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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변화하는 원자력개발환경과 한국의 원자력외교의 방향: 반테러/비확산의 국

제정세와 한국의 원자력 진흥계획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 개발 및 이용 환경은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무기를 둘러싼 국제안

보의 정세와 접한 관계를 맺으며 변화해 왔다. 따라서 일국의 원자력 정책

은 국제안보정세 및 핵비확산체제의 변화를 민감하게 주시하면서 적응할 때 

효과적이고 평화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현재, 국제안보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되고, 강대국 간 핵무기 경쟁이 

수그러들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기대와 합의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되었으나,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하면서 사태는 급변하 다. 미국은 기

존의 핵정책, 원자력정책, 그리고 비확산체제에 대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테러집단들이 핵무기를 취득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에 온 외교력을 집중하

게 되었다. 이는 불가피하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적 환경 역시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리비아, 이란, 북한 등 핵무기를 자국의 

안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는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미국은 이들 국가

들의 핵물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사상 유래없는 강경한 반확산, 비확

산의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하 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둘러싼 국제규범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의 비확산체제

와 검증체제를 강화하여 핵테러의 위험에 대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원자력 개발이 국제안보정세의 변화, 이에 대한 강대국 

및 국제기구의 원자력 정책의 변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원자력 관련 국제기

구 제한조건들의 변화와 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NPT, IAEA, 그리

고 미국의 정책이 한국의 미래 원자력 개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

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차의 한국 원자력 진흥계획에 있어 어떠

한 원자력 외교를 행해가야 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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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우선 변화하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핵무기 확산방지 전략 등을 

살펴본다. 현재 미국은 2003년 3월에 창설된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trategic Initiative)을 통해 새로운 핵확산금지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2004년 2월 11일 새로운 핵확산 금지에 관한 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 또한 

2005년 제7차 NPT 검토회의에서 향후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의 재

처리에 관해 엄격한 조건을 내세운 바 있다. 본 연구는 테러 사태 이후 미국

의 핵정책과 원자력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과 세

계의 원자력 개발환경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후 미국의 이러한 노력이 세계의 비확산 레짐과 원자력 개발환경에 구

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미국 이외의 국가들

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본다. 현재 미국의 입장은 비확산에 대

한 자국의 입장에 치우친 나머지 일방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논

문은 미국과 여타 국가들의 입장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비확산 및 

원자력 개발환경의 상황을 평가해 보고, 각 국가들의 다양한 입장을 살펴본

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이란의 핵문제를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핵정책과 원자

력 정책이 어떠한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란의 핵문제는 북

한의 핵문제와 더불어 현재 미국의 비확산레짐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온 중

대한 문제이다. 한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현재까지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란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편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비확산레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북한과 마찬가지로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확산문제의 내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미국의 핵정책과 국제레짐의 변화가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어떠한 향을 가져오고 있는지 살펴본다. 미국의 안보정책과 국제비

확산 레짐은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원

자력 개발환경에 많은 향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반테러와 비확산의 시대에 미국의 변화하는 안보정

책이 한국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

하여 미래의 향방을 살펴보고, 한국이 어떠한 원자력 외교와 정책을 추구해

야 하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는 한국이 세계적 차원, 한미관계의 양자적 차

원, 그리고 국내적 차원에서 원자력 외교의 자원을 확보하고 보다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펴나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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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적 차원의 비확산 레짐의 정착과 

발전에 주력해야 하며,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

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북핵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북핵문제가 한국의 원자력 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본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원자력 외교기반을 만

들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점증하고 있는 지역다자적 핵

개발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되, 한국의 이익을 고려하는 기민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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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Anti-terror/Non-proliferation Efforts and South Korea’s planning for 

Atomic Energy

Ⅱ. Scope and Contents of the Research

This study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s, the US security policy on the one 

hand, and policy environments of atomic energy. Based on the notion that 

the issue of atomic energy development is closely interrelated with the 

situation of international security especially after the tragic incident of 

9/11,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act of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s 

on the conditions under which South Korea uses atomic power. It also 

deals with the subject of how the new framework of NPT, and the policy 

of IAEA influences upon South Korea's atomic polices in the future.

This study examines the nature and contents of the US foreign policy 

and its efforts toward nonproliferation and counterproliferation. It argues 

that the US security policy is clearly interrelated with policy 

environments of atomic policies of many countries. The efforts of US 

nonproliferation also has had impacts on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especially The Treaty of Non-Proliferation(NPT). In the 7th 

Review Conference of NPT held in May, 2005, the US position had been 

advanced with its unilateralist efforts toward nonproliferation and 

counterproliferation, leading to hot debate surrounding many critical 

issues. This debate will determine the future course not only of 

nonproliferation, but also of peaceful use of atomic energy, mo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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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ing on the enrichment of uranium and disposition of spent fuel. This 

study also deals with the Iranian case in which the US efforts of 

counterproliferation and Iranian argument for the rights of peaceful use of 

atomic energy based on the concept of national sovereignty. The Iranian 

case sheds light on the most acute aspect of current stage of 

nonproliferation, but also on the way of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is study also take issue with the future course of 

nonprolieration and the South Korea's policy for its maximum use of 

atomic energy. It argues that South Korea needs to more actively 

particiate in the global nonproliferation with its own principle for 

transparency and peaceful use of atomic energy. Also South Korea should 

try hard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hich is a serious 

impediment for peaceful use of atomic energy in the Korean Peninsula. It 

also argues that South Korea needs to think seriously of multinational 

cooperation among regional countries for nuclear fuel cycle and 

safe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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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 개발 및 이용 환경은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무기를 둘러싼 국제안

보의 정세와 접한 관계를 맺으며 변화해 왔다. 따라서 일국의 원자력 정책

은 국제안보정세 및 핵비확산체제의 변화를 민감하게 주시하면서 적응할 때 

효과적이고 평화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현재, 국제안보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가 열강들의 안

보정책의 중추를 차지하게 되면서, 핵정책과 원자력 정책은 긴 한 관계를 

맺으며 변화해 왔으며, 비확산 정책 역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

습을 띠어온 것이 사실이다.

냉전이 종식되고, 강대국 간 핵무기 경쟁이 수그러들면서, 원자력의 평화

적 이용에 대한 기대와 합의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되었으나,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사태는 급변하 다. 세계 각국, 특히 미국을 비롯한 강대

국들은 예상치 못했던 테러집단의 공격에 노출되었고, 특히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 테러집단의 공격에 대비하여 안보정책을 근본부터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미국은 기존의 핵정책, 원자력정책, 그리고 비확산체제에 대한 정

책을 더욱 강화하여 테러집단들이 핵무기를 취득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에 

온 외교력을 집중하게 되었다. 이는 불가피하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

한 국제적 환경 역시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리비아, 이란, 북한 

등 핵무기를 자국의 안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는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면

서, 미국은 이들 국가들의 핵물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사상 유래없는 

강경한 반확산, 비확산의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하 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둘러싼 국제규범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의 비확산체제와 검증체제를 강화하여 핵테러의 위험에 대비하는 정책

을 펴고 있다.

이미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미국을 중심으로 구 소련의 핵프로그램을 평

화적으로 처리하려는 협력적 위협감축(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을 비롯하여 많은 새로운 노력들이 개진된 바 있다. 2001년 9.11테러가 발생

한 이후, 핵프로그램 및 원자력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더욱 배가되

었다. 이러한 노력의 선두에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놓여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새로운 안보위협이 국가행위자가 아닌 비국가행위

자로부터도 올 수 있고, 이러한 비국가행위자들의 안보위협이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연결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테러집단이 핵

물질을 취득하는 경로를 막고, 미국이 지정한 불량국가, 혹은 악의 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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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즉, 북한,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등이 핵물질을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

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 핵비확산체제는 핵국가가 비핵국가

에게 무기화될 수 있는 원자력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막는 수평적 확산의 

금지에 주력하 다면, 이제는 불량국가들 간의 핵기술 이전, 예를 들면 북한

과 파키스탄 간의 기술이전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

이미 IAEA는 1993년 93+2 프로그램을 제정하여, INFCIRC/153(1972)에 

이어, INFCIRC/540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IAEA는 모든 원자력 관

련 정책과 행동을 IAEA에 보고하고, IAEA는 모든 미신고 지역에 관해 제

한 없는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의 노력은 이보

다 더욱 강화되었다. 부시행정부는 2003년 3월에 창설된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trategic Initiative)을 통해 새로운 핵확산금지의 노력을 기울

이는 한편, 2004년 2월 11일 새로운 핵확산 금지에 관한 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 이 정책에서 미국은 PSI의 확산; 모든 국가들이 확산을 범죄시하고, 수

출통제를 강화할 것; CTR의 확대; 전면적 재처리 기술을 갖지 않은 국가들

에게 NSG는 재처리 장비를 판매하지 말 것; 추가의정서 미조인 국가들에게 

원자력 품목의 이전을 금지할 것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은 2004

년 4월 UN의 안전보장 이사회의 의결1540으로 구체화된 바 있다. 이에 따르

면 비국가행위자들이 핵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원자력 기술보유

국가들은 엄격한 수출통제를 단행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미국의 핵무기 개발정책은 일방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2005년에 열린 NPT 검토회의에서 표출된 바 있다. 5월 2일부터 27일

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7차 검토회의가 핵보유

국과 비핵국가의 첨예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

고 말았다. 미국은 이번 NPT 회의를 북한과 이란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NPT를 탈퇴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비난 결의안을 추진했으나, 중국 및 비핵국가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결국 실패했다. 또한 미국은 핵보유국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아예 농축 및 재처리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이용해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란은 자신의 핵 프로그램은 전력 생산용이라고 

