의 초안에 핵군축을 위해 성실히

교섭하며 (제6조), NPT가 핵비보유국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권리

에 영향을 주지 않고(제4조), 평화목적의 핵폭발의 이익은 모든 당사국에 제

공하며 (제5), 미국과 영국도 안전조치 수락 선언을 함으로써 타협에 이르게

9) “Prevention of Wider Dissemination of Nuclear Weapons". UNGA Res. 1665, 4 Dec.,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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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에 따라 NPT가 1968년 7월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고, 미국, 영국,

러시아가 기탁국으로 지정되었으며 기탁국을 포함하여 43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970년 3월 발효되었다. NPT는 핵보유국과 핵비보유국가 근

본적 차이를 인정하는 전형적 불평등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핵무기의 전면적 철폐라는 이상론보다는 궁극적 목표인 비핵화 실현

이전에 보다 시급한 핵확산과 핵군비 경쟁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현실론을

많은 국가들이 수용한 결과로 채택될 수 있었다.

나. 주요 내용

NPT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의 수를 조약 채택 당시의 핵보유국(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으로 동결시킴으로써 핵전쟁의 가능성을 줄여 세계

를 보다 안전하게 하고, 핵무기 개발에 소요되는 자원을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으로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NPT의 목적은 핵무기의 확산 방지(수

평적 확산 방지), 핵무기 경쟁 중지 및 핵군축 실현(수직적 확산 방지 및 핵

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보장이다. 이런 점에서 NPT는 비확산 조약

(non-proliferation treaty)일 뿐 아니라 군축조약(disarmament treaty)이기도

하다.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방지는 조약 제1, 2, 3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조는

조약당사국인 핵보유국은 어떤 경우에도 핵비보유국에게 핵무기, 핵폭발장치

또는 그 관리를 이양하지 않을 것과, 이를 원조․장려․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10) (핵보유국의 의무) 제2조는 조약당사국인 핵비보유국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나 핵폭발장치 또는 그 통제권을 수령하지 않고 그 제조에

대한 어떤 원조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11) (핵비보유국의 의무)

제3조는 핵비보유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으로부터 핵무기로 전용하는 것

10) NPT, Art. I

11) Ibid., Art II



- 10 -

을 방지하기 위해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모든 원자력 활동

에 대해서 IAEA의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12) (안전조치)

앞서 지적한 것처럼 NPT 체제가 수평적 확산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표방

하게 되자 핵비보유국들은 조약 의무의 불평등성을 들어 핵보유국에게 군축

의무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제6조는 조약 당사국이 빠른 시일 내에 핵군

비 경쟁을 중지하고 핵군축에 관련된 효율적인 조치 및 전면적이고 완전한

군비 축소를 규정하는 조약에 대한 협상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

였다.13) (핵군축) 제6조는 NPT의 11개 조항 중 가장 모호한 조항으로 동

조항의 해석은 NPT 체택 이후 줄곧 핵보유국과 핵비보유국간 뜨거운 논란

의 대상이 되었다.

NPT는 당사국의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

다. 조약 제4조는 제1, 2조(핵보유국과 핵비보유국의 의무)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 생산, 이용 및 개발의 권리를 저해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14)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교류․협력을 장려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원자력 이용 및 개

발에 조약 당사국들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NPT는 제10조에 탈퇴와 조약 연장에 관한 규정을 두어 당사

국의 주권적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즉 조약 당사국이

NPT 가입으로 인해 자국의 최고 이익(supreme interests)이 위태롭게 되었다

고 결정하는 경우 3개월 전에 통보하고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15) 또 조

약 발효 후 25년이 경과된 뒤 조약의 연장을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0조에 따라 당사국들은 1995년 5월 NPT 연장회의를 개최

12) Ibid., Art. III

13) Ibid., Art. VI

14) Ibid., Art. IV

15) Ibid., Art.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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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동 조약의 효력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NPT는 불과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비교적 간단한 조약이지만 이들 조

문이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미 앞서 지적했듯이

NPT는 핵비확산(제1, 2, 3조), 핵군축(제6조),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제4조)이라는 세 개의 기둥간 미묘한 균형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체제다.

물론 이들 조항이 법적으로 상호 연계된 것은 아니나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

계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하나의 기둥에 문제가 생기면 그

기둥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NPT 체제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후술하듯이 NPT 체제의 발전과정을 통하여 거듭

목격하게 된다.

3. 냉전종식 이후 NPT 체제의 발전 경과

가. 1995년 무기한 연장결정과 NPT 낙관론

NPT 체제를 둘러싼 현재의 긴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NPT 체제

가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왔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NPT 무기한

연장을 결정한 1995년의 검토회의와 그 이후의 변화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

수적이다.

NPT의 체결을 위한 교섭 당시에 독일, 이태리, 스웨덴 등을 포함한 상당

수의 국가들이 동 조약을 항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다. 대신

이들 국가들은 조약이 발효 후 25년이 되는 시점에 조약을 재검토하고 조약

의 연장 연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조약은 제10조 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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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에 본 조약이 무기한으로 효력을

지속할 것인가 또는 추후의 일정기간 동안 연장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

여 회의를 소집하며 동 결정은 조약당사국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16)고

하였다. 그 결과 조약 발효 25년이 경과한 1995년 NPT의 장래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 및 연장회의(Review and Extension Conference)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 개최 당시 많은 핵비보유국들은 핵보유국들의 군축 의무 이행 정

도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핵군축에 상당한 진전이 없는 한 핵

보유국과 비보유국으로 구성된 이중체제를 사실상 항구적인 체제로 발전시

키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 NPT를 항구적 체제로 전

환하게 되면 핵보유국들이 기득권에 안주하여 핵군축 의무를 더욱 소홀히

할 가능성도 우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종식 이후 고조된 국제협

력의 분위기에 힘입어 NPT 당사국들은 핵보유국들의 강력한 군축 노력을

전제로 하여 NPT의 무기한 연장을 결정하는 절충을 하였다.17) 이 절충은

1995년 검토 및 연장회의에서 채택된 최종문서 "핵비확산과 핵군축의 원칙과

목적"에 잘 나타나 있다.18) 원칙과 목적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1996년까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협상의 완료, 핵군축 추진 공약의 재확인, 핵무기물

질의 생산을 중단하기 위한 협상의 시작, 기존 핵무기의 획기적 감축, 비핵

지대(nuclear-weapon-free-zones) 창설 장려, NPT의 보편성 확보를 위한 적

극적 노력(핵무기를 보유하면서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파키

스탄, 인도를 NPT에 가입시키기 위한 노력),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및

검증 능력 제고,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공약 재확인 및 강화 등

이 포함된다.

16) NPT, 제10조 2항

17) 물론 이것은 법적인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 정치적 전제조건으로 이해되었다.  Thomas Graham, Jr., 

Common Sense o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2004, p. 10

18) Decisions and Resolution adopted at the 1995 NPT Review and Extension Conference, Decision 2: 

Principles and Objective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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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동 회의는 NPT의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조약 의무 이행 여부

를 평가하기 위해 매 5년마다 개최되는 검토회의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다.19)

이에 따라 검토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가

동 회의 개최 전 3년 동안 매년 한 차례씩 열리며, 준비위원회는 NPT의 충

실한 이행과 보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원칙과 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검토

회의에 권고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1995년 회의는 중동지역에서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하는 특별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는 NPT의 보편성을

강조하여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겨냥하였으며 특히 중동지

역에서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의 제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의 조기 실

현을 위한 핵보유국의 적극적 협조를 요구하였다.20)

나. NPT체제의 동요와 2000년 검토회의

NPT 무기한 연장이 결정된 후 처음 개최되었던 2000년 검토회의는 전망

이 그다지 밝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1995년 채택되었던 원칙과 목적의 상당

부분, 특히 핵군축과 관련한 의무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핵물질생산금지 조약의 교섭은 여전히 정체상태에 머물렀고 미국-러시아간

군축협상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미국 상원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의

비준 동의를 거부하였고 클린턴 행정부는 핵군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의 구축을 계속 추진하였다. 이에 더해 1998년 인도와 파키

스탄은 핵실험을 단행하여 남아시아에서 핵군비 경쟁의 위험은 심각한 수준

으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NPT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환경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5

년의 대타협과 국제협력의 분위기는 예상보다 견고하였다. 검토회의 개최

19) Decisions and Resolution adopted at the 1995 NPT Review and Extension Conference, Decision 1: 

Strengthening the Review Process for the Treaty

20) Decisions and Resolution adopted at the 1995 NPT Review and Extension Conference, Resolution 

on the Middl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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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핵보유국의 의무 이행 지연에 대한 핵비보유국의 질타가 쏟아졌으

나, 우려와는 달리 동 회의는 핵군축과 조약의 보편성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공약을 담은 최종문서를 채택할 수 있었다. 특히 최종문서는 핵군축의 실현

을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13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

시하였다. 이러한 조치로는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의 발효를 위한 관련국

들의 서명 및 비준, CTBT의 발효 전까지 핵실험 유예, 핵물질생산금지조약

협상의 진전, 핵군축 협상, 핵군축과 기타 핵관련 군비통제 조치에 대한 불

가역성 원칙(Principle of Irreversibility)의 적용,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에 대

한 핵보유국의 명확한 의지, 미-러간 전략핵무기감축 협정(START II)의 조기

발효 및 ABM 조약 유지 및 강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핵군축

협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능력의 개발 등이 포함된다.21) 특히

최종문서는 5개 핵보유국으로 하여금 NPT 6조에 따라 비핵화에 이를 수 있

도록 각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분명하게 약속

(unequivocal undertaking)하도록 하였다.

다. 부시행정부의 출범과 NPT 체제의 위기: 2005년 검토회의

1995년과 2000년 회의를 통해 형성된 협력과 타협의 분위기는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 NPT 검토회의는 동 조약

의 역사에 있어서 최대의 실패였고 NPT 체제의 위기를 초래한 회의였다.

물론 과거에도 검토회의에서 최종 합의문서 채택에 실패한 경우가 없지 않

았지만 2005년의 경우처럼 모든 이슈에 대해 대다수 국가들이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인 경우는 없었다. 그 결과 당사국들은 4주간의 회의 일정 가운데

3주 이상을 절차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허비하였고 실질적 이슈에 대한 본격

적 토의는 시작조차 어려웠다.22) 특히 북한과 이란 핵문제가 심각한 국면에

21) 2000 NPT Review Conference Final Document, Arms Control Today, June 2000.

22) Jonathan Granof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Its 2005 Review Conference: A Legal 

and Political Analysis",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Vol. 39 

(2007), p.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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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 시점에서 개최되었던 검토회의였던 만큼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검토회

의의 실패에 그치지 않고 NPT 체제의 장래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기에 충

분하였다.