주장하면서, NPT 제4조에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은 "양도할 수 없는 권한"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이용은 보장되어야 한다

1) Chaim Braun and Christopher F. Chyba, "Proliferation Rings: New Challenges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 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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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많은 반대 의견이 개진되었다. 예를 들어 주 유엔 이란 대사

인 자바드 자리프는 세계평화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 등 핵보유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고 포괄핵실험금지조약

(CTBT) 서명을 거부하면서 비핵국가에 대한 핵 선제공격 전략을 채택했으

며, 이스라엘과 핵이용 협정을 맺은 것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강력 성토했

다. 또한 60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악몽을 재론하면서 “이러한 역사에 

비춰볼 때, 핵무기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의 손에 있다”고 말해, 미국을 궁지

에 몰기도 했다. 이집트 역시 이전 NPT 검토회의에서 ‘중동 비핵지대’를 촉

구하는 특별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핵문제를 다뤄야 한

다고 주장해 미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했다. 이스라엘은 NPT 미가입국으로

서, 미국의 묵인 하에 수백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러나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문제가 의제로 올라오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이상과 같이 국제안보정세의 변화는 원자력의 개발에 있어 대단히 급변

하는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안보정세의 변화와, 이에 따른 원자

력 환경의 변화는 한국의 원자력 이용 및 원자력 외교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오게 되었다. 한국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미

동맹으로 인하여 미국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한편, 북한의 핵위기에 대처

해야 하는 정책적 필요성에 직면하여 있다. 그만큼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변

화하는 국제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한국의 원자력

은 에너지자원으로서 전력수급기초계획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며, 장

기적인 원자력 진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와 같이 변화하는 국제안보정세

와 국제원자력 정책 환경을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 원자력의 개발에 대해 

가해지는 점증하는 국제적 압력은 원자력의 개발, 시험, 실용화 정책, 국제협

력 부문 등에서 한국에 많은 제한을 가할 것이다. 2004년에 불거진 원자력실

험의 미신고 사례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국제원자력 외교에 적극성을 기

하면서, 장차의 원자력 진흥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한국의 원자력 개발이 국제안보정세의 변화, 이에 

대한 강대국 및 국제기구의 원자력 정책의 변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 제한조건들의 변화와 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NPT, 

IAEA, 그리고 미국의 정책이 한국의 미래 원자력 개발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차의 한국 원자력 진흥계획

에 있어 어떠한 원자력 외교를 행해가야 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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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탈냉전, 반테러/비확산기의 국제정세의 

변화와 미국 외교정책

제1절 탈냉전, 반테러/비확산기 미국 외교정책의 기조

9.11테러사태는 미국 안보전략의 근간을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즉, 소련의 몰락 이후 9.11테러사태까지 탈냉전의 10년간 미국

의 외교전략은 한편으로는 냉전 승리 후의 전후처리와 한편으로는 21세기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미국은 냉전의 패전

국인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을 미국 주도의 체제에 편입시키고자 개입과 확

산의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동반승전국인 유럽, 아시아 세력들을 모아 탈냉

전기에 지속되는 동맹체제를 구축하고자 하 다. 더불어 소위 탈법국가들을 

관리하면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패권국들을 견제하는데 총력을 기울

다. 그러나 테러사태는 새로운 형태의 적이 출현했음을 의미했다. 테러는 

9.11테러사태 이전에도 존재해 왔으며, 실로 많은 사상자를 낸 익숙한 폭력

형태 다. 그러나 9.11테러는 미본토에서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총체

적인 전략변화를 가져왔고, 바로 대테러전략이 인류역사상 패권의 최정점에 

오른 미국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세계정치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부시행정부의 외교전략은 새로운 적에 맞서 새로운 군사력과 새로운 안

보외교전략으로 미본토의 안전과 동맹국의 안전을 도모하는 전략이었다. 새

로운 적은 지리적 토성을 탈피해있으며,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

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 전반에 대한 이념적, 문명적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근대적 정치기반과 근대적 형태의 폭력 소유, 사용방법을 넘어서 있으

며, 이러한 점에서 탈근대적 안보위협이라 볼 수 있다. 지리적 토성이 없

으므로 근대적 전쟁, 더 나아가 억지에 의한 안전보장도 불가능하다. 부시행

정부는 선제공격전략으로 맞섰으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공격하여 군사

적 승리를 거두었다. 문제는 선제공격이 사실상은 예방전쟁의 성격을 가졌다

는 점이며, 그러한 점에서 대이라크전은 다른 국가들의 외교적 지지를 받는

데 상당부분 실패하 다. 근대적 의미에서 선제공격은 타국의 폭력위협이 임

박하고 명백할 때 인정되는 것이나, 이라크전의 경우 이라크의 대미안보위협

이 임박했거나 명백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사실상 이라크공격은 예방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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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가진 것이었는데, 예방전쟁은 타국의 안보위협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 하에서의 폭력사용이라 

할 수 있다. 정당한 전쟁시작의 원인을 구성할 수 없다.

테러세력의 근절과 미본토에 대한 위협의 사전제거라는 안보전략과 더불

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혹은 반확산의 전략 역시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

으로 떠올랐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량살상무기테러이다. 대량살

상무기는 생각보다 쉽게 생산되고, 이전되며, 테러집단에 의해 비교적 용이

하게 미본토에서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진 집단과, 대량살상무기 생산물질을 이전하는 유통네트워크를 장악

하여 반확산을 유지하려는 전략목표를 추진하여왔다.

새로운 적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은 이를 뒷받침하는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후에는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전략을 추진하여

왔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C
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ance), PGM(Precision- 

Guided Munition), 정보전, 심리전 등의 개념을 축으로 한 미국군사기술의 

발전은 군사전략의 신기원을 마련하 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은 동맹전

략의 근간도 바꾸었다. 소위 편재적(ubiquitous) 유동군을 만들어 새로운 세

계적 군사배치전략(GPR, Global Posture Review)을 마련한 것이다. 나토, 미

일동맹, 한미동맹 모두 이러한 군사변환-동맹변환전략의 기조에 따라 부시행

정부 1기의 기간 동안 일정한 변화를 겪은 바 있다.

대선을 치루면서 부시대통령은 1기 집권기의 안보전략의 성과를 최대한 

강조하는 한편, 향후의 과제와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지적하 다. 무엇보다 

테러의 재발을 방지하고, 대테러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적, 외교적, 안보

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1기의 성과로 지적되었다. 미국은 국토안보부(DHS, 

Deparment of Home Security)를 설치하고 테러경보체제를 마련하 으며, 이

라크전쟁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국으

로부터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끌어내었다. 중동지역에 반테러전선의 발판을 

마련하 으며, 이라크전쟁 이후 최초의 보통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정치의 시

발점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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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의 비확산 정책의 구조

이러한 전반적인 미국의 안보전략은 장차 일어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테러, 특히 핵테러를 예방하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 대량살상무

기 대응전략은 ①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대확산

(counterproliferation), ②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비확산

(nonproliferation) 및 ③ 실제 사용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관리

(consequence management)라는 3개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대확산정책은 대량살상무기관련 기술·물질 등의 이전차단

(interdiction), 모든 가용한 수단·능력 확보 및 의지표명을 통한 억지태세 강

화,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미사일 방어체제를 포함한 적극적·소극적 

방어능력 확충을 통한 방어 및 완화태세 보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비확산정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비확산 외교활동, 다자체제외교,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테러공격 발생 시 사회적 혼란과 마비, 막대한 경제비

용 등 감당키 힘든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 예방과 대응을 통

한 본토 안전보장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넌 루거(Nunn‐Lugar) 

법안과 같은 위협감축협력(Threat Reduction Cooperation), 핵물질 통제 강

화, 미국의 수출통제, 비확산관련 제재방안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세부

대책 강구를 추구하고 있다.

셋째, 사후관리는 주로 미국 내에서 대량살상무기 사용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된 것으로 유관기관간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 대응방안, 능

력, 체제 구축 등이 주된 정책의 대상이다.

그러나 비확산, 대확산, 사후관리가 각각의 독립된 분야로 분리되어 추진

되는 것이 아니라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서부터 사용 후까지 전 과정(개발·

획득·사용, 확산, 사용 시 대응까지)을 통제·관리·대응하는 포괄적·유기적 통

합정책·체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2)

미국은 비확산체제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이란, 북한 등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보위협을 가하는 국가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

응외교를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비확산체제, 특히 NPT 체제를 강화

하여 비확산을 도모하려는 다자주의적 노력을 동시에 기울이고 있다. 특히 

NPT 체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체제가 가지는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

다 적극적인 비확산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고 있다.

2) 최강,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전략: 이란 및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

문제 분석, 200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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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NPT 체제의 강화 논의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다. 

즉, 최근 비록 잠정적 해결국면에 들어섰으나 이란 핵문제의 대두와 북한 핵

개발 상황의 지속 등에 의해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 기반한 범세계적 비확산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유엔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한 국

제사회에서 이 조약의 개정 등을 통한 NPT 체제의 강화 논의가 새롭게 부

각되고 있다. 우선, NPT조약 구조적 취약점에 따른 핵확산 위험 증대의 요

인을 들 수 있다. NPT는 기본적으로 핵보유국에 의한 핵무기 및 관련 폭발 

장치의 타국 이양금지와 함께 핵 비보유국이 지켜야 할 의무로서 핵무기의 

인수는 물론 제조․획득 등을 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의 수용 대가로 핵 비보유국에게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연구․생산 등

을 허용함에 따라(제4조) 일부 국가들은 조약상 명시적으로 규제되지 않는 

우라늄 농축(enrichment) 및 재처리(reprocessing) 등을 통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장비․물질을 축적, 핵확산을 시도하고 있다.3)

즉, NPT는 인정된 기존 핵보유국(즉, P-5국가)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 핵

무기의 확산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나 양그룹 간 대타협의 결과로 핵비보

유국에게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

부 국가들이 이를 고의적으로 남용, 핵무기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군사적 이용과 평화적 목적의 개발 등 이중용도(dual-use)가 가능

한 핵에너지의 특성과 NPT 자체의 허점에 따라 이란․북한 등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일부 국가들은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개발 명목 하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 및 기술(즉,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플루토늄 추출)을 확

보한 뒤 NPT를 탈퇴하거나 탈퇴위협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NPT 내부로부터의 핵확산 위협”(proliferation threats from within the 

Treaty)으로 불리며 비확산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셋째, 물론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개발을 위해 원자로를 가동하거나 핵

연료 주기를 완성한 국가들은 IAEA의 사찰대상이 되고 있으나 다수 전문가

들은 핵비보유국이 핵무기의 직접 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 NPT 조약상의 규정이 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지

적하고 있다. 

3) NPT 제4조는 조약 당사국에게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에너지의 연구․생산 및 이용을 위한 개발을 

허용, 이를 “양도할 수 없는 권한”(inalienable right)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국간 핵에너지의 평

화적 이용을 위한 장비․물질 및 기술정보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교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

록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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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근본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안전조치 사찰 강화의 부진의 문제를 

또한 지적할 수 있다. 우선, NPT 제3조는 핵비보유국에 의한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개발이 군사적 용도(즉, 핵무기 및 핵폭발장치로의 전환)로 이어지

지 않도록 조약의무이행에 관한 사찰 필요성을 규정, IAEA가 이를 집행하고 

있으나 신고된 시설․장비 등에 대한 사찰만 허용되는 등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

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둘째, IAEA 사찰 범위 및 대상의 한계에 따라 이라크․이란․북한 등에

서와 같이 비  핵개발 추진이 시도되고 있으며, 조약의무 이행의 완벽한 사

찰을 위해 IAEA는 1997년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anytime, anywhere” 원칙에 기반한 핵연료 주기에 관련된 모든 시

설․장비․물질의 정보접근 및 조기통보에 의한 사찰허용 등을 포함한 강화

된 사찰모델을 도입, 각 당사국에게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12월 현재 187개 NPT 당사국 중 81개국만이 서명하 으며 이중 당

사국의 20%에 해당하는 37개국만이 비준하 다.

이러한 “추가의정서” 모델에는 1990년대 초 이라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

로 도입된 핵개발 의혹지역 주변의 대기․식물․건축물 외벽 등에 대한 방사

성 잔여물 존재여부를 조사하는 “환경검사”(environmental monitoring) 방법도 포

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검사 방법의 수용여부는 전적으로 당사국의 의사에 

달려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조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NPT체제 불안정성 증대의 문제를 지

적할 수 있다. 우선 일부 국가들에 의한 NPT 검토회의 및 관련 국제협상에

서 채택된 의무 또는 결정사항의 미준수 및 이행부진에 따라 NPT 체제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강화논의 제기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1999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에 대한 상원에서

의 비준동의 획득에 실패한 것에 이어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핵실험이 

요구되는 새로운 유형의 핵무기(예: Bunker Buster폭탄)를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핵비보유국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으며 

NPT체제 내에서 한 당사자의 조약의무 불이행은 다른 당사자의 의무 불이

행을 불러오고 있다. 

둘째, 이와 함께 NPT체제 내에서 기존 핵보유국의 핵감축 노력보다는 

핵비보유국의 핵무기 확산금지 의무가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대다수 당사

국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NPT체제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

한 비판은 결국 21세기의 새로운 현실에 맞도록 핵확산 위험을 막는 NPT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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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취약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에 귀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시행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다양한 노력이 

추구되어 왔다. NPT체제 강화를 위한 NPT 조약의 개정을 제기하고 있는 

주요인사는 IAEA의 엘바라데이(Mohamed ElBaradei) 사무총장, 미국의 에이브

러햄(Spencer Abraham) 에너지부 장관 등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

는 NPT체제 강화 및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의 다국적 통제를 향한 노력이 시행되

었다. 이는 첫째, 핵연료 주기과정에서 농축된 우라늄과 재처리를 통해 분리 

추출된 플루토늄이 군사적 목적의 핵무기 제조에 이용되지 않도록 전 세계 

모든 민간용도의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다국적 통제

(multinational control)하에 두자는 것으로 2003년 10월 이코노미스트지 기고 

및 주요 국제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제기하고 

있는 NPT 개정방향의 핵심이 되고 있다.

둘째,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더라도 핵무기의 직접 원료(즉, 핵분열 

물질)를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추출시설을 다국적 통제 

하에 두어 운 을 제한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농축 및 재처리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용자만이 상기 시설을 이용토록 하여 핵

확산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추구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핵물

질 관련 수출을 통제하는 핵공급자 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의 

선진 국가들도 독일․네델란드 등이 참여하는 유렌코(Urenco) 농축회사의 

경우처럼 핵비보유국의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분리시설을 다자의 공동소유

(multilateral ownership) 하에 두고 공동소유에 참여한 나라들이 각기 다른 나

라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에이브러햄 

미 에너지부 장관 및 뉴욕타임즈지(2003년 3월 사설)는 기존의 핵보유국 등 일

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예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을 금지하자는 방안

을 제기한 바 있다.

둘째로, 확산 저항형 핵 에너지 개발 체계 구축의 노력을 들 수 있다. 우

선,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핵무기 제조에 직접 이용되는 

물질의 생산이 기술적으로 어렵도록 확산 저항형 핵에너지 개발체계

(proliferation-resistant nuclear energy systems)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다. 확산저항형 핵에너지 체계는 플루토늄 생산이 어려워 핵

확산 위험이 비교적 적은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함께 핵물질의 무기생산 전

환을 방지하고 핵물질의 비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의 오용을 막으며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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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시설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감시능력을 제고하는 동시

에 기존의 의료용을 위한 우라늄 고농축시설을 점진적으로 그러나 불가역적

으로 저농축 시설로 전환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셋째, 사용후 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의 다국적 관리․처분의 정책이 추구

되고 있다. 사용후 연료를 재처리할 경우 핵무기의 직접원료가 되는 플루토

늄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사성 폐기물과 함께 다국적 차원에서 국제

협력에 의해 관리․처분할 경우 핵확산 위험이 감소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전력생산을 위해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는 약 50개국 이상

이 사용 후 연료를 임시 저장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 국가들은 사용 후 연

료를 포함하여 방사성 폐기물의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국제협력에 

의해 다국적 접근 방법으로 이를 관리․처분할 경우 경제적 비용․안전․핵

확산 금지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IAEA 분리를 통한 임무 전문화 및 지역감시기구 설치가 논

의되고 있다. 우선, 핵개발 의혹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핵 확산방지를 유도할 수 있도록 IAEA를 2개

의 전문 기관으로 분리, 한 기관은 NPT의무 이행여부를 사찰하는 핵확산 방

지업무에 전념토록 하고 다른 기관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종사토록 하자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원자력기구의 설립을 통해 역내 국가들 간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을 촉진하고 핵확산을 방지하고 있는 유럽에서의 경험(즉, 

EURATOM 설립․운 을 통한 핵에너지 공동연구 및 평화적 핵활동 공동관

리)을 바탕으로 핵확산 위험성이 높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ASIATOM 

또는 PACATOM과 같은 지역적 차원의 평화적 핵활동 공동관리 및 감시기

구를 설립․운 하자는 제안도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향후 대책을 바탕으로 다양한 평가와 전망이 대두되

고 있다. 우선, 현 NPT체제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핵확산 문제의 심각

성이 반 되고 있는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시설의 다국적 통제 등을 포함한 NPT체제 강화 

논의가 비록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다시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것은 현행 NPT체제 안에서는 핵무기의 직접 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의 생산 통제가 어려워 국제적으로 핵확산이 심각해 질 수 있다는 

NPT체제의 한계와 핵확산 위험의 현실을 그대로 반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9.11테러 사태 이후 테러집단 혹은 비정부 조직에 의해 핵물질이 확

보될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핵무기제조의 직접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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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의 국제적 통제 강화 필요성은 더욱 고조

되고 있다.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NPT 개정방향의 핵심으로서 농

축 및 재처리 시설의 다국적 통제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일부 NPT 당사국들

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내세워 조약상 규제되지 않는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와 같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축적한 뒤 북한

의 사례와 같이 NPT를 탈퇴할 경우 핵확산 위험을 현재의 NPT체제로는 도

저히 막아내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구체적 개정 방향의 모호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핵확산 금

지를 위해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NPT 개

정방향의 핵심은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의 “다국적 통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러한 접근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

해서는 현 시점에서 논의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시 말

해, “다국적 통제”가 현행 NPT 체제하에서 허용되고 있는 농축 및 재처리 

활동 자체의 합법적인 성격은 유지하면서 관련 시설과 기술을 다국적 체제

의 감시 또는 관리 하에 두자는 방안과,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아예 다국적 

통제 하에 두어 관련국들이 공동으로 운 하자는 방안이 현 단계에서 같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IAEA는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제안

을 보다 명확히 구체화 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개념설명서-concept 

paper를 만들어 배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다국적 통제 하에 둘 경우 어느 국가의 

토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느냐도 논쟁의 소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즉, 

전 세계적으로 극히 소수의 국가만 선별하여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유지할 

경우 이들 시설이 결국 카르텔과 같은 형태로 변모하여 전력생산 등에 필요

한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시장가격이 인위적으로 조작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들 핵물질의 저장장소가 집중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운송로

도 비교적 쉽게 드러나 테러공격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4)

4) 이서항, “최근 NPT 체제 강화 논의 동향,” 외교안보연구원 일련번호 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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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국의 핵무기 확산방지 전략과 NPT 전략

제1절 미국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 7대 구상

미국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전반적인 외교정책을 비확산, 반테러에 두

고 다양한 반확산, 비확산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를 NPT와 같은 다자주의

적 틀을 마련하여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대

량살상무기 방지에 관한 자체적인 정책들을 천명하여 왔다.