2005년 검토회의의 실패는 그 이전 삼년에 걸친 네 차례의 준비위원회 회

의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23) 의제채택을 둘러싼 논란이 실패의

직접적인 이유로 지적되지만 사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였고 그

이면에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것은 유일한 초강대국

인 미국의 근본적 정책변화에서 기인한다. 2001년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미

국의 선택의 자유나 재량을 제한하는 다자협력이나 국제법에 대해서 근본적

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과 안보정책의 이

념적 기반을 제공했던 소위 네오콘들은 국제기구에 기반한 다자주의를 경멸

하였고 필요하다면 일방적인 행동도 주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부시행정부의 이러한 시각은 NPT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부시행

정부는 기존의 NPT 체제가 이라크, 북한, 이란 등 소위 “불량국가(rogue

state)”들의 은밀한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한 반면 미국의 전

략적 선택을 지나치게 억제한다고 보았다. 특히 1995년과 2000년 검토회의

를 통해 채택된 핵군축의 원칙과 목적의 상당부분은 부시행정부로서는 수용

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부시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사일 방어체제의 적극

적 추진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미-러간 탄도미사일방어 조약(ABM

Treaty)을 폐기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2000년 검토회의에서 채

택된 13개 조치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었다.

2001년의 9.11 테러공격은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적 경향을 더욱 강화하

23) 이미 2004년에 유엔 고위급 패널은 “We are approaching a point at which the erosion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could become irreversible, and result in a cascade of proliferation"라고 전망

한 바 있다.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 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s, Dec. 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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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부시대통령은 불량국가나 테러집단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거나 획

득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안보에 최대의 위협이 된다고 보고 이를 저지하

기 위해 선제적 무력사용도 불사하는 부시 독트린(Bush Doctrine)을 발표하

였다. 불량국가의 핵위협은 전통적인 억제전략으로는 막기 어려운 만큼 이

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제의 구축은 안보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

었다. 이에 따라 ABM 조약은 결국 폐기되고 미-러간 본격적 핵군축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24) 또 산악지역 깊숙이 숨어있는 테러조직을 공

격하기 위해 소형 핵무기의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고, 핵위협 뿐 아니라 “대

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억제로서 핵무기의 사용을 고려하는 등 미국의 안

보정책에 있어서 핵무기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1995

년과 2000년의 NPT 합의의 정신과 크게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다. 부시행정

부는 NPT에 기반한 다자간 비확산체제로는 미국이 당면한 안보위협에 제대

로 대처할 수 없다고 보고 보다 강력한 반테러 정책과 반확산

(counter-proliferation) 정책으로 선회하였으며 이러한 정책변화는 결국 NPT

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부시행정부의 정책변화는 2002년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2002)에 잘 나타나 있다.25) 동 보고서는 다자주의와 국제법 보

다는 일방적 행동과 미국 주도의 연대를 통한 문제해결을 선호하고 ABM 조

약의 폐기, START 협상의 중단, 그리고 미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다자간 군

축조치에 대한 지지 거부 등을 천명하였다. 또 공격과 수비 및 외교와 개입

의 균형, 특히 적극적인 반테러 및 반확산 정책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사례에서 보듯이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 및 정권교체를 통한 적대

세력의 극복 등을 미국의 주요 전략으로 천명하였다.

24) Greg Thielmann, "Rumsfeld reprise? The missile report that foretold the Iraq intelligence 

controversy", Arms Control Today, 33:6, July/August 2003.

25) Statement by President Bush accompanying publication of NSS-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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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의 NPT에 대한 함의는 명확하다. 미국에 대한 위협이 근본적

으로 변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전략도 수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NPT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셈이다.26) 물론 NPT가 더 이

상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 조약은 앞으로도 핵비보유국들로

하여금 조약상의 비확산 의무를 충실히 지키도록 하는 수단인 동시에 핵무

기 개발을 추진하거나 모색하는 국가들을 제재하기 위한 근거의 역할을 한

다. 그러나 미국의 안보이익이나 우선순위를 양보하면서까지 NPT를 강화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즉 미국의 안보정책에서 NPT에 부여된 우선순위는 더

이상 그다지 높지 않다. NPT는 국제 비확산체제의 근간이라기보다 일부일

뿐이다. 부시행정부가 보다 중시하는 비확산 활동은 핵공급자그룹(NSG), 대

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G-8 글로벌 파트너쉽, 미국의 자체적 반확산

작전 등 NPT 밖의 활동들이다. 또 부시행정부는 NPT가 비확산, 군축, 원자

력 평화적 이용이라는 세 가지 축간 균형 위에 서있다는 전통적 시각에 동

의하지 않는다. NPT의 핵심적 목표는 비확산이며 군축이나 원자력의 평화

적 이용은 여타 중요한 목표일뿐이라는 것이다.

2005년 검토회의에서 의제를 둘러싼 논란의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미국의

근본적 정책변화가 있었다. 미국은 1995년과 2000년의 검토회의에서 채택되

었던 합의를 논의의 기초로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대신 이란과 북한의 확산

위협에 초점을 맞출 것을 원하였다. 반면 이집트를 필두로 한 비동맹국가

(NAM)들은 기존의 합의와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하면서 NPT의 보편성

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비준이나 핵물질생

산금지조약 협상의 진전, 핵실험 유예, 핵군축 진전 등 미국의 안보이익을

제약할 수 있는 어떠한 합의나 공약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뿐만 아

니라 과거와 달리 검토회의에 참석한 미국 대표단의 직급은 낮았고 활동도

매우 수동적이었다. 미국은 핵군축에 관한 NPT의 기존 합의를 존중할 의사

26) Harald Muller, The 2005 NPT Review Conference: Reasons and Consequences of Failure and 
Options for Repair,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ommission No. 31, 2006, p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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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었을 뿐 아니라 협상에 돌파구를 열기위해 양보를 하거나 리더십을 행

사할 의지도 없었다. 반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 미국은 미국이 선

호하는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핵연료주기(civil fuel-cycles) 개

발 권리를 제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는 물론 NPT 제4조에 따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와 배치되는 것이다. 2005년 검토회의가 아무런 성과도 없

이 막을 내린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없겠지만 이와 같은 미국의 일방적 태

도와 무관심이 결정적 요인이었다는데 거의 이론이 없다. 뿐만 아니라 검토

회의 4개월 후에 개최된 2005년 9월의 유엔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일방주

의는 계속되었다. 정상회담의 최종문서에도 미국의 고집으로 비확산과 군축

에 대한 언급이 생략되었고27),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금년에 두 번 실패했다. 한번은 NPT 회의에서 그리고 또 한번은 바로 지금

이다.”28)라고 한탄하였다.

라. 2010년 검토회의 준비과정 및 전망

2005년 검토회의의 실패는 NPT 체제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졌다. 1990년

대 후반부터 동요하기 시작했던 NPT 체제는 부시행정부의 출범과 9.11 사태

를 거치면서 급격히 악화되었고 2005년의 검토회의의 실패로 와해의 위기에

처한 셈이다. 핵보유국과 비보유국간 미묘한 균형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당

사국간 불신과 의구심은 위험한 수준으로 치달았다.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

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핵

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빈사상태의 NPT 체제에 또 한 번의 타격을 가했다.

반면 NPT 가입을 시종일관 거부해온 인도는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맺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NPT 체제의 위기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과연 NPT가 회복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처분 될 것인지에 대

27) William Walker, "Nuclear Enlightenment and Counter-Enlightenment", International Affairs, 83:3 

(2007), p. 446

28) Press Conference, UN Secretary-General Koffi Annan, Sept. 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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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도 가열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의 검토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 회의가

2007년부터 개최되었다. 2010년의 검토회의는 NPT가 사실상 폐기처분의 수

순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기사회생할 것인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8년간 악화일변도를 걷던 NPT 체제

는 2009년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기구와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전통적인 민주

당 노선을 신봉할 뿐 아니라 후보 시절부터 “핵무기없는 세계”의 비전을 공

약으로 제시하는 등, 부시행정부와 달리 핵군축이나 비확산에 보다 적극적이

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변화는 2009년의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충분히

감지될 수 있었다. 미국은 과거에 비해 훨씬 유용하고 실용적인 태도를 보

였고 오바마 대통령은 준비위원회 회의에 직접 메시지를 보내 미국이 NPT

에 확실히 복귀했음을 보여주었다.29) 그 결과 제3차 회의는 거의 10년 만에

가장 성공적인 회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우선 준비위원회 회의는 2010년 검토회의에서 논의할 의제에 합의하여

2005년 회의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였다. 특히 합의된 의제는

“(NPT) 조약의 운용의 검토 . . . , 1995년 검토 및 연장회의에서 채택된 결

정과 결의와 2000년 검토회의의 최종문서를 고려하면서 . . . ”라고 언급하여

NPT 자체 뿐 아니라 그동안의 합의와 결정도 향후 논의의 기초가 될 것임

을 확인하였다. 이는 2005년 검토회의에서 미국이 기존의 합의와 결정을 논

의의 기초로 수용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의제채택에 곤란을 겪었던 사실을 감

안하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입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시

29)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메시지를 통해 당사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 . that differences are 

inevitable and that NPT Parties will not always view each element of the Treaty in the same way. . 

. We must define ourselves not by our differences, but by our readiness to pursue dialogue and 

hard work to ensure that the NPT continues t omake an enduring contribution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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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주는 것이다. 또 하나의 절차적 합의는 2010년 검토회의에서 구체적 이

슈들을 3개의 본위원회(main committees)에서 다루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

라 제1 본위원회는 주로 핵군축 이슈들을 다루고 제2 본위원회는 비확산 이

슈들을 다루며, 제3 본위원회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

였다. 이는 단순히 주요 이슈들을 해당 위원회에 배분했다는 것 이상의 의

미를 지닌다. 이는 핵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NPT의 3대

기둥을 인정하고 이 세 기둥간의 균형의 중요성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처럼 절차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2010년 검토회의

를 위한 최종권고안 채택에는 실패하였다. 회의 기간 동안 3개의 의장초안

이 제시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30) 대체로 제1차 초안은

핵비보유국의 요구사항인 핵보유국의 군축에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평가된

다. 특히 1995년 연장회의와 2000년 재검토 회의에서 채택되었던 합의(13개

조항의 액션 플랜)의 이행여부에 대한 검토가 강조된 반면 포괄적 안전조치

의 보편화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는 등 비확산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시된 제2차 초안은 반대로 비확산을 강

조한 반면 핵군축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는 비판에 당면하였다.

다시 한 번 내용을 수정한 제3차 초안이 제시되었으나 결국 시간부족으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회의는 권고안 채택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 권고안 채택 무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이를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2010년 회의에서 보다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31) 실제 대다수 국가들은 권고안에 대한 합의도

출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안도하였다. 일단 의장이 제시한 3개 초안 중 어느

것에도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2010년 회의까지 여러 가지

30) 이에 관해서는 Rebecca Johnson, "Laying Substantive Groundwork for 2010: Report of the 2009 NPT 

PrepCom", Disarmament Diplomacy, No. 91, 2009.

3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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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적당히 타협하기 보다는 상황이 보다 분

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실제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 미국의 핵전략 검토, 미-러간 전략핵무기감축 협정 협상 등

2010년도 검토회의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무리하게 합의를 서두를 이유는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2009년의 준비위원회 회의는 2010년 검토회의를 위한 긍정적 기반

을 닦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 회의를 통해 확인된 새로운 협력과 타협의

분위기는 2010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낙관적 전망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NPT 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도

전들은 결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또 지난 10년에 걸쳐

패인 핵보유국과 핵비보유국간, 또 여타 당사국간 불신과 의구심의 골은 한

하루아침에 메울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 않다.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도 주요 현안에 대한 주요 국가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는 점을 재차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2010년 검토회의 성공 여부는 지금 시점에서

결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당사국들이 2009년 회의에서처럼 협력

의 분위기를 이어나간다면 2010년은 그동안 추락하였던 NPT의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4. NPT의 내재적 취약점 및 한계

이상에서 냉전종식 이후 NPT 체제의 발전과정, 특히 NPT 낙관론이 급격

히 퇴조하고 위기론이 대두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NPT

체제에 내재하는 구조적 취약점과 한계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조약과 마찬가지로 NPT도 조약 당사국들의 다양한 이해의

절충과 타협을 통해 채택되었다. 조약의 생명은 결국 이러한 이해관계가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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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었으며 지탱가능한가에 달려있다. 조약 당사국간

이해의 균형은 채택 당시부터 취약할 수 도 있고 조약 채택 이후 상황의 변

화에 따라 애초의 균형이 흔들릴 수도 있다. NPT의 경우 당사국들의 이해

관계는 조약 교섭과정에서부터 핵보유국과 비보유국간, 또 핵보유국 상호간

및 핵비보유국 상호간 첨예하게 엇갈렸고 최종적으로 합의한 이해의 균형점

은 애초부터 몇 가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부적 취약성과 긴장

은 조약 발효 이후 약 40년이 지나면서 점차 더 커지면서 조약의 지탱가능

성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NPT가 애초에 지니고 있는 내

부적 취약점 및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목적의 상호 불일치 내지 저촉

앞서 지적한 바처럼 NPT는 핵비확산, 핵군축,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진다. 문제는 이 세 가지 목적이 대단히

긴밀하게 상호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상호 모순 내지 긴장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가령,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보장은 핵비확산과

근본적으로 모순 내지 긴장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원자력은 평화적 목적과

군사적인 목적으로 공히 이용될 수 있으며 양쪽에 쓰이는 기술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공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자력은 양면성이 존재한다. 즉 원

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은 본질적으로 의도의 차이일 뿐 그 내용

이나 기술면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따라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확

대될수록 핵확산의 위험은 증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의 보장과 핵비확산을 동시에 추구하는 NPT는 그 자체 내에 큰 모순을 내

포하고 있는 셈이다. NPT의 최대의 취약점은 당사국들이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하리라 선언하고 농축 및 재처리 능력을 확보한 이후 NPT를 탈퇴하여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32)

32) 국제원자력기구의 El Baradei 사무총장은 “현 체제 하에서 핵비보유국이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핵재처리 시

설을 갖거나 무기급 핵물질을 보유하는 것은 전혀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Mohamed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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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군축 의무의 모호성

이미 지적하였지만 NPT의 가장 큰 바게인의 하나는 핵비보유국들이 핵무

기를 포기하는 대신 핵보유국들은 핵군축의 의무를 수용했다는 점이다. 그

런 만큼 핵군축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핵비확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는 단순히 법적으로 핵보유국의 조약의무 위배(제6조)로 인해 핵비보유국

이 조약을 이행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차원을 넘어 핵무기의 존재야

말로 핵확산의 가장 큰 동인이라는 전략적 고려에서 기인한다. 핵비보유국

의 입장에서 볼 때 상대국은 핵을 보유하는 반면 자신은 핵이 없는 상황은

전략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핵보유의 끊임없는 유혹을 받게 마

련이며 이런 환경에서 핵비확산의 전도는 결코 밝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점

에서 NPT의 하나의 기둥(핵군축)이 무너지면 전체 건물이 와해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PT 제6조는 대단히 모호하며 조

약 어디에도 핵군축의 분명한 시간표나 검증체제, 의무이행 체제에 대한 언

급이 없다. 핵보유국들은 이 조항을 비핵화의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기보다

는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비핵화를 설정한 정치적 성격의 규정으로 해석한

다.33) 반면 비확산의 경우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면적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

게 함으로써 핵군축 의무와 비확산 의무의 이행 및 검증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조약 체결 이후 끊임없는 논란과 갈등의

원천이 되었다.

라. 비당사국의 문제 (보편성의 결여)

현재의 국제체제 하에서 국가로 하여금 특정 조약에 가입하라고 강제할

Baradei, "Towards a Safer World", Economist, Oct. 18, p. 48 

33) 2000년 검토회의에서 채택된 13개의 실제적 조치는 비핵화에 대한 핵보유국들의 명백한 의무(unequivocal 

undertaking)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동 결정의 수용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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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이나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약의 보편성(universality

of treaty)은 강제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약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

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당사국들간 수용 가능한 이해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NPT가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NPT와 같은 조약은 특성상 보

편성이 결여되었을 때 조약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

는 NPT의 근본적 취약점으로 작용한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핵개발에 성공한 국가들로 간주된다. 특히 최근

체결된 미국과 인도간 원자력협정은 인도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NPT 체제에 대한 큰 타격으로 비판받고 있다. NPT에 가입하지 않고 핵개

발에 성공할 경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은 겪겠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궁극적으로 현상이 인정된다면 핵비확산 체제의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

에 없다.

마. 안전조치 체제의 한계

IAEA의 안전조치는 신고된 핵시설이나 핵물질에 한정된다. 즉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국가가 핵개발과 관련된 시설이나 물질을 IAEA에 신고하지 않

는 경우, IAEA의 안전조치 체제(INFCIRC/153)로는 이러한 시설이나 물질을

탐지할 수 없다. 이라크는 전면안전조치를 받고 있던 국가임에도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음이 유엔의 강제사찰을 통해 드러났다. 이를 계기

로 국제원자력기구는 안전조치를 강화하였다. 강화된 안전조치체제(SSS:

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는 기존의 탐지 및 억제에서 신고하지 않은

원자력 활동의 탐지를 주요 목표로 추가하였다. 1997년 5월 IAEA 특별이사

회는 “모델추가의정서(Model Additional Protocol: INFCIRC/540)"를 승인함

으로써 강화된 안전조치체제를 확립하였다. 추가의정서는 당사국의 신고의

무를 확대하였으며 필요시 신고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환경시료 채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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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고 있다.34) 현재까지 127개국이 추가의정서를 서명했으며 8개국에 대

해 동의정서가 발효함으로써 안전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어느 정도 기

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이란 등은 여전히 추가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바. 취약한 조약체제

NPT는 조약의 적용과 해석,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관리할 상설 사무국이

나 기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35) NPT의 이행 여부는 5년마다 개최되는

검토회의(review conference)에서 다루어지며, 검토회의는 컨센서스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당사국 상호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핵비보유국의 의무 이행 여부

를 검증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가 핵비보유국의 원자력 활동

에 적용된다. 그러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IAEA와

핵비확산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는 NPT 간에는 본질적인 갈등이 존재한

다. NPT 비당사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IAEA의 주요 당사국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NPT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대응책을 강구함

에 있어서 IAEA의 시각은 종종 핵보유국의 시각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

다. 이러한 취약한 조약체제는 NPT의 실효성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 탈퇴 규정

NPT는 제10조에서 당사국이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extraordinary events)”가 자국의 “최고 이익(supreme

34) IAEA, International Nuclear Verification Series: The Evolution of IAEA Safeguards, IAEA Doc. 

IAEA/NVS/2 (Nov. 1998)

35) 이에 대해서는 Ramesh Thakur, Jane Boulden and Thomas G. Weiss, Can the NPT Regime be fixed 
or should it be abandoned? Occasional Papers No. 40 (2008),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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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s)"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3개월 전에 통보하고 조약

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과연 "비상사태”나 “최고 이익”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제10조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비상

사태나 최고이익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지만 비상사태나 최고이익은 당사

국이 언제든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원용하면 그만이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

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별다른 제약없이 조약 탈퇴

를 허용함으로써 당사국이 NPT 체제 내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이익

을 누리면서 핵개발의 사전준비를 사실상 마친 후 NPT를 탈퇴하여 결과적

으로 쉽게 핵보유국이 되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실제 북한은 동 규정을 활

용하여 현재 핵보유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

5. NPT체제에 대한 도전

이상과 같은 NPT 체제에 내재하는 취약점은 동 체제 출범 후 40년 동안

크고 작은 형태로 NPT의 실효성과 지탱가능성을 위협해왔다. 이에 따라

NPT 체제도 동 기간 부침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NPT 체제에 대한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

전은 원자력 수요의 급격한 증대, 핵보유국의 핵정책 변화, 핵테러리즘 등

새로운 핵위협의 등장 등에 따른 것이다.