미국은 9.11테러를 계기로 대량살상무기(WMD)를 이용한 테러방지를 외

교안보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한 가운데, 부시 대통령이 WMD

확산방지를 위한 '7가지 구상'을 천명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2004년 2월 

11일 미 국방대학 연설에서 “지금까지 WMD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

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모든 나라의 보다 강화된 행동을 요구한 바 있다.

우선 ‘7대 구상’의 내용을 보면, △WMD확산방지구상(PSI), △유엔결의안 

채택, △냉전시대 WMD와 핵물질의 테러단체 유출방지, △민간 핵발전소에 

핵연료 공급하는 체계 신설, △불시사찰을 보장하는 IAEA추가의정서 가입국 

확대, △핵안전조치와 사찰을 전담하는 IAEA특별위원회 신설, △핵확산 방

지 위반국에 대한 IAEA의 제한조치 등을 중시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러한 ‘7대 제안’을 실천하기 위한 3대 축으로 △WMD확산

방지구상(PSI), △컨테이너화물검색체제(CSI), △국제위협감축구상(GTRI)를 

신설하고, 기존의 IAEA체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이는 핵물질이나 운반수단의 불법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WMD

확산방지구상(PSI), △컨테이너화물검색체제(CSI)와 함께, 각국의 핵물질 목

록을 작성하고 옛소련에서 빠져나간 고농축우라늄 연료를 회수하며, 핵개발

주기를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기존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

상’(PSI)의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정보 교환 및 군사적 수단 공유 ,법

적 제재 조치를 뛰어넘는 공조를 강조함으로써 핵거래를 위한 국제조직에 

대항해 직접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대량살상

무기 및 운반수단의 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WMD 거래의 ‘육상, 해상 및 공 차단’ 및 ‘금융거래 차단’을 내용으로 하는 

PSI를 이란과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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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PSI 출범 2주년 기념식에서, PSI를 통해 지난 9개

월 동안 핵프로그램에 유용한 물질의 이란, 북한 반입을 저지했다고 밝혀 이미 

PSI가 가동 중임을 시사하 다.

둘째, 모든 국가들이 핵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국내 법령과 국제통제를 강

화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2003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부시대통령은 모든 

국가들이 핵확산 행위를 범죄화하고 엄격한 수출통제를 시도하며 민감한 물

질의 국제이동을 감시하자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유엔결의안’의 

채택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부시대통령의 호소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만

장일치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UNSCR 1540」 채택(2004. 4.28.)하

다.

셋째, 40여개국의 NPT 가입국가들이 핵물질을 고농축하거나 재처리하기 

위한 장비 및 기술을 다른 국가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미 

완벽한 시설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구매자들에게는 핵무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라늄의 농축시키거나 재처리하기 위한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

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미신고 핵시설의 접근과 필요시 어느 때라도 불

시시찰을 보장하는 내용의 추가의정서를 모든 국가들이 내년까지 지지할 것

을 요구하고, 여기에 서명한 국가들만이 민간 핵개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

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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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의 핵 인식의 변화와 뉴NPT구상

미국의 핵 인식은 2001년 9.11테러사태를 전후로 하여 크게 변화하 다. 

우선, 기존 미국의 핵전략은 WMD의 개발․보유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멸

의 가능성 때문에 실질적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상호확

증파괴(MAD, Mutual Assurance Destruction)전략을 구사한 것이었다. 그러

나 9.11사태 이후 미국은 WMD가 단순한 억제력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가능

한 무기로 되었다는 판단 아래 ‘핵선제공격 독트린’, ‘미니누크’ 등 군사패러

다임을 변경하고 있다. 미국의 대테러전 전략과 WMD확산방지 구상을 위해 

미국은 9.11사태 이후 대량살상무기(WMD)가 테러지원국, 테러단체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제도적인 규제장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특히 미국은 테러단체의 핵무기 구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른

바 불량국가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을 제약하고자 New NPT체제를 구

축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1998년 5월 이슬람국가인 파키스탄의 

핵실험 이후 기존 NPT체제의 한계를 절감하고 New NPT체제를 만들기 위

해 부심하여 왔다. 특히 이란과 북한이 NPT가 보장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조항을 악용하여 비  핵프로그램을 운 하면서 세계 비확산체제의 근간

을 위협했다는 점에 대해 이를 막기 위한 New NPT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

여 왔다.

New NPT에 대한 미국의 기본입장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 가능하다. 첫

째, 현재의 NPT체제와 IAEA검증체제는 준수와 이행의 강제가 어렵고 위반

사항의 사전탐지장치도 미흡하여 기존의 안전조치와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외에 의무사항 이행 및 협약준수 보장을 위해 IAEA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2차례 탈퇴선언과 뒤이은 탈

퇴완료로 NPT체제의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이란 등의 모방탈퇴를 막기 

위해 탈퇴방지책 및 탈퇴시 제재방안을 도입하는 데 미국 뿐 아니라 독일, 

<표 1>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 2000년(6차)과 2005년(7차)

2000년 회의 2005년 회의

기  간 4월 24일∼5월 19일 5월 2∼27일

참가국
187개 당사국 중 

157개국(84.0%)

189개 당사국 중 

150개국(79.4%)

핵관련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제2차 북핵 위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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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동조하고 있다. 셋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즉, NPT와 IAEA의 규정과 조항을 성실히 준수․이행하는 국가에 한

하여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위반국에 대해서는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

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New NPT의 성사여부가 판가름될 NPT검토회의(Review Conference)가 

2000년 뉴욕에서 개최된 데 이어, 2005년 5월 2일~27일 사이에 뉴욕에서 개

최되었으나 미국과 이란․이집트의 이견으로 최종합의문의 작성에 실패한 

바 있다. NPT 평가회의 7대 의제로는 ▲무기급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분

리시설의 추가 설치 5년간 중단, ▲평화적 목적의 핵연료 경제적 가격으로 

공급, ▲IAEA 사찰 권한 강화, ▲ NPT탈퇴국에 대한 안보리의 신속하고도 

단호한 대응, ▲핵물질과 핵기술 불법거래에 대한 추적 및 제재, ▲북한의 

NPT복귀를 통한 핵무장 해제 이행 등이었고, 이를 통해 미국은 위의 세 가

지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하 으나, 이란․이집트 등 비핵국가들은 그보다 핵

보유국의 핵 군축 13개 조치합의 등 2000년 6차 NPT평가회의의 합의사항을 

먼저 이행하라고 요구하여 결렬되었다.5)

5) 류광철, “NPT 체제의 장래: 제7차 NPT 평가회의 결과 및 평가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 분석, 2005, 7, 1.

상  황

 (1998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 지연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개발 추진

-이란의 핵 개발 의혹

-핵 암시장의 존재 확인 및 핵  

 테러위협 증가

쟁점과

결 론

-핵보유국의 핵 군축 13개 조치 

 합의

-중동 비핵지대 설치 및 북핵   

 사찰 문제도 최종문서에 반영

-15년만에 의미 있는 최종선언  

 채택 

-NPT 탈퇴 규제 강화 논란

-미국의 신형 핵무기 개발에 

 대한 논란

-참가국간 이견으로 회의참가국  

 이름과 의제만 기재한 형식적   

 최종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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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미국의 비확산 노력을 둘러싼 비판과 평가

2002년 2월 11일 핵확산 금지를 위한 부시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 발표는 

미국의 비확산 노력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점화제의 역할을 하 다. 

이는 리비아·북한의 핵개발 소식에 파키스탄의 ‘원자폭탄의 대부’ 칸 박사가 

관여한 ‘핵 암시장’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 상황에서 이루어 진 것이었다. 이

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엘바라데이 사무총장도 새로운 핵 관리체제에 

대한 제언을 했기에 이 정책의 실효성은 미지수 다. 부시 제언은 크게 다음

과 같이 5개 항목으로 분류된다.6)

<표 2> 부시 대통령 제언의 개요

이들 5개의 제언 중에 평화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은 ④와 ⑤

일 것이다.  농축과 재처리의 규제강화책으로는 우선 원자력공급그룹이“농축

과 재처리 기술취득을 포기한 국가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는 원

자력연료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요한 제언으로서는 “현시점에서 전면적으로 가동 중인 농축·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해 원자력공급그룹은 농축·재처리 기술

의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이다. 문제는 이 ‘전면적으로 가동중’ 이라고 하는 

정의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아마 부시 대통령의 의도는 앞으로 구미 선진국

 이외의 새로운 농축·재처리시설을 보유하려고 하는 국가(예 : 이란)를 대상

으로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로는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생긴

다.  핵비확산조약 가운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와의 관련도 문제가 

될 것이다. 역시 미국은 이미 ‘1978년 핵비확산법(NNPA)’에 의해 ‘미묘한 기

술/예민품목‐trigger list(재처리·농축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신 

정책은 이것을 국제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보장조치와 사찰에 

관계된 특별위원회의 설치,’ ‘핵 의혹의 대상으로 된 국가가 IAEA 이사회나 

6) 日本電氣新聞 2002년 2월 25일자 참조.