가. 원자력 수요 급증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05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의 에너지 소비는

50% 이상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36) 이러한 에너지 수요 증대의 45%

는 중국과 인도의 성장에 따른 것이다. 최근의 원유가격의 변동추이를 볼

36) World Energy Outlook 2007 (Paris: IE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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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IEA의 예측이 오히려 과소평가일지도 모른다. 그런 만큼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자력의 이용을 고려하고

있다. 사실 1979년 Three Mile Island 사고와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은 심각한 대중적, 정치적 반대에 직면하였다. 그 결과 많

은 원자로가 폐쇄되었고 새로운 원전 계획 건설이 취소되는 사태가 속출하

였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 등의 급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급증과 정점

을 이미 지난 원유공급을 고려하면 원자력은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점증하는 우려는

원자력에 대한 거부감을 적지 않게 완화하였다.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이 새

원자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호주, 중동과 유럽의

30개 국가에서 435개의 새로운 원전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것이 모

두 건설될 경우 전 세계 전력 사용량의 15%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것으

로 추산된다.37) 이들 지역 중에서도 아시아가 원자력 르네상스의 진원지라

고 할 수 있다. 최근의 IAEA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계획 중인 31개의 원자로

중 18개가 아시아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현재는 전

력 수요 중 각각 2%와 3%만이 원자력 발전에 의해 생산되지만 2022년에는

각각 5%와 8%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 많은 국가들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처럼 원유의 거의 전부를 해외에 의

존하는 국가의 경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또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의 차원

에서 원자력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이 증대됨에 따라 비확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가령,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문제, 원자력 발전소의 방호 문제, 원

자력 발전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방화벽의 문제, 핵물

질 공급의 보장,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원자로의 폐

기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38)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의 핵비확산 체제에

37)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2030 (Vienna: IAEA, 2007)

38) 20/20 Vision for the Future: Background Report by the Director General for the Commission of 



- 28 -

큰 도전 요인이 될 수 있다.

나. 핵군축의 정체 및 핵정책의 변화

NPT 상의 5개 핵보유국은 조약 6조의 핵군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

고 있다. 중국은 군사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핵전력의 강

화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기존의 ABM, CTBT 등 주요 군

비통제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비준을 거부하는 등 핵군축에 소극적

이거나 심지어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9.11 이후 지하를 파고

드는 bunker-buster와 전투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핵폭탄(mini-nukes)

등 새로운 형태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해왔다. 이를 통해

적대국에서 재래식 무기로는 공략하기 어려운 목표를 파괴하기 위해 이러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39) 또 핵무기 뿐 아니라 생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

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교리(doctrine)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이러한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지만 새 정

부의 핵태세 평가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가 출간되기 전에는 과연

변화의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 영국도 2020년까지 핵전력을 증강하

는 계획을 제시하고 트라이던트 핵전략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찬가지

로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도 2006년 테러공격에 대응하여 핵무기의 사용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40)

문제는 이와 같은 수직적 핵확산과 핵군축 정체, 그리고 새로운 핵정책은

수평적 핵확산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즉 핵비보유국의 입

Eminent Persons (Vienna: IAEA, 2008)

39) 미국의 2006년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는 핵무기를 어떤 경우에도 사

용할 수 있는 억제무기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Feb. 6, 2006), p. 49.

40) Molly Moore, "Chirac: Nuclear Response to Terrorism is Possible", Washington Post, Jan.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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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볼 때 이러한 안보환경의 급변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

기는 핵무기 밖에 없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실제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은 이라크가 핵개발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핵무기가 없

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미국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는 핵개발이 필수불가결하

다고 결론짓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2002년 제네바 합의의 붕괴 이후 북한

이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2006년 10월 마침내 핵실험까지 하게 된 이면에

는 이런 계산이 작용하지 않았나 추정해 볼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핵군

축이라는 NPT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기둥에 문제가 생기면 이는 전

체 NPT 체제의 붕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의 대두

비국가행위자로부터의 위협은 점차 심각한 현실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파키스탄의 A. Q. Kahn의 지하 핵네트워크는 이란, 북한, 리비아 등에 핵무

기 관련 기술과 장비, 디자인 등을 비밀리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

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 기업, 단체 등 비국가행위자와 국가간 검은

거래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또 이런 비국가행위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테러단체 등에 핵물질이나 핵기술이 제공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NPT체제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비

국가행위자는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점차 심각한 위협으

로 대두하고 있는 비국가행위자를 규제의 사각지대에 언제까지나 남겨둘 수

는 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억제(deterence)나 검증내지 감시라는 개념이 애

초에 적용되지 않는 만큼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핵무기나 핵물

질에 대한 이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핵물질에 대한 철저한 국제통

제를 도입한다거나 핵무기나 핵물질 거래에 개입한 자를 전쟁범죄 등을 저

지른 자와 동일한 차원에서 처벌한다거나 이들에 대해서는 보편적 관할권

(universal jurisdicion)을 인정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 30 -

러한 방안은 현재의 NPT체제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문제는 테러

단체 등 비국가행위자의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느냐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수의 전문가들이 오늘날의 세계가 당면하는 가장 심

각한 핵위협은 핵테러리즘이라고 보고 있다.

6. NPT 체제의 전망

현재 핵비확산체제는 기로에 처해 있다. 핵비확산체제 앞에 놓인 선택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현상유지(status quo)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현상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NPT가 발효된 후

지금까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핵을 보유하게 되었고 북한이 뒤를 잇

고 있다.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10번째 핵보유국이 출현할 수도 있으며

그 나라는 이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이 핵보유국이 되면 11번째, 12번

째 핵보유국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NPT 상의 5개 핵보유국들이

이러한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특히 자국의 핵전력을

증강하고 핵교리를 공세적으로 수정하면서 비핵보유국들이 핵무기 포기 공

약을 언제까지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이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기대라고

하겠다.

두 번째는 핵비확산체제의 강화라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 핵보유국들이

전면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조속히 발효시키고, 무기용 핵물질생산금지

(FMCT) 조약을 교섭․출범시키며, 과감한 핵군축에 나서는 것이다. 대신

핵비보유국은 안전조치와 추가의정서를 받아들이는 등 보다 강력한 안전조

치와 원자력 수출통제조치를 수용하여 핵확산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한다.

이와 함께 NPT 탙퇴조약을 개정하여 동 조항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

면 NPT 의무 위반국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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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불과 1-2

년 전에만 해도 가능성이 낮았던 이러한 시나리오의 실현 전망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핵무기의 완전한 철폐(abolition)라는 선택이 있다. 과거에는

급진 좌파나 진보성향의 이상주의적 지식인들의 몽상 정도로 치부되었던 핵

무기 철폐 주장이 최근 들어 점차 외교정책의 주류의 사고로 자리 잡고 있

어 주목을 끈다. 미국에서는 이미 전직 국무장관을 지낸 조지 슐츠와 헨리

키신저, 전직 국방장관을 역임한 윌리암 페리, 그리고 상원 군사위원장을 지

냈던 샘 넌 등이 주축이 되어 핵무기 없는 세계의 비전을 제시하여 상당한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

마 후보와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 공히 이 비전에 지지를 보냈으며,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중요 어젠다로 핵무기 없는 세계(Nuclear Free World)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는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자신의 세

대에는 실현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인정하였듯이 대단히 장기적 과제다.

또 이러한 비전의 제시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과연 이 비전

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이미 미국의 여러 연구기관들에서는 핵무기의 완전한 철폐를 위한 단

계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핵무기 철폐론의 핵심은 냉전종식으로 전략환경은 완전히 변했으며 오늘

날의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위협은 미․러간 핵전쟁이 아니라 핵 테러리즘

이나 불량국가의 핵개발과 같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억제가 용이하지 않은

위협이며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장 위험한 추세는 핵확산이며 특히 원자력의 이용이 점차 증

대하고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확산됨에 따라 핵확산의 억제는 갈

수록 어려워질 것이며 기존의 NPT 틀로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에 미흡

하다고 본다. 결국 이대로 갈 경우 핵보유국은 더욱 늘어나고 핵물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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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시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져 핵테러리즘의 위험은 현실화될 것이라는 것

이 철폐론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는 궁극적으로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물질과 핵시설은 강력한 국제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핵무기 철폐론은 더욱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펼칠 것으

로 예상된다. 세계 6대 원자력 생산국이자 북한의 핵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선택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인지 심각히 고민할 때다.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무비판적으로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바탕으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여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한다. 아마 향후

10년은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근간에 대변화가 몰아닥치는 기간이 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거센 변화의 와중에서 우리의 국익을 점검하고 지키는 지혜

와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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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오바마 행정부의 핵비확산 정책

1. 오바마 대통령과 “핵무기 없는 세계”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난 4월 5일, 오바마 대통령은 체코의 수도 프라

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를 향한 미국

의 강력한 노력을 천명했다.41) 이 연설에서 오바마는 핵무기를 냉전의 위험

한 산물로 규정하고 최근 핵 공격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

는 냉전의 종식이후 강대국간 핵전쟁 가능성은 감소하였지만, 더 많은 국가

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테러그룹이 국제 암거래시장이나 다른 핵보

유국들로부터 핵무기를 획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현재의 비확산체제가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앞장설 것이며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

하였다.

오바마의 프라하 연설은 그가 그동안 밝혀왔던 핵비확산에 대한 신념을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 재임 당시 전세계적

인 핵확산의 방지를 위해 의회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통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운영강화를 촉구한 바

가 있다. 또한 오바마는 그의 대통령 선거캠페인 기간 내내 핵무기의 확산

을 방지하는 것이 미국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해 왔다.42) 그의 외교안보정책 청사진에서 오바마는 핵무기의 확산 방지를,

반테러전쟁, 동맹과의 협력관계 재건, 민주주의 사회의 건설, 미국의 신뢰회

복 등 여러 외교과제 중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알 카에다

41)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Prague, 

Czech Republic, April 5, 2009.

42) Barack Obama, "Renewing American Leadership," Foreign Affairs, Vol. 86, No. 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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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테러그룹이 1945년 히로시마 원폭과 같은 끔찍한 일을 미국에서 목

표로 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핵확산을 막기 위해 핵무기와 핵물질을 통제하

는 것이 가장 시급한 임무라고 인식해 왔다. 미국은 9.11 테러공격이후 테

러그룹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입수할 가능성이 큰 구 소련지역의 핵시설과

파키스탄의 핵무기 관리를 강조해 왔는데,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이후

미국의 관심이 이제 이라크에서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반테러 전쟁 및 핵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다양한 비확산레짐 강화 조치로

옮겨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 것이다.

오바마의 구상은 2008년 11월 대통령 당선이후 정권 인수위원가 대선공약

을 재정리하여 발표한 24개의 국정운영 어젠다인 “오바마-바이든 플랜(The

Obama-Biden Plan)”에 그대로 반영되었다.43) “오바마-바이든 플랜”은 핵

문제가 아프간-파키스탄 문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미국외교정책의 어젠다

가 될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테러그룹으로부터 핵무기를 안전하게 보호하

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강화를 통해 핵확산을 방지하여 핵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어젠다로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으로 임기 내에 전 세계의 느슨한 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핵 밀거래를 막

으며, 핵 거래에 대한 검문과 차단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국제원자력기구를 강화하여 핵연료가

핵무기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 없는 세계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저장된 핵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핵 경고 및 발사시간

연장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것 등도 구체적 정책 수단으로 제시하였다.44)

오바마 행정부의 비확산정책은 이전 부시행정부와 분명한 차별성을 보이

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미국의 핵전략을 체계화하면서 기존의 “상호확증파

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의 개념을 넘어서는 핵전략을 추구

43) The Office of the President-Elect, "Obama-Biden Plan."