① ‘확산 안전보장 이니시어티브(PSI)’(주 : 2003년 5월에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수출관리 국제협력 프로젝트)의 강화와 확대 
② 핵물질 관리·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서방선진8개국(G8) 협력 강화 
③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규제 강화를 위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체결 
④ 농축과 재처리의 규제 강화 
⑤ IAEA의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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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신위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제안도 하고 있다.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신 제언에 대해 핵비확산 전문가는 ‘드디어 핵비확

산에 대해 진지하게 대처하는 자세는 환 할 일이다.  그러나 신 정책은 실

효성에서 의문점이 많다’라는 비평이 잇달아 나온 바 있다. 특히 심하게 비

판을 받고 있는 것은 부시 행정부 자체의 핵개발 정책이다.  

2002년 2월 13일에 발표된 카네기평화재단 J·시린시온의 논문에서도 “부

시 행정부의 핵비확산 정책은「갖고 있는 국가」와「갖고 있지 않은 국가, 

가져서는 안되는 국가」로 구분한 (이중기준의) 정책이다.  예산도 감축되어

 있고 핵군축에 진지하게 대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번의 정책도 지지 받

지 못한다” 고 비판하고 있다. 

9. 11 직후 미국이 대테러 정책에 대한 세계 각국들의 공조를 구하고 대

테러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국제기구를 통해 찾았다면, 이듬해부터는 원자력

부문의 개별국 정부, 산업, 무역관계자들과 회담하기 위해 파리, 모스크바, 

런던 등으로의 순회방문을 시작했다. 이번 방문에서 에이브러햄 장관은 특히

 새로운 에너지기술 적용문제 뿐만 아니라 민간원자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무기급 플루토늄 및 우라늄 재고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하 다.7) 

그 구체적 방안으로 연구용 고농축우라늄(HEU) 연료 회수와 연구로의 

저농축우라늄 전환 등을 가속화하는 세계 위협 감소계획(GTRI)를 발표했

다.8) 에이브러햄 장관은 GTRI을 위해 에너지부의 국가핵안전보장관리국 내

에 전문 부국을 설치하고 4억5천만달러(약 500억엔)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여

 러시아와 IAEA의 협력을 얻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에이브러햄 장관

은 IAEA와의 회의에서 “세계에서 200기 이상의 연구로가 수명이 끝나가며

 400기는 이미 정지·폐지되고 있다.”며 이들로부터 대량의 사용후 연료와 방

사성물질의 안전한 관리·처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GTRI는 금년 2월에 부시 미 대통령이 실시한 핵비확산 7개 제안을 받아

들인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DOE가 종래부터 실시해 온 ①러시아제 연구로의

 HEU 연료반환계획(RRRFR) ②연구·시험로의 농축도 저감화계획(RERTR) 

③해외 연구로의 미국제 연료수입계획(FRRSNF) ④방사선위협 감소계획

(RTR) 등을 통합하여 관리를 일원화한다.  GTRI는 러시아와 협력하여 2005

년말까지 러시아산 HEU 신연료 회수를 끝내고 또 2010년까지 러시아산

 HEU 사용후연료를 모두 회수한다.  또 미국산 연구로 사용후연료에 대해

서도 회수를 가속화시켜 10년 이내에 완료한다.  HEU를 사용하는 원자로의

7) ENS NucNet 2002년 7월 26일자 참조.

8) 日本原産新聞 2004년 6월 3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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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농축연료에 대한 전환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연구로를 대상으로 

해 201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새롭게 에너지·환경 협력을 위한 긴

한 관계를 다지고 있다.9) 미국은 2004년 1월 일본에 수소‐원자력 부문의 

기술협력을 제안했는데 이는1탈석유 및 에너지 자급율 향상을 위한 것이

다.10)  

2001년 5월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미국은 1970년대의 석유위기 이래 

중대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공급력의 확대와 안보체

제를 강화할 방침을 기본원칙으로 밝혔다. 실제로 미국은 원유의 약 37%를 

국내생산으로 조달하고 있으나 원유수입국 2위인 일본(2001년의 2억800만톤)

을 훨씬 능가한 4억8,500만톤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빈번한 중동 산유국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수입 원유의 

30%를 남미에 의존하는 반면, 중동 의존은 낮아 별로 곤란을 겪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 베네수엘라의 제네스트사에 의한 원유공급 두절로 인해 위기

감이 높아 에너지 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1차 에

너지에 점유하는 석유의 비율이 2001년도에 비로소 50%로 내려갔으나 정치

사정이 불안정한 중동 의존도가 90%에 가깝기 때문에 향후 에너지 정책의 

근간으로서 ‘천연가스 전환의 가속화’를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현저한 경제

성장으로 일대 원유 수입국이 된 중국을 미국과 일본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료전지·수소분야 및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과 

기술을 기본 축으로 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에도 제휴한다는 것에 합의 

했다.  미국 경제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와 원자력도 미국과 일본이 리더십

을 갖고 있는데 이 분야에도 제휴하면 양국 산업이 자극을 받아 수소경제 

이행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며 이로써 에너지 자급율이 향상되면 양국의 안

보 확보와 더불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심각한 온난화 문제의 강력한 규제 

수단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화석연료분야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과시하고 있다. 

1997년의 지구 온난화 방지 조약 제3회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된 교토의정서

가 “과학적인 뒷받침도 없는 상태에서 온난화 가스 배출 감축량을 선진 각

국에 적용시켰다” 는 불만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2001년 일

9) <日本電氣新聞  2004년 1월 13일> 

10) 냉전 초기 아이젠하워의 ‘평화를 위한 핵’ 선언 이후 이루어졌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쌍

무적 핵협력협정들은 상대국들에 대한 기술 원조와 핵억지의 목적을 띄고 있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핵기술 협력이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 그에 비해 2004년 미국의 이 핵 기술 및 수소 

부문의 협력 제안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파트너쉽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에너지 

안보에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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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이 의정서에서 이탈을 표명하여 2002년 8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요하네스버그 서미트)에서 유럽연합(EU) 등

으로부터 비난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이에 대해 미국은“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해 생활수준을 낮추거나 혹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경제성장과 온난화 

대책을 양립시켜 해결해야”하는데 생활수준을 낮추어 온난화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온난화 방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대신, 환경 기술 발전

을 통해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

다. 교토의정서에 비준을 한 일본 정부 내에서도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감축

목표수치만 앞세운 의정서의 내용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또 양국 모두 중국이나 인도 등 개발도상국 및 시장경제이행국도 포함

된 환경기술의 국제적인 협력 구축 필요성에 일치를 보 다. 이로써 미일 양

국은 지금의 의정서가 온난화 방지를 위한 최선의 처방책은 아니며 온난화 

방지를 위한 새로운 국제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앞서 2003년 9월 미국은 중국과 양국간의 원자력기술 교류를 위해 

요구되고 있는 핵비확산 보장에 관한 협약을 재확인했다.11) 이번 협약을 통

해 기술이전을 받는 국가의 정부는 이 기술이 평화적 목적에만 전용되고 기

술제공국가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다른 국가에 재 이전 되지 않을 것이

라는 약속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었다. 

한편 러시아와는 무기급 핵물질의 감축에 상호 협력했다. 러시아는 옛 소

련국가들 내에 건설된 연구로에서 나온 고농축우라늄(HEU)의 모든 잔여분

과 사용후 핵연료를 러시아로 운송하려는 계획이다. 러시아 원자력부

(MINATOM)에 따르면 옛 소련은 해외에 총 20기의 연구로를 건설했다.  6

기는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라트비아,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등 옛 소련국가에 있고 나머지는 리비아, 이라크, 중국, 베트남, 북한 등에 

있다. 연구로에서 나온 HEU를 저농축우라늄(LEU)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

때 적합한 LEU 연료를 만드는 것이다.

미국은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핵 물질에 관한 국제적인 협약이나 협력을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 에너지장관 스

펜서 에이브러햄이 2001년 9월 17일 열린 제45회 IAEA 총회에서 지난 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리스트 공격이 "핵 물질에 대한 최고수준의 보안유지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을 재

차 강조한 데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지난해 70개국의 약 600개 시설

11) <ENS NucNet 2003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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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500건 이상의 사찰을 실시한 IAEA는 국제사회의 핵안보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4년 7월 29일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 원자력연구원들이 원자력에

너지의 장래 비전을 제시하고 근년에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이 약속한 협력

정신을 기리기 위해 모인 비엔나 회의에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참석자들

은 원자력에너지가 21세기에서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하는 한편, 핵무기 확산

에 대비한 방호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신기술 개발이 온실

가스 배출의 감축을 포함해 세계적 규모로 원자력에너지의 혜택을 이용하고

 핵비확산의 촉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성명서에서 이들

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원자력에너지의 개발 및 전개를 위한 포괄적·현실

적 계획을 진전시킬 시기가 다가왔으며 이제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의 원자

력에너지원에 대한 이용을 유지하고 동시에 환경 및 국민의 건강에 대한 악

향, 원전 테러, 핵무기 확산의 위험성을 감소시켜야 한다.”12)는 것이다..

한편 이미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형국에서 ‘농축·재처리시설의 국제관리’를 제창하

다.  이 제안은 결코 새로운 착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제언과 더불어 러시아가 제안한 ‘핵연료 회수계약(리

스제도)’과도 관련이 있어서 새로운 핵연료서비스 방법과 핵연료사이클 시

설·기술관리 체제의 방법 논의에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NPT 7차 회의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원자

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는 NPT 제4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

리가 조약 1, 2, 3조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목을 갖고 보장되어 

있다. 반면, 비 리에 핵개발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핵주기 중에

서 핵무기 개발과 직접 관계가 있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분리를 규제하

자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비확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는 제

한 없이 원자력 기술을 이용할 수 없다는 서방측의 주장과, 4조에 보장된 평

화적 이용 권리는 조건 없는 불가양의 권리이며 NPT의 근거가 되는 3대 축

의 하나로서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NAM 측의 주장이 대립되었다.

또한 핵주기에 관한 다자적 접근 문제에 관해서도 현실적으로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평화적 이용을 구분할 방법이 없는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비  핵개발을 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핵

주기 중에서 핵무기 개발과 직접 관계가 있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분리

를 규제하자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2003년 10월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12) <ENS NucNet 2004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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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한 민감 핵주기의 다자간 통제 방안 및 2004년 2월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민감 핵주기 시설 건설 중단 제안이 대표적인 것이다.13)

이는 늘어나는 준수 위반 사례들에 비추어 이러한 제안들에 타당성은 있

으나 자칫하면 선량한 국가들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침해하고 이미 

충분히 차별적인 핵분야에서 차별을 보다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는 등 핵주

기 제한 문제는 국제적으로 논란이 큰 이슈이기도 하다. 엘바라데이 사무총

장은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한 전문가그룹을 IAEA 내에 설치하

으며 동 그룹의 보고서가 2005년 사무총장에게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금번 NPT 회의에서는 민감 핵주기 통제 문제에 관해 통제의 필

요성에 대한 원칙론으로부터 구체적 통제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 실정이다. 미국은 부시 대

통령이 이미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농축 및 재처리 시설 추가 건설 중단

을 주장하 으나 관심을 끌만한 추가적 제안은 하지 않았다.

반면 EU는 IAEA 전문가 보고서를 기초로 IAEA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

서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일본과 스위스는 다자통제 방안 자체에 대해 유

보적 입장이며, 이란은 평화적 목적의 핵연료주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제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 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부시 행정부의 911이후 핵정책에 대한 비판도 만만

치 않다. 미국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2004년 카네기 핵비확산국제회의’에

서  상업용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의한 플루토늄 분리를 3∼5년간 중지 

등을 호소하는 보고서안(案)인 ‘보편적인 준수 ‐ 원자력 안보전략’을 발표했

다. 회의에는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블릭스 UN감시검증사찰위원회

(UNMOVIC) 전위원장, 케네디 상원의원, 낸 전미상원군사위원장 등이 기조

연설자로서 등단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2005년 핵비확산조약(NPT) 

운용검토회의를 위해 “핵비확산기준을 대폭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명확해지

고 있다”고 말했다. 카네기재단이 발표한 보고서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갖지 못한 나라’로 나눈 현 시스템의 제약을 지적하며 더구나 핵무기국, 비

핵무기국, 군사적 비국가행위 주체 등 모든 관계자에게 새로운 밸런스와 의

무를 규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준수해야할 의무로 ①새로운 핵병기국의 출현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악용

의 우려가 있는 핵물질의 보안 강화 ③기술과 핵물질의 위법적인 이전 금지

 ④핵무기의 정치·군사적 가치 감가(減價) ⑤지역분쟁 해결에 대한 약속 등

13) IAEA, Multilateral Approaches to the Nuclear Fuel Cycle: Expert Group Report to the 

Director General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Vienna: IAEA,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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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열거했다. 

또한 앞으로 취해야 할 전략으로서는 ①전세계적인 위협 평가 실시 ②핵

물질 도난에 대한 벌칙 강화와 안보리에 의한 사찰과 제재 강화 ③무기급 

핵물질의 보안 강화와 생산·사용 중지 ④핵무기의 매력 감가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이용가능한 물질의 공급을 막기 위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분리의 ‘정지’를 제언하고 그 대신에 국내에서 핵연료 생산을 하지 않는 나

라에 대한 핵연료 공급의 ‘보증’을 제언하고 있다. 농축 정지는 미국과 러시

아가 핵무기 내력에서 갖고 있는 잉여 고농축우라늄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3~5년 사이에 미국과 다른 고농축우라늄 제조능력 유지국가

는 모든 농축활동을 정지하고 저농축우라늄의 농축도 일시 정지한다.  그동

안 러시아와 미국의 잉여 고농축우라늄을 희석해 원전 등에 공급한다. 한편 

재처리에 의한 플루토늄 분리에 대해서는 ‘수 십년 동안에 걸쳐’ 정지하고 

그 사이에 핵확산 저항성을 가진 핵사이클을 개발한다. 이 보고서는 장기적 

농축은 유렌코사와 같이 다국적 계약과 국제기구의 관리 하에서 만이 가능

한 ‘제도적인 높은 장벽’을 설치하도록 제언하고 있다. 

이러한 카네기 연구소의 비판에 대해 미원자력에너지협회(NEI)는 “보고

서 중에 있는 대부분의 핵비확산에 관한 권고에는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3~5년간의 상업농축의 정지에 대해서는 고농축우라늄을 희석할 때 소량의 

농축작업이 필요하므로 농축을 정지하면 러시아의 잉여 고농축우라늄의 희

석사업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 세계 농축수요의 40%를 공

급하고 있는 가스확산법 농축공장은 한번 정지하면 극막(隔膜)의 유지가 곤

란하고 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NEI는 또 재처리에 대해서도 상

업재처리가 핵비확산상에 큰 위협이 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며

 몇몇 국가는 오랫동안 걸쳐 사용후 연료를 IAEA의 보장조치 하에서 재처

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14) NEI는 보고서안에 관해 농축의 정지가 아닌 시

장원리를 충분히 이용하여 각국이 농축능력을 갖게 된 이유를 없애는 것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입장을 살펴보자면, 2005년 6월 14일 에는 미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의 디아즈 위원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14) 이 대목이야말로 미국 핵정책이 91.1 이후 가장 비판 받는 점이다. NPT체결 당시 미국이 비핵국

과 핵국으로 구분하면서 비핵국에는 핵국이 보다 많은 기술이전과 원조를 약속했기 때문에 비핵국 

국가들이 비준했었다. 그러나 이제 노골적으로 비핵국에는 더욱 강도 높은 규제만 부과하고 원래 

약속했던 핵협력은 911 이후 테러 위험을 들어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핵을 가진 자

와 핵을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간극만 넓혀 놓은 핵을 가진 자를 위한 협약이라는 비판을 2005 

NPT Review Conference에서 새삼 확인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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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최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단에게 원전에 대한 건설계획 승인은 

세계적으로 통일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아즈 위원장은 

이러한 기준의 시도는 “다국간 설계승인 프로그램”이라고 부른 후 승인의 신

속화, 비용 감축, 안전성 향상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이나 미국으로서

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 규제당국이 대응을 지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2005년 11월 7~8일 카네기평화재단 주최로 ‘핵비확산회의 60년후’가

 개최되었다.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과 보드먼 미 에너지부 장관의 기조

 강연을 비롯해 핵 위협의 역사(히로시마·나가사키 60주년을 맞이하여)와 이

란, 북한, 미국·인도협력 문제 등 중요한 정책과제를 둘러싸고 광범위한 논의

가 있었다.  특히 이번에 주목되는 것은 민생용 핵연료사이클과 관계하여 

‘다국간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제언이었다. 

금년 3월에 발표된 IAEA의 전문가 패널(panel) 보고서에는 1)‘우선 원자

로와 연료공급 보증, 2) 농축·재처리시설의 신설기간 유예(5~10년), 3)후행 핵

주기의 국제공급기준 구축, 4)농축을 포함한 선행핵주기의 국제공급기준 구

축’ 등 4단계 접근방법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연료뱅크(비축) 구상’

과 러시아의 ‘연료리스 제안’도 언급되었는데 IAEA는 이들의 제안을 적극적

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 밖의 다른 제안들을 살펴보자. 우선 미국의 연료뱅크 구상을 들 수 있

다. 여기서 미국은 ‘임의대로 조정하는 장치’를 논의한 바 있다. 즉 미 에너

지부의 보드먼 장관과 국무부 조세프 차관이 미국의 새로운 ‘핵연료뱅크(비

축) 구상’을 소개했다.  해체 핵무기로부터 고농축우라늄 17톤을 희석하여 저

농축우라늄 10기분을 ‘국제연료뱅크(비축)’로서 제공하는데 만일 연료공급이 

두절될 경우 농축·재처리 시설의 소유를 포기한 국가에 농축 우라늄을 우선

적으로 공급한다는 제안이다. 이것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는 연료시장에 개

입하는 것이 아니며 ‘만의 하나를 위해 국제적인 공유비축’이라는 방식으로 

석유의 전략적 비축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엘바라데이의 제안과 근

본적인 차이는 ‘(보편적인) 국제제도’의 구축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대로 실행해 가는「단계적 접근」을 미국은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 부시정권이 바라는 ‘임의대로 

조정하는 장치’의 실현을 조기에 시행하려는 면이 있고 또 미국의 정책에 좌

우되어버리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다.  유럽의 전문가는 “미국의 패권적 사

고”라고 냉정하게 보며 개발도상국 참가자도 “미국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공급국 중의 하나이다”고 언급했다. 반면에 이미 IAEA는 물론 우라늄 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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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국인  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구상 실현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며 조기

에 실현할 가능성도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반면, 러시아의 제안을 살펴보면,  연료리스로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제안을 들 수 있다. 러시아가 제안하는 것은 예전부터 제창하고 있는 핵연료

리스 구상인데 특징은 사용후 연료의 거래까지 인수한다는 점이다.  후행핵

주기의 서비스(연료저장, 재처리, 최종처분)를 러시아가 제공하는 데 대해 그

 실현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 전문가도 있지만 엘바라데이 사무총

장도 ‘리스 구상’에 흥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1개국이 아닌 다

국 간에 의한 연료리스 구상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 실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프런트엔드의 공급보증보다도 평화이용국으로서 ‘(참

가하는 것에는) 좋은 인센티브’라고 하는 발언도 많다. 