44) 신성호, “부시와 오바마: 핵테러에 대한 두 가지 접근,” 『국가전략』제 15권 1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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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러시아와의 갈등을 초래했다. 2001년 9.11 테러공격이후 발표한 “핵태

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에서도 부시행정부는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상황과 대상을 명시하며 미국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

에서 핵공격을 포함한 선제공격 의지를 분명히 했었다.45) 불량국가나 테러

집단에 대한 선제공격 수단으로 핵무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주요한 수

단으로 사용하는 공격적인 개념을 도입하였다.46) 이를 위해 부시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 합의되었던 핵 폐기 약속의 재확인을 거부하였고 “벙커

버스터”용 소행 핵탄두 개발 등 독자적인 핵개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구상하며, 러시아와의 협력

하에 핵군축을 단행하고 핵사용보다는 핵감축과 비확산에 더 큰 강조점을

두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행정부와

는 차별되는 새로운 NPR을 올해 내로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47)

이는 현재와 미래의 글로벌 위협 환경을 고려하여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핵

무기가 차지하는 역할을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핵무기 보유 규모와 역할

을 재조정함으로써 핵전력의 비중을 현저히 감소시키려는 노력이다.48) 오바

마 행정부의 새로운 NPR은 핵태세 수준과 핵정책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 재

평가를 의미한다. 세계의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핵무기 사용에 관한 새

로운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비확산 레짐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월24일,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

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특별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회의에서 오바마는

자신의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의제로 삼아 각 국 정상들의 토론을 주

45)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Submitted to the Congress, December 31, 

2001.

46) 신성호 (2008: 19).

47) 2009년 12월 현재 새로운 NPR의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 3월과 5월에 각각 예정된 ‘세계핵정상회의

(Global Nuclear Summit)’와 ‘NPT 평가회의’를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1-2월 중으로는 새로운 NPR이 공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48) Remarks by Secretary of State Hillary Rodham Clinton at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October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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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였으며, 그 결과 핵확산 위협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핵비확산레짐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UNSCR)

1887호를 통과시켰다.49) 이 결의안은 핵감축을 위해 오바마가 프라하 연설

에서 강조한 내용을 재확인하였고, 더불어 NPT의 탈퇴를 억제하는 조항과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기술을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범강화

조항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또한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각 국의 국내적 통제정책 강화를 촉구한 우엔 안보리 결의

한 1540호의 이행을 촉진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더해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3월 “세계핵정상회의(Global Nuclear Summit)”를 워싱턴 D.C.에서 개

최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50) 이 회의에서 오바마는 핵테러 위협에 관한

전 세계의 공통된 이해를 증진하고 효과적인 대응수단에 대한 국제적 지지

를 쌓아가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은 자신뿐만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중

심으로 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부 관료들과51) 핵무기 비확산 문제를 다

루기 위해 임명된 수잔 버크(Susan F. Burk) 핵비확산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President for Nuclear Nonproliferation)52) 등에 의해

활발하게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의 비확산 노력은 바로 내

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NPT 제8차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에 커다란

49)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Fact Sheet o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ummit 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Disarmament, UNSC Resolution 1887," September 

24, 2009.

50)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Press Conference by the President, L'Aquila, Italy, 

July 10, 2009.

51) 대표적인 국무부 고위 관료로는 엘렌 타우셔 (Ellen Tauscher)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차관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을 들 수 있다. Daniel Horner and Tom 

Z. Collina, "Pressing a Broad Agenda for Combating Nuclear Dangers: An Interview with 

Under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Ellen Tauscher," Arms Control 
Today, November 2009.

52) Susan F. Burk, "Strengthening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 Blueprint for Progress," 

Remarks at Geneva Center for Security Policy, August 12, 2009, "Leadership for a Nuclear 

Weapon-Free World: Shared Responsibilities, Shared Outcomes," Remarks at the 21st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Disarmament, August 26, 2009, and "Defining Success: The Contribution of the 2010 

NPT Review Conference to A Reinvigorated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Remarks to Middle 

Powers Initiative Event, October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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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53) 지난 2005년 열린 NPT 제7차 평가회

의는 핵보유국과 핵비보유국 사이에 현격한 이견을 드러내며 실패로 끝났는

데, 특히 이란과 이집트 등의 비동맹 그룹의 국가들이 부시행정부의 일방주

의적 핵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했다.54) 당시 핵보유국과 비동맹 그룹간의 논

쟁은 NPT의 소위 “3대 축(three pillars)”의 우선순위에 관한 인식과 입장 차

이에서 기인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보유국들은 비확산에 우선순위를 두

고자 한 반면, 비동맹 그룹은 핵군축에 중점을 두며 핵보유국들의 군축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결국 1995년 제5차 평가회의에서 NPT의 무기한 연장이

합의되고 2000년 제6차 평가회의에서 이를 재확인함으로써 비확산체제의 불

씨를 살려가던 국제사회는 이후 NPT 무용론이 확산되며 비확산레짐 자체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후 부시행정부는 PSI를 강화하고 “핵공급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등 핵강대국 중심의 비확산체제를 건설하려는

일방적인 정책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비확산 의지와 협력적 접근은 위기에 빠

진 비확산체제를 살려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확산체

제의 위기 속에서도 핵무기의 완전한 철폐에 대한 구상은 존재했으나, 이상

주의적이면서 비현실적인 몽상정도로 간주되어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국무장관을 지낸 조지 슐츠(George P. Shultz)와 헨리 키신

저(Henry A. Kissinger),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William J. Perry), 미

상원 군사위원장을 지내고 구 소련지역의 “협력적위협감소(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의 주역인 샘 넌(Sam Nunn) 등이

핵무기 없는 세계의 비전을 제시하고55)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핵무기의 완전한 철폐에 대한 구상은 이제 미국외교정책의 중심적인 사고로

53) Rebecca Johnson, "Enhanced Prospects for 2010: An Analysis of the Third PrepCom and the 

Outlook for the 2010 NPT Review Conference," Arms Control Today, June 2009.

54) 류광철, "NPT체제의 미래: 제 7차 NPT 평가회의 결과 및 평가를 중심으로,"『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

연구원, 2005년 7월 1일.

55) George P. Shultz, William J. Perry, Henry A. Kissinger, and Sam Nunn, "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The Wall Street Journal, January 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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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오바마의 구상과 비슷하게 억지(deterrence)를 위한

핵무기의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핵무기 제거에 찬성하는 시각은

현재 생존한 미국의 전직 대통령 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 및 국방장관 2/3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56)

국제사회 역시 오바마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의 영예를 안겨주며 그의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57) 하지만, 그 실

현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58) 특히 국제사회의 무

정부성(anarchy)의 구조적 문제점과 핵무기의 전략적 효용성을 감안할 때,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은 결코 쉽지 않다는 주장이 여전히 강력하게 제

기되고 있다. 오바마 역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 프라하 연설에서

스스로 순진하지(naive) 않다고 강조했으며, 자기 생애 내에 “핵무기 없는 세

계”의 꿈이 실현되기는 어렵겠지만, 미국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

속했다. 오바마의 비확산 정책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

하지만, 현재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핵분

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및 NPT 평가회의 등 비확산 관련 현안이 산적

해 있는 상황에서 국제비확산 레짐의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오바마 행정부의 국제 비확산체제 전략 분석 및 전망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핵억지력을 유지하

56) 김영호, "오바마 행정부의 핵군축정책과 한미동맹," 한국정치학회 국방안보특별학술회의 논문집, 2009년 11

월 20-21일, pp. 189-190; Joseph Cirincione, "US Nuclear Policy: The Open Window for 

Transformation,"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Spring 2009,

57)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Remarks by the President at the Acceptance of 

the Nobel Peace Prize, December 10, 2009.

58) Steve Hollan, "Can Obama persuade world on nuclear arms?" Reuters April 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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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비중을 감소시키고 핵탄두의 수

를 감축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러시아와의

START 협상을 통해 올해 말까지 전략무기 감축에 관한 새로운 합의를 이끌

어낼 것이며, 미국의 역대정부가 그동안 이루지 못한 CTBT의 의회 비준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핵군축을 위해 필수적인 핵분열물질의 생

산금지를 위한 FMCT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국제 비확산

레짐의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핵무기 보유국의 핵감축을 유도하고 비보유국

의 새로운 핵개발 및 보유를 차단하기 위해 NPT를 강화하는 한편, 확산의

위험이 없는 핵의 평화적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제연료은행

(international fuel back)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반면 NPT 조약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조약에서 탈퇴하려는 국가들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임도 분명히 했다. 특히 테러그룹의 위험한 핵무기 및 핵물질 거래를 원

천적으로 차단하고 국제암시장을 와해시키기 위해 PSI와 세계핵테러방지구

상(GICNT: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의 비확산정책은 국제 비확산레짐의 소위 “3대 축”

으로 이해되는 비확산, 핵군축,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의 3차 NPT 준비회의에 참석한 미국 대표 로즈 가테뭴러

(Rose Gottemoeller) 국무부 차관보는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의 NPT 평가

회의에서 ‘3대 축’의 균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59) 이에 더하여 미국은

최근 핵테러 문제를 국제 비확산레짐의 4번째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60) 핵

테러 문제는 NPT가 협상되는 1960년대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지만, 2001

년의 9.11 테러이후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는 설명이다. 따

59) Statement by Rose Gottemoeller,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Verification, Compliance, and 

Implementation, the Third Sessio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2010 Review Conference of the 

NPT, May 5, 2009.