이러한 여러 제안들과 미국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활성화되는 원자력에 

대한 논의와 강력한 국제 감시의 눈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들 제안의 의

미는 무엇보다도 원자력의 평화이용이 다시 활성화되고 그 결과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연료에 대한 관리 수요가 확대된다는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미묘하게 되어 있는 원자력 사이클 시설과 기술에 대해 국제

적 감시의 눈길은 더욱 더 강력해지며 국제화를 위한 압력은 강해질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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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2005년 제7차 NPT 검토회의를 통한 각 국의 

노력들

제1절 회의의 의의

올해로 일곱 번째 맞는 비핵확산 금지 조약의 재검토 회의의 결과는 세

계 곳곳에서 미국과 심각한 수준의 핵 대치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긴박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매우 실망스런 수준이란 것이 일치된 평가이다. 이것은 

1995년과 2000년도의 재검토 회의 결과와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적어도 

지난 회의에서는 핵확산 금지 원칙을 재확인 하고 우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NPT의 존폐론까지 거론되었다. 

지난 5년간 핵확산금지조약을 중심으로 한 국제 핵확산 방지 체제는 몇

가지 성과를 얻어냈다. 리비아의 핵포기 선언이나, 비국가행위자의 대량살상

무기 취득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540호의 채택(2004년 4월) 등이 그

런 것들이다.

그러나 북한의 우라늄 핵무기 계획 공방, 핵확산금지조약 탈퇴(2003년)에 

이은 핵보유 선언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변 원전의 

가동중단(2005년), 이란의 핵무기 개발 논란 등은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위

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올해 조약 발효 35돌을 맞아 7번째를 맞는 평가회의는 세 차례의 준비회

의에도 불구하고 핵국과 비핵국 간의 의견대립으로 의제를 확정짓지 못하는 

등 어느 때보다 의견 대립이 심하 다. 교착상태 속에서 악화되고 있는 북한

과 이란의 핵문제가 회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비확산과 핵군축, 안

전조처협정, 소극적 안전보장, 비핵지대 등 전통적 의제뿐 아니라 북한과 이

란의 핵문제, 핵연료주기 통제, 추가의정서의 보편성 확보 및 검증 표준화, 

평가회의 연례화 및 상설위원회 설치 등 핵확산금지조약 강화방안, 조약 탈

퇴 제재 방안 등 새로운 쟁점들에 대해 격론을 벌 다. 본회의에는 5대 핵국

을 포함한 188개 조약 당사국과 유엔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11개 국

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5년간 새로운 핵안보의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히면서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한 테러리즘이 핵을 도구

로 삼을 가능성을 하루속히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검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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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2010년 다음 재검토 회의에서는 전혀 손을 쓸 

수 없게 된다며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난 5년은 핵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괴리가 커진 위험한 시간들이었다고 지적하

고 북한과 중동국가들의 핵 투명성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높이는 방법을 강

구해야 한다고 덧붙 다.  

우선 미국은 1995년과 2000년의 재검토 회의에서 핵국가들에 의해 마련

되었던 의무사항의 재확인을 거부했다. 또 이란은 비핵국들에 의해 제안된 

핵주기 싸이클에 대한 제한적 접 조차 거부했으며 이집트는 핵국과 서방국

가들의 이스라엘의 핵 제재 실패를 들어 NPT 규범의 보편성에 의문을 제기

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고 끝난 것은 실질적 논

의 시간의 부족 때문이었다. 회의 일정은 20일간이나 되었지만 이중 처음 15

일은 순전히 절차적 문제로 소비되었다. 민주적 절차에 충실한 나머지 소수

의 충격적 발언과 비토권의 남발로 의사 진행은 큰 차질을 빚었다. 미국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회의

가 아무것도 합의에 이른 것 없이 끝난 덕분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국제

사회의 제재 문제는 충분히 거론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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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의 기본 입장

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미국의 기본 입장이었다. 2000년 6

차 평가회의 최종문서에서 합의한 13개 이행 사항 중 핵무기 전면철폐를 위

한 핵군축을 약속했던 미국 등 5대 핵보유국의 지지부진한 합의 이행 내지 

이행 거부 태도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면서 비핵국들

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1996년 유엔총회

에서 채택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기 발효에 반대하고 △탄도

탄요격미사일(ABM) 제한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데(2001년) 이어 △비핵

국에 대한 선제핵공격을 포함한 적극적인 핵전략을 담은 핵태세 검토 보고

서(NPR, 2002년)를 채택하고 △10년 내에 핵실험도 필요없고 장기적인 비축

이 가능한 신세대 핵탄두와 벙커버스터용 소형 핵폭탄(B-83) 개발을 추진하

는 등 핵감축 약속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은 또 이란과의 가스파이프라

인 건설을 막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 비가입국이면서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

에 원전 수출을 제안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과 러시

아의 핵무기 보유 규모는 2만7천기로, 35년 전에 비해 겨우 25%밖에 줄어들

지 않았다.

미국의 기조 연설은 레드메이커(Stephen G. Rademaker) 미 국무부 군비

통제 차관보가 맡았다. 그는 핵물질의 보안과 안전조치(safeguards)를 강화

하고 보다 효율적인 핵물질의 수출입 통제를 실시해야 하며 세계도처의 테

러리스트들의 네트워크를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의 평화적 사용과 개

발에 관해서는 “NPT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분명하다, 평화적 핵 개발

의 열매를 맛보고자 하는 나라는 이 원칙을 준수하고 1조와 2조의 비핵확산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이란의 핵 연료 프로그램

(nuclear fuel programme)을 거론하면서 고농축과 재처리 기술에 대한 보다 

엄 한 통제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일본 독일 등 비핵 5개국에 한해 핵연료용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나머지 비핵 국가들

의 반발이 심하게 대두되었다. 즉, 조지 W 부시 정권은 핵연료용 우라늄 농

축사업을 기존 핵보유국 이외 국가 중에서는 일본 독일 네덜란드 브라질 아

르헨티나 등 5개국에만 허용할 방침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핵무기 개발 

의심을 받고 있는 북한과 이란처럼 평화적 이용을 내세워 핵무기를 개발하

는 국가가 나오는 것을 막아 핵확산 방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4년 2월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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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규제하기 위해 이미 실용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국가를 제외한 여타 

국가의 농축·재처리 기술 습득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으나 어느 국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었다.

또한 ‘세계의 반핵보안관’을 자임한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을 허용

하는 허점을 노출한 핵확산금지조약의 강화와 조약의 불이행 문제가 주된 

의제가 돼야 한다며, 북한과 이란 문제를 집중 논의하자는 태도를 보 다. 

특히 미국은 두 나라가 핵개발 명분으로 내세운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NPT 4조)에 대해 포괄적으로 해석되는 규정의 범위를 대폭 제한해야 한

다고 주장함으로써, ‘평화적 이용의 범위’에 대한 문제가 이번 회의 최대 초

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군사용 전용이 가능한 농축·재처리의 신규참여 제

한 △원전 등 핵기술을 새로 도입하는 나라들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권한

을 강화한 추가의정서 가입 의무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비핵국들은 ‘원자력

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국 등 핵보

유국들이 5년 전 합의한 ‘핵군축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

해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5년 동안 새로운 농축·

재처리의 금지를 제안해 놓고 있지만,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핵시설보유국

들도 자국의 핵계획 차질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국제

원자력기구가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면서 농축·재처리시설을 다국적 

통제 아래 두자는 타협안도 내놓았지만, 이 제안 역시 핵선진국의 기술독점

을 고착화할 뿐이라는 비핵국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조약 탈퇴 이후, 조약 탈퇴에 관한 규정(NPT 10조)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준비회의에서 독일은 △핵안전조처협

정 위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의혹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땐 탈퇴를 인

정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또 △탈퇴 전 위반사항은 탈퇴 이후에도 국제원

자력기구와 유엔 안보리의 논의 대상이 되며 △평가회의 긴급회의를 소집해 

탈퇴 표명국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뒤 탈퇴를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원자력기구의 기술협력 정지, 제3국이 

제공한 핵기술·설비의 해체·철거 등 구체적 조처의 시행 방안에 대해선 여전

히 많은 이견이 노출되었다.

반면 미국은 자국의 핵무기 감축과 군축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즉 미국은 NPT 6조의 의무를 충실히 지켜왔으며 지난 2000년 재검

토 회의 이래 미국과 러시아는 START I의 감축 논의를 지속해왔고 2002년 

모스크바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협정에 따라 2002년도 기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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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두 보유량의 2/3 수준으로 줄 으며 2012년에는 1990년에 배치된 전략 핵 

무기의 80%까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 다. 미국은 현재까지 냉전 

말 핵 보유량의 90%를 폐기했으며 핵무기가 미국의 억지 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줄 고, 미국 내 핵 폭탄 관련 설비도 크게 수를 줄 으며 수천

억 달러를 들여 다른 나라들도 핵물질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등 미국은 세계 핵무기 제거에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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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원국들의 입장과 주요 문제제기의 내용

1. 중국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발언한 중국은 장 얀대사(Ambassador Zhang 

Yan)의 연설에서 미국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이 

훼손되었으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원래 의도 역시 희석되었으

며 국제 군통제와 군축마저도 미국과 러시아가 밝힌 것과 달리 별다른 진전

이 없었다는 것이다. 군축위원회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핵분열물질의 생산

금지에 관한 조약(FMCT)과 우주무기경쟁금지에 대한 협의도 멈춘 상태인데 

어떻게 군사적 측면에서 핵 안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더욱이 예방전 개념까지 도입해 핵 위협국가들을 공격 

목표 명단으로까지 발표하고 이들을 상대로 도리어 핵 공격을 감행하는 것

은 세계 평화의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 다.