60) Remarks by Secretary of State Hillary Rodham Clinton at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October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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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오바마 행정부의 비확산정책은 비확산 레짐의 “3대 축”에 핵테러 문제

가 더해진 4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 비확산 정책

오바마 행정부의 비확산 정책 핵심은 NPT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비확산

레짐의 강화에 놓여 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국제 비확산레짐은 위기에 직

면했으며, 비확산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대립이 발생해 왔다.61)

물론 비확산체제의 취약성은 상당부분 국제사회의 무정부적인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무정부질서(anarchy)라는 국제질서의 근본적인 한계가 비

확산체제의 유지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점

은 핵문제가 국제 무정부질서에 영향받는 권력정치적 속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국제 비확산레짐의 검증체계로는 조약 준수와

이행을 보장하거나 강제하기가 어렵다. 또한 회원국의 위반사항을 완전하게

발견해 낼 수 있는 장치나 방법을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문제

점을 극복하기 위해 IAEA는 기존의 핵안전조치(safeguards Agreement)에 더

하여 미신고시설까지 포함한 거의 모든 핵 시설과 핵 활동을 사찰하기 위한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s)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추가의정서가 핵문

제의 권력정치적 속성을 극복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NPT나 IAEA는 회원국에 대한 실질적

인 강제이행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확산체제는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의 정

치적 측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최근 국제 비확산레짐의 위기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

라, 정치적인 측면이 결합된 때문이었다. 전술하였다시피, 지난 2005년의 제

61) Jean Du Preez, "Half Full or Half Empty?: Realizing the Promise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rms Control Today 36 (Decemb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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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NPT 평가회의는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과 이란과 이집트로 대표되

는 핵비보유국들이 커다란 이견을 드러내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

다. 특히 부시행정부는 국제제도와 다자주의적 접근이 미국의 운신을 폭을

제한한다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며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을 추구했는데,

이러한 부시행정부의 정책은 제 7차 NPT 평가회의에서 최종합의서 도출을

실패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다고 평가된다.62)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 3차

NPT 준비회의(Preparatory Committee)에서는 핵군축과 비확산 체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출발점을 부시 행정부 출범 이전인 2000년 제6차 NPT 평가

회의 시점으로 환원시킨다는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회의는 2010년

5월 뉴욕에서 개최될 제 8차 NPT 평가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

년 열린 준비회의의 세 번째 회의였는데, 이전 두 번의 회의에서는 의제 합

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2007년 개최된 1차 준비회의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를 받은 이란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었으며, 2008년의 2차 준비회의

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핵 정책에 전환이 올 수 있는 상

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반면, 3차 회의에서 NPT 회원국

들은 제8차 NPT 평가회의에서 논의할 의제로 제6차 평가회의에서 논의했던

의제들을 그대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63)

제 3차 준비회의에서 회원국간 의제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오

바마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 부시

행정부는 1995년 및 2000년 NPT 평가회의 결과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데 비해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NPT 평가회의 의제에 비동맹측이 주

장하고 있는 1995년 NPT 평가회의 채택 결정과 결의 및 2000년 NPT 평가

62) 전성훈, "국제 핵비확산 및 핵군축 레짐의 현황과 전망," 한국정치학회 국방안보특별학술회의 논문집, 2009

년 11월 20-21일, p. 206.

63) Miles Pomper, "Report form the NPT Preparatory Committee 2009" CNS Feature Stories,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May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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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최종문서를 포함하는 데 동의했다. 이로써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이후

첫 군축비확산 회의인 NPT 준비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은

2010 NPT 평가회의의 성공이 NPT 체제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전략적 판

단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마지막 준비회의에서 의제 합의를 이끌

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는 분석이다.64) 국제사회가 비확산레짐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정치적인 양상의 변화

로 인해 위기를 극복하고 비확산레짐 강화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특히 2010년 NPT 평가회의는 오바마 행정부

가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간

에도 핵군축을 향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우호적인 분위기여서 상당한 기

대를 갖게 한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내년 3월의 세계핵정상회의와 5월의 NPT 평가회

의를 계기로 더욱 강력한 비확산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

바마 행정부는 NPT의 레짐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하

고 있는데, NPT 체제의 강화를 위해 제 8차 NPT 평가회의를 최대한 활용하

고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65) 특히 북한 및 이란 핵문제 등 현

재 NPT 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핵 확산 도전을 극복하고, NPT 체제를 어떻

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다. 미국은 IAEA의 핵

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의 보편화를 통해 안전조치 체제 강화, 핵관련

물질과 장비 및 기술 등의 공급에 있어 추가의정서 체결 여부의 조건화 등

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비동맹국가 그룹은 핵의 수평적 확산뿐만 아

니라 핵보유국들에 의한 수직적 확산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64) 이장근, "NPT 2010 평가회의의 주요 현안 및 전망," 제주평화연구원 군축비확산 학술회의 논문집, 2009년 

6월 19일, p. 6.

65) Susan F. Burk, "Defining Success: The Contribution of the 2010 NPT Review Conference to A 

Reinvigorated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Remarks to Middle Powers Initiative Event, October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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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66)

오바마 행정부는 NPT체제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IAEA가 비확산 노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IAEA의 권한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IAEA가 과거 1990년대 초반

이라크의 핵시설을 발견해 내지 못했고, 최근에도 이란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시리아의 원자로를 탐지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IAEA로는

불법적인 국가 및 비국가 확산네트워크의 민감한 핵거래를 방지하는데 한계

가 있음은 분명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IAEA의 검증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비확산레짐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IAEA의 추가의정서를

통해 좀 더 적극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찰을 위한 통지기간도 더

단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모든 NPT 회원국들이 IAEA의 추

가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추가의정서를 일반화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다. 핵선진국들은 추가의정서에 대해 각 국이 채택여부

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채택하자는 의견도 내고 있

는데, 이에 대해 비동맹 그룹은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한 IAEA가 특별사찰을 포함해 현존하는 모든 검증권

한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권한도 부여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

고 있는데, 이는 핵물질이 없을 때에도 의심되는 핵무기 관련 행동을 조사하

기 위한 것이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67) 이를 통해 국가들이 불법적인 핵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IAEA가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IAEA의

감시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위반국들이 높은 대가를 치루

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IAEA의 준수 메커니즘과 과정을 강화해서

66) 이장근 (2009: 10).

67) Remarks by Secretary of State Hillary Rodham Clinton at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October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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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협정 위반행위에 대해 자동적인 페널티 규정을 채택하여, 위반국에

대해 IAEA가 기술협력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협력을 중단하는 방안이 논

의되고 있다. 또한 핵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위

반국에 대한 제재를 IAEA뿐 아니라 UN 안보리 결의(1540호 및 1673호 등)

를 통해 불이익을 주며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 등 민감기술의 이전을 금지시키고 불법적인 확산 네트워크를 와해시

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의 자금원을 통제하는 금융제재와 법적 수단을 이

용하는 수단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화물운송에 대한 통제 강화와

농축과 재처리 기술의 이전에 대한 핵공급그룹의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나. 핵군축 정책

국제비확산 레짐은 비확산, 핵군축,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3대 축

을 기초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NPT 제 6조는 회원국들이 “핵무기의 경

쟁 중단 및 핵군축에 관한 효과적 조치 및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 통제하

의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 협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규정

함으로써, 핵보유국들의 성실한 핵군축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비확산 레짐은 그동안 핵군축이라는 수직적 확산보다는 핵무기의 확산방지

라는 수평적 확산 문제에 더 중점을 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비확산

의무의 불평등성에 대해 비동맹그룹 국가들은 핵보유국이 핵군축 의무를 완

전히 이행하지 않는 것 역시 NPT 위반이며, 핵무기가 없다면 핵확산의 우려

도 없다며 핵보유국들의 핵무기를 완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68) 특

히 2000년 제 6차 NPT 평가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에 관한 “13개항의 실질

적 조치(13 practical steps)”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핵비확산보다 핵군축

이 더 시급한 NPT상의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69) 따라서 2010년 8차 NPT

68) 이장근 (2009: 8).

69) "13 Practical Steps for the Systematic and Progressive Efforts to Achieve Complete Disarmamen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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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회의에서는 이미 합의된 13개 항의 실질적 조치들을 어떻게 이행해 나

갈 것인가가 핵군축 논쟁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행정부가 그동안 핵군축을 강조한 2000년의 NPT 평가회의 결과를 인

정하지 않으려던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이 솔선수범하

여 핵군축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70) 전술하였다시피, 오바

마 행정부는 이미 2010년 NPT 평가회의에서 3대 축의 균형을 모색할 것이

라고 밝혔는데, 핵군축 분야에 있어서도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적극적인 의

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계”의 비전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CTBT, FMCT 등 “13개항의 실질적 조치”가 포함하고 있

는 핵군축 문제에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핵군축 정책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현존하는

핵탄두를 감축하기 위해 러시아와 진행중인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협상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존하는 핵

탄두의 감축이 NPT 협상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으나 강대국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행이 미진했음을 인정하고, 러시아와의 새로운 START

협상을 통해 미국이 NPT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올해 12월로 만료되는

START를 대신하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기를 약속하는 공동양해각서(Joint

Understanding)에 서명했는데,71) 이 각서에서 양국은 새로운 조약이 발효된

다음과 같다. 1) CTBT 조기발효, 2) CTBT 발효시까지 핵실험 모라토리움 유지, 3) 제네바 군축회의(CD)에

서의 FMCT 협상 조속 개시, 4) CD 내에 해군축을 다루기 위한 보조기구 설치, 5) 핵군축에 있어 불가역성

(irreversibility) 원칙 적용, 6) 핵무기 완전 철폐를 위한 핵보유국들의 명확한 공약, 7) START-II의 조기 발

효, ABM 조약 유지 및 이행, START-III 협상 조기 개시, 8) 미-러-IAEA간 3자회담 구상(Trilateral 

Initiative) 체결 및 이행, 9) 핵군욱을 위한 핵보유국들의 구체적 조치들 이행, 10) 불용 군사적 목적 핵분열

물질의 IAEA 등 국제검증체제 관리, 11) 핵군축의 궁극적 목적이 일반적, 완전한 군축실현임을 확인, 12) 핵

군축 이행에 관한 정기적 보고, 13) 핵군축에 대한 검증 기술 개발.

70) Remarks by Secretary of State Hillary Rodham Clinton at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October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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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후에는 전략무기운반체(strategic delivery vehicle)는 500-1,000개, 핵탄두

(warheads)는 1,500-1,675개 범위내로 감축하겠다는 획기적인 계획에 합의했

다. 2009년 12월 5일 기존의 START가 만료되었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아직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이루어지지 못해 내년에 다시 협상을 재개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양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의회의 비준절

차를 거치는데 4개월여가 소요되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핵군축의 검증

과 투명성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합의를 연장하는 방안을 의회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2)

2)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오바마는 역대 미국정부가 이루어내지 못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의 의회비준도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

다.73) 현재 CTBT는 182개국이 서명을 했고, 150개국이 비준을 마친 상태이

나, 미국을 포함한 핵심 9개국이 서명을 하지 않거나 국내비준을 거치지 않

음으로써 효력이 발생되지 못하고 있다. CTBT의 협상 당시 미국은 실제의

핵실험을 시뮬레이션 실험 등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

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약에 찬성 입장이었으나 상원에서 비준이 거부되면

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주었다. 이후 부시행정부의 핵정책 변화로 미국은

CTBT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는데, 이후 미 의회에서 비준이

재시도된 적이 없다. 하지만, 미국은 실질적으로는 핵실험을 중지

(moratorium)해 왔고, 이것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통틀어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핵실험 금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반드시 부정적이

라고만은 할 수 없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후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

71)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Joint Understanding, July 8, 2009.

72) Tom Z. Collina, "Administration Pushes to Finish New START," Arms Control Today, September 

2009.

73)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Prague, 

Czech Republic, April 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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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클린턴 국무장관은 1999년 미국 상원의 CTBT 비준 거부 이후 10년 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CTBT 회의에 다시 참석하여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과 비준

노력을 강조하였다.74) 이 회의에서 미국은 20년이 된 자신의 일방적인 핵실

험 중단을 CTBT의 발효시까지 연장할 것임을 약속하였고, 다른 국가들도 핵

실험 금지 약속을 재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의에서 클린턴은 CTBT

의 의회 비준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CTBT가 효력을 발생할 경

우 준비회의와 기구운영 예산분담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

혔다.

미국의 정책전환은 CTBT가 미국의 글로벌 비확산 및 핵감축 전략에 도움

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바마의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

을 위해서는 CTBT의 발효가 필수적인 사안이기도 했다. 미국이 자발적으로

핵실험 중단연장을 선언하고 조약의 비준을 약속한 것은 다른 국가에도 동

일한 의무와 역할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특히 CTBT에는 발전용 및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조약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거나 비준하지 않은

소위 9개국의 Annex 2(부속서 2)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이

들 국가에게도 조약 서명과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하여 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등 6개국은 아직 조약을 국내적으로 비

준하지 않았으며, 인도와 북한, 파키스탄은 서명도 하지 않았다. 오바마 행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근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비준을 조건으로 국내

비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10년동안 CTBT 회의에 불참하였

지만, 이제 새로운 핵군축정책과 더불어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육상과 지하, 해저, 그리고 우주공간에서 어떠한 핵

실험도 할 수 없도록 현장사찰을 요구하는 옵션을 포함하여 모니터링 능력

과 CTBT의 검증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74) Remarks by U.S. Secretary of State Hillary Rodham Clinton at CTBT Article XIV Conference, 

September 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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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오바마 행정부는 핵확산 가능성을 제거하고 핵군축을 진전시키기 위해 핵

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의 협상을 개시

하는 것이 군축비확산 회의에서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다.75) FMCT

는 무기용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을

금지하자는 조약인데, CTBT가 핵무기 경쟁의 중지라는 핵군축의 질적인 측

면을 다룬다고 하면, FMCT는 무기용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을 금지하여

핵군축을 양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는 이미 생산을 중지하였는데, 미국이 이 조약의 협상을 개시하려는 주요 목

적은 인도와 파키스탄 및 이스라엘 등 NPT의 범위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하

고 생산하는 국가들의 핵분열물질의 생산을 중지시키는 데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76)

FMCT 협상 개시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시행해

온 핵무기용 핵물질 생산금지의 중단선언 연장을 재확인하였고, 다른 핵보유

국도 무기용 핵물질 생산 중단을 선언할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군축회의에

서 FMCT의 교섭을 개시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반대는 없었지만, 조약의 대

상을 미래의 생산에 대한 금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저장된 물질도 대

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FMCT의 실질적 교섭은 개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적

절한 모니터링과 검증 조항을 가진 FMCT 조약 협상을 가능한 빨리 시작하

기를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있다.77) 오바마 행정부는 FMCT의 성공적인 협

상을 통해 핵무기용 플루토늄 및 고농축 우라늄의 생산을 중지시킬 것으로

75) 전봉근, "2010년 NPT 평가회의와 한국의 입장," 한국정치학회 국방안보특별학술회의 논문집, 2009년 11월 

20-21일, p. 220.

76) Paul Meyer, "Breakthrough and Breakdown at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Assessing the 

Prospects for an FMCT," Arms Control Today, September 2009."

77) Remarks by Secretary of State Hillary Rodham Clinton at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October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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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핵무기 보유국의 핵감축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테러그룹들이 핵분열물질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네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에서도 FMCT의 협상 개시

에 가장 큰 관심을 보여 왔지만, 파키스탄이 FMCT뿐만 아니라 핵군축, 외기

권 군비경쟁 금지, 소극적 안전보장 등 다른 3개 핵심의제에서도 동일한 결

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78) FMCT의 협상 개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감

안하면 조만간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몇몇 국가들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책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핵보유국들은 NPT 제 4조상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 및 개발 권리가 핵비확산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보장된다고 주

장해 왔다. 하지만, 비동맹그룹 국가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는

NPT 상의 불가양의 권리임을 강조하고 있다.79) 따라서 우라늄 농축과 재처

리 등 핵확산과 관련된 민감한 핵주기 기술에 대해서도 이를 보유한 소위

핵공급그룹 국가들은 기술과 시설의 이전에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

장이다. 사실 NPT 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를 하고 있는 국가들은 NPT 핵클럽 국가인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

한 소수의 국가들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80) 특히 한국을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직접 농축우라늄 활동을 하지 않고

IAEA의 감시 하에 공급 국가들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서방국가들

78) “2009 제네바 군축회의 성과없이 종료,” 『연합뉴스』2009년 9월 19일.

79) 이장근 (2009: 10).

80) 손성환, “이란이 핵개발 동향과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6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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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국가들이 주장하는 핵주기 기술 완성의 현실적 필요성에 대해 부정

적이다. 더구나, 핵무기 개발의혹을 가졌던 거의 모든 국가들이 핵개발 초기

에 NPT 4조상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개발 권리를 원용해 왔기 때문에

최근 이 조항은 상당한 논란이 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다.81) 반면, 비동맹 그룹은 평화적인 농축과 재처리 활동은 제한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방국가들의 입장에

서도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으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이란 핵 문제의 핵심이 이 부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

이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프라하 연설에서 확산의 위험이 없는 핵의 평화적

이용은 모든 국가들의 부정할 수 없는 권리이며, 이 권리를 부정하면 어떠한

비확산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연료은행 등 핵의 평화

적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제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82)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화

석연료사용이 유발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 평화의 기회를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핵에너지의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및 에너지 자원의 고갈에 대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핵에너지의 이용이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핵에너지의 르네

상스(nuclear renaissance)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핵에너지 이

용의 확산이 국제 비확산레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핵확

산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NPT 4조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각 국의 평

화적 핵에너지 이용을 도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특히 개발도상

국들이 직접 농축시설이나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지 않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핵연료의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81) 황지환, “핵학산의 국제정치와 비확산체제의 위기: 북한과 이란의 사례연구,” 『국제관계연구』제 14권 1호 

(2009), pp. 76-77.

82)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Prague, 

Czech Republic, April 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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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위 “다자핵연료주기 구상(MNA: multilateral nuclear fuel

cycle approach)”을 통해 다국적 핵연료주기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핵에너지

의 평화적 이용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가령,

IAEA가 주도하는 핵연료은행(Nuclear Fuel Bank)이나 러시아가 시베리아에

건설하자고 제안한 국제우라늄농축센터(International Uranium Enrichment

Center: IUEC) 등이 논의되었는데, 비동맹 그룹을 포함한 비핵국가들은 서방

주도의 MNA 구상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

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MNA 구상이 실현되더라도 IAEA의 안전조

치 하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적인 핵활동을 방해하거나 개별국가

의 핵연료주기 개발 노력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오바마 행

정부는 국제비확산 레짐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연료은행 등을 통한 새로운

접근법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비핵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

다.83)

다른 한편, 부시 행정부는 2006년 2월, “세계원자력에너지 파트너십

(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의 추진을 발표하고 의욕적으

로 추진해 왔는데, GNEP은 오바마 행정부의 비확산 정책과 조화되는 측면

이 있어 이의 계승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GNEP은 미국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의 원자력 발전소의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자국내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문제와 함께 국제 핵비확산 레짐의 문제점인 농축 및 재처리

확산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84) 이를 위해 미국은 영

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원전기술을 보유한 국가와 함께 핵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해 왔다.85) GNEP은 핵에너지의 이

83) 전성훈 (2009: 207).

84) U.S. Department of Energy,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Stakeholder's Guide," and 

"Department of Energy Announces New Nuclear Initiative."; 신성호, "미국 원자력/핵비확산 정책 및 의사

결정 체계," 한국원자력연구원 제2회 원자력에너지와 핵비확산 워크숍,  2008년 1월 21일.

85) 신성호 (2008: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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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국가를 공급국과 사용국으로 구분하고, 공급국이 공동으로 사용후 핵연료

를 재처리하여 사용국에 공급하는 구상으로 되어 있다. 미국정부는 현재까

지 재처리 시설을 보유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등 6개국에

만 공급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반면, 기타 국가들은 농축 및 재처리기술 획득

을 포기하여 공급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아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는 사

용국의 지위만을 부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구상은 기본적

으로 국제연료은행 구상과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어서 오바마 행정부도

GNEP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GNEP의 핵심부분을 공식적으로 취소하며 단기간 내에 이를 추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추후 대응책이 주목된다.86)

라. 핵테러방지 정책

지난 2001년의 9.11 테러이후 테러그룹에 의한 핵무기 및 핵물질의 획득

시도 위험성이 증가하고, 핵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도 증대됨에 따라 국제

사회는 핵물질방호협약(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등의 노력과 함께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와 1673호 등에 따른 핵

테러 대응 문제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87) 특히 오바마는 상원의원이나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핵테러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테러그룹들의 핵무

기와 핵물질의 접근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핵확산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중

요하다고 주장해 왔다.88) 부시 행정부가 핵테러 방지의 중심을 테러의 근절

에 두어 지구상에서 테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 “자유의

확산”을 추구하며 테러의 온상으로 인식하는 중동지역의 민주화를 추구했던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핵테러 방지의 중심을 테러 자체보다는 핵의 제거에

두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89)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86) Daniel Horner, "Part of GNEP Officially Canceled," Arms Control Today, May 2009.

87) 이장근 (2009: 10).

88) Barack Obama,  "A New Beginning," Chicago, October 2, 2007.

89) 신성호 (20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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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확산레짐의 재건을 위한 노력에서 핵테러 방지에 우선순위를 두며

이를 비확산 레짐의 4번째 축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테러 근절을 위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내년

3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세계핵정상회의이다. 오바마가 의도하는 이 회

의의 목적은 핵테러 위협의 성격에 관해 전 세계의 이해를 증진하고, 핵테러

시도를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국제사회와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 회의의 핵심은 핵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을 안

전하게 보호하고 핵밀수를 저지하는데 있다고 한다.90) 현재까지 25-30개국

에 달하는 핵심적인 핵국가들이 이 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유럽 국가들이 핵테러 방지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핵테러 방지를 국제 비확산레짐의 4번째 축으로 인식하는 미국의 시

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세계핵정상회의 이후

내년 5월에 개최될 2010 NPT 평가회의에서도 핵테러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90) Daniel Horner, "Nuclear Security Summit Planned for March," Arms Control Today, Septemb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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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오바마 행정부의 비확산정책의 시사점과 한반도

정책 분석 및 전망

1. 북핵문제 관련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비확산 정책은 위기에 빠진 국제 비확산레짐를

구해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지만, 한반도에는 상당한 도전을 제기하는 것

이 사실이다. 우선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 초기 기대되었던 북미양자협상과

이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은 북한의 4월의 로켓발사와 5월의 2차 핵실험으

로 무산되었으며, 올해 하반기가 되어서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시작했

다. 북한의 로켓발사이후 오바마가 프라하에서 밝힌 강력한 대응방침과 국

제규범의 중요성은 북한 문제가 오바마의 비확산 정책 기조 내에서 쉽게 해

결될 수 없음을 잘 보여주었다.91)

오바마는 북한의 로켓발사를 비난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국제비확산 레짐

의 강화를 정당화했다. 오바마는 북한사례를 통해 국제사회의 규범이 준수

되어야 하며 위반국에게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져야 함을 강조해 왔다.92) 이

는 오바마가 추진하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

한 대응책이 이란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준이 되는 일

종의 시범케이스(test-case)로 보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바마

의 대통령 유세기간이나 정권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의 로켓발사와 핵

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강력한 제재국면으로 지속되었다. 미국은 북

한의 로켓발사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의 의장성명(Presidential

91)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Prague, 

Czech Republic, April 5, 2009.

92) The Office of the President-Elect, "Obama-Bide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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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을 주도하며 북한의 행동이 2006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위

반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에는 안보리 결의 1874호

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의지를 과시하였으며, 최근 북미간의 협상국면에서

도 북한에 대한 제재는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북핵문제를

검증가능하고(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는 점에서 부시행정부와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

다. 그것은 “핵무기 없는 세계”로 요약되는 그의 강력한 비확산 정책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북핵문제와 북미관계에 대해

낙관할 수는 없다.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북미관계의 근본적 변화는 북한

의 비핵화를 전제하기 때문에 북핵문제의 해결 없는 북미관계 정상화는 현

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비확산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북미간의 인식차이와 긴장관계는 부시행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고 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불량국가들과 테러그룹에 대한 비확산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핵테러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 프

로그램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오바마 행정부의 세계전략 속에서 북한문제는

언제나 갈등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위해 제시한 “강력하고 직접적인 외교(tough and direct diplomacy)”는 북한

의 핵 포기를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확실한 보장을 제시하며 직접 양자협상

을 할 수 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비확산레짐 강화를 위한 미국의 정

책에 반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통한 압박을 펼칠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93)

93) Barack Obama,  "A New Beginning," Chicago, October 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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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평화적인 핵에너지 이용 관련

다른 한편, 2014년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위한 한미간의 협상을 앞두

고 있는 우리 정부에게도 오바마 행정부의 비확산정책 강화는 커다란 어려

움을 제기할 수 있다. 핵에너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이와 함께 핵폐기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국내적 상황에서 보다 자유롭고 평화적인 핵

에너지의 이용 권리 확보는 우리가 당면한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재의 한미원자력협정하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평화적 이용기술의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핵연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핵폐기물에 대

한 우려로 인해 독자적인 핵연료주기 완성에 대한 여론이 최근 국내의 정치

계와 언론계를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94)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 제한되어

있는 핵연료의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은 장기적으로 핵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라는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의 견해인데, 오바마 행정부는 평화적

용도의 핵기술이 핵무기 기술로 전용될 가능성 때문에 확산을 최대한 억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의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 정책은

핵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이라고 할지라도 한국의 핵연료주기 완성을 허용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미국의 분위기에서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이끌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오히려 오

바마 행정부는 현재의 방식을 고수하여 기존의 협정을 유지하고, 장래에는

현재 계획중인 국제연료은행이나 핵공급그룹 등을 통해 핵물질을 제공받고

사용후핵연료는 해외에 보내 재처리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95)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이 북한 핵문제의 협상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을 차단한다는 명목에서도 현재의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4) 김창기, “우리야말로 핵 재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선일보』2009년 5월 5일.

95) 미국 정부의 분위기는 현재 한미원자력협정의 현상유지(status-quo)에 있다는 견해가 있다. Miles A. 

Pomper, "The Next U.S.-ROK Nuclear Agreement: Negotiating Obstacles and Opportunities," Korea 

Nonproliferation Forum, Institute for Peace and Cooperation, November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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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 한미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 한국이 개발한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이다. 파이

로프로세싱은 기존의 퓨렉스(PUREX: plutonium-uranium extraction) 재처리

(reprocessing)방식과는 달리 화학적인 과정이 아닌 전기적인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아 한미원자력협정이 규정하는 재처

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다. 미국이 파이로프로세싱을 재처리 과

정의 일환으로 인식할 경우 한국은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관련 활동을 미

국의 동의하에 진행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파이로프로세싱을 재처리 과정

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인정받을 경우 한국은 핵폐기물과 핵연료와 관련

된 당면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를 마련하는 것

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이 재처리인지의 여부는 그 기술적인 논란에도 불구하

고 근본적으로는 정치적 판단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

제는 오바마 행정부의 비확산 정책을 감안할 때, 미국이 이를 재처리 과정으

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내에는 파이로프로세싱

이 재처리인지의 여부에 대해 상이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으나, 미국의 일부

전문가는 파이로프로세싱이 재처리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96) 미국 국무부내에서 일부 인사들이 파이로프로세싱이 재처리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97) 앨렌 타우셔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차관은 그녀의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리처드 루거(Richard Lugar)

상원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은 회피했지만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98)

1988년의 미일원자력협정 개정이나 부시행정부가 2006년에 체결한 미-인

도원자력협정을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승인한 것을 보면, 핵에너지의 평화적

96) Daniel Horner, "S. Korean Pyroprocessing Awaits U.S. Decision," Arms Control Today, July/August 

2009.

97) Miles A. Pomper, "The Next U.S.-ROK Nuclear Agreement: Negotiating Obstacles and 

Opportunities."

98) Daniel Horner, "S. Korean Pyroprocessing Awaits U.S. Decision," Arms Control Today, July/Augus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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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본과 인도가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전례를 주

의깊게 살펴보고 당면한 한미원자력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치밀

한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

계”의 비확산 정책 기조는 에너지자원의 고갈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커다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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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국제 핵비확산체제는 최근 10년 위기에 처했다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정

도로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의 출범과 9.11 테러사

태의 여파로 미국의 대외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하였고 핵정책이나 비확산정

책도 여기에 예외는 아니었다. 부시행정부는 다자주의와 국제법 보다는 일

방적 행동과 미국 주도의 연대를 통한 문제해결을 선호하고 탄도미사일 방

어 조약(ABM)의 폐기, 전략핵무기감축협정(START) 협상의 중단, 그리고 미

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다자간 군축조치를 거부하였다. NPT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안보이익이나 우선순위를 양

보하면서까지 NPT체제를 강화하는데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 태도와 NPT에 대한 관심 결여는 결국 2005년 NPT 검토회의

의 실패로 이어졌고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위기의 근본 원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8년간 악화일변도를 걷던 국제 핵비확산체제는

2009년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맞았다. 오바마 행

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핵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의 국가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비중을 감소시키고 핵탄두의 수를 감축할 것

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러시아와의 START 협상

을 통해 전략무기 감축에 관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며, 미국의 역대

정부가 그동안 이루지 못한 CTBT의 의회 비준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핵군축을 위해 필수적인 핵분열물질의 생산금지를 위한 FMCT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국제 비확산레짐의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핵무기 보유국의 핵감축을 유도하고 비보유국의 새로운 핵개발 및 보유를

차단하기 위해 NPT를 강화하는 한편, 확산의 위험이 없는 핵의 평화적 이용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제연료은행(international fuel back)을 설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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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획도 밝혔다. 반면 NPT 조약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조약에서 탈퇴하려

는 국가들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임도 분명히 했다. 특히 테러그룹의

위험한 핵무기 및 핵물질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제암시장을 와해시

키기 위해 PSI와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의 비확산정책은 국제 비확산레짐의 소위 “3대 축”

으로 이해되는 비확산, 핵군축,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은 최근 핵테러 문제를 국제 비확산체제의 네 번째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핵테러 문제는 NPT가 협상되는 1960년대에는 크게 부각되

지 않았었지만, 2001년의 9.11 테러이후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이슈가 되

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의 비확산정책은 비확산 레짐의 “3대 축”에 핵테

러 문제가 더해진 4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비확산 정책은 위기에 빠진 국제 비확산레

짐를 구해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지만, 한반도에는 상당한 도전을 제기하

는 것이 사실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강조하기는 하지

만 북핵문제를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

서 부시행정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불량국

가들과 테러그룹에 대한 비확산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핵테러에 대한 대응책

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

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오바마 행

정부의 세계전략 속에서 북한문제는 언제나 갈등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위해 제시한 “강력하고 직접적인 외교(tough

and direct diplomacy)”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확실한 보

장을 제시하며 직접 양자협상을 할 수 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비확산

레짐 강화를 위한 미국의 정책에 반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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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압박을 펼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2014년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위한 한미간의 협상을 앞두

고 있는 우리 정부에게도 오바마 행정부의 비확산정책 강화는 커다란 어려

움을 제기할 수 있다. 핵에너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이와 함께 핵폐기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국내적 상황에서 보다 자유롭고 평화적인 핵

에너지의 이용 권리 확보는 우리가 당면한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국제 비확산정책 강화 정책은 핵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이라고 할지라도 한국의 핵연료주기 완성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

다. 이러한 미국의 분위기에서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한미원자력협정의 개

정을 이끌어내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1988년의 미일원자력협정 개정

이나 부시행정부가 2006년에 체결한 미-인도원자력협정을 최근 오바마 행정

부가 승인한 것을 보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본과 인도가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전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당면한 한미원자

력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치밀하고도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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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첫째, 국제 핵비확

산체제의 동향과 관련하여 핵비확산조약(NPT)의 발전 과정과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NPT에 대한 도전을 분석하였으며, 향후 전개과정을

전망하였으며 둘째,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핵무기 없는 세

계”를 중심으로 하는 핵비확산 정책을 분석 및 전망하고자 하였다. 따

라서 우리나라는 미국 주도의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이 제약받는 방향으로 진행되

지 않도록 원자력 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원자력, 핵비확산, 오바마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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