2. 유럽 연합

지난 회의부터 25개국을 대표하게 된 유럽 연합은 비핵확산과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한 43개 조항을 발표했고 특히 NPT가 보다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기구로 발전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북한 NPT탈퇴와 이란의 군사적 핵 시설 

보유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 내에 설치한 

전술 핵 무기의 수거와 철폐를 요구했다.

3. New Agenda Coalition

브라질, 이집트,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남아공, 스웨덴 등은 핵국과 

비핵국 모두에 강력한 발언을 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통계를 근거로 산정해 

본 결과 현재 세계적으로 30000여개 이상의 핵무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는 앞서 미국과 러시아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NPT가 처음 발효된 1970

년대 핵무기 보유량에서 더 발전이 없는 수치이며,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핵국들은 감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국 프랑스 중국 등 5대 핵보유

국이 핵무기 폐기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들의 감축 노력을 계속 모니터하고 더욱 효율적인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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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히면서, NPT체제의 정신을 훼손하고 이를 따르

지 않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은 나머지의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보도 위협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 다.

4. 이란

이란의 외무장관 카말 카라지(Kamal Kharrazi)는 우선 우주에서 군비경

쟁을 벌이고 있는 핵국들의 새로운 핵무기와 미사일방어체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러한 핵국들의 핵개발은 용인하는 NPT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리어 이란의 평화적 핵 기술 개발을 문제 삼는 것은 

NPT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NPT가 성공적이려면 우선 비핵국에도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란은 자신의 핵 프로그램은 전력 생산용이라고 주장하면서, NPT 

제4조에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은 "양도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규정되어 있

는 만큼,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이용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주 유엔 이란 대사인 자바드 자리프는 세계평화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 등 핵보유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고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 서명을 거부하면서 비핵국가에 대한 핵 선제공

격 전략을 채택했으며, 이스라엘과 핵이용 협정을 맺은 것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강력 성토했다. 또한 60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악몽을 재론하

면서 “이러한 역사에 비춰볼 때, 핵무기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의 손에 있다”

고 말해, 미국을 비판하 다. 

5. 한국

한국은 미국 등 일각에서 주장한 바 있는 핵물질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뉴욕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

국은 세계 6위의 원자력 국가”라며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국가들은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이 정당하게 필요한 나라”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대표는 “국제 

안보를 위해 핵 비보유국들의 비확산 의무 못지않게 핵 보유국들의 군축 의

무도 중요하다는 점J"을 기조연설을 통하여 주장하 다. 한국은 “미국과 러

시아가 핵군축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냉전 이후 높아진 기대만큼 진전은 이

뤄지지 않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이 미국 핵무기 감축을 촉구하는 것은 비동맹국 요구와는 또 다른 각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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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도, 평가회의에서는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NSA)’ 체결을 놓고도 비핵보유국들이 미국을 비

판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러나 소극적 안전보장을 체결하면 대량살상무기

(WMD) 개발 국가나 테러단체에 핵 선제공격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을 둘러싼 국제 안보환경이 급변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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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미국의 입장에 대한 비판들

1. 카터와 맥나마라의 비판

미국의 입장에 대한 비판은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우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NPT가 위기에 몰리게 만든 주범으로 미

국을 비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 지도자들은 이라크 리비아 이란 북

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보호한다면서 자신들은 NPT를 이행하지 않고 

벙커버스터 등 새 핵무기 실험 및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핵보유국의 핵 선제공격 금지 선언,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 

및 이전 방지 등 NPT 준수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회의 시작 전 테이블에는 Foreign Policy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그 

표지는 참석자들의 이목을 주목시켰다. 버섯구름 사진과 함께 로버트 맥나마

라의 “다가올 종말: 왜 미국의 핵무기는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이며, 군사적으

로 무용하고, 지극히 위험한가(Apocalypse Soon: Why American Nukes 

Are Immoral, Illegal, and Dreadfully Dangerous)”가 실려 있었기 때문이었

다. 올해 88세인 맥나마라는 그의 노년을 핵무기 철폐 목소리를 내는데 헌신

하고 있다. 

그는 그 에서 현 미국 핵무기 정책을 제목같이 “비도덕적, 불법적, 군

사적으로 무용한, 지극히 위험한(immoral, illegal, militarily unnecessary, 

and dreadfully dangerous)”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의 핵탄두는 경보 발령 이후 15분 안에 발사될 정도로 준비되어있고, 오늘날 

이들 핵 탄두들은 히로시마 폭탄의 2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 이러한 가공할 만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핵무기

를 주력 군사력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상원에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승인 

요청도 하지 않은 채 네바다 주에 지하 핵 시험장을 건설하고 새로운 핵 무

기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는 앞서 미국 대표가 발표한 것

과는 상충된 것이었다. 겉으로는 NPT체제 준수를 자랑스럽게 공포하면서 안

으로는 정작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판했다. 매일 매 순간

이 그들의 핵 앞에 우리의 평생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고 강

조하면서 911 이후 추진되어온 부시 행정부의 핵 정책을 단순히 에너지 안

보의 강조가 아니라 제 2의 핵 대군으로 발돋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 국

방부 장관 윌리엄 페리의 “나는 일찍이 지금 만큼 높은 핵 폭발 가능성에 

놓여본 적이 없다. … 지난 10년 사이 미국의 공격목표에 대한 핵무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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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50%나 증가되었다.” 말을 인용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부주의로 

혹은 우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회의에서 미 

대표들은 국방예산이 냉전시기와 비교해 7~3% 줄었으며 전략핵무기의 현대

화 프로그램으로 상당한 양의 핵무기가 폐기되었다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맥

나마라의 주장을 일축했다. 핵무기의 억지력은 가까운 미래에까지 지속될 것

이나 앞으로는 핵무기보다도 재래식 무기로 그 억지력을 대체하게 될 것이

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핵무기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 추세 있다. 또한 

미국은 핵무기를 특정 국가에 겨누고 있지 않은 한편, 핵국의 핵무기 현대화

는 NPT가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 새로운 핵무기가 핵무기의 위협

을 낮춘 것이란 통설을 부정한 것이다. 

또한 군축협회는 미국의 현 정부가 1995년과 2000년의 NPT재검토회의에

서 결정된 의무 사항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선택적 

보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 대표가 앞서 연설에서 밝힌 것과 달리 

모스크바 협약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가 핵무기 감축 내용을 아직 확정

짓지 않았으며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지지도 거부하고 지난해 미국이 제

거한 핵탄두는 단 두 개뿐이라고 주장했다. 나토 6개국 기지에 400개 이상의 

전술 핵무기(실전에서 사용가능한)를 배치하고 불과 수분 안에 사용할 수 있

을 만큼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비단 유지뿐만 아니라 향후 높은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 개발에도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 국제평화를 위한 카네기재단(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이 단체는 자체 발행 잡지에서 지금까지의 견해들과는 달리 미국의 핵전

략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핵정책은 두 가지 목

적을 띄고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의 등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을 0의 수준

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CEIP에 의하면 이 두 목적은 미국의 핵정책에서 불

가피하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단순히 미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믿

고 의지하고 있는 혈맹‐한국, 일본, 독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핵에 의한 억지력의 유지는 미국에 의해 수행되어야만 한다. 요는 미국은 핵

확산금지 규범을 공고히 하면서도(이들에는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성을 못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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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게 하거나 보유시 불이익을 조장) 이 규범을 위배하는 불량국가들로부터 

핵확산금지 조약의 울타리 안에 있는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월등한 핵억지력(사용 가능한 핵무기의 개발)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오늘날 미국 핵정책의 문제는 이렇게 서로 괴리되는 두 정책 목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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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이란을 사례를 통해 본 미국의 비확산 정책

이란의 사례는 미국의 비확산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여러 사례들 중 중요한 하나의 사례이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이란

의 핵관련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다양한 무대에서 대립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 비확산의 기준을 이란에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안보불안에서 비롯되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오

랜 정치적 분쟁 속에서 자국의 안전을 위하여 핵무기를 소유해야 한다는 인

식을 굳혀왔으며, 1980년대 이라크와 벌인 장기간의 전쟁에서도 자국의 안전

을 보장하기 위한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의 대이란 적대정책으로 인하여 핵무기의 필요성

을 더욱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15)

이란은 NPT에 가입(1968)하고 IAEA 안전조치협정을 체결(1974)했으나 

1970년대 팔레비국왕 시절 기본신고사항인 핵물질․시설․활동을 장기간 IAEA

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가 1979년 실각과 함께 중단된 바 있

다. 이후 이란은 1985년 독일 라이펠트(Leifeld)사로부터 원심분리기 부품의 생

산장비를 수입하여 가스원심분리법 농축프로그램을 가동함으로써 팔레비 국

왕의 실각과 함께 중단되었던 핵개발을 재개하 다. 2002년부터 이란은 나탄

츠(Natanz)에 농축관련 연구․개발․조립 등 핵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결집하

고, 인근의 에스파한(Esfahan)에는 우라늄원광을 원심분리기용 UF6으로 변환

하는 설비를 보유하 다. 현재 이란은 ‘우라늄변환’, ‘우라늄농축’(원심분리기

농축, 레이저농축), ‘플루토늄 추출’, ‘플루토늄 생산’ 등 핵연료의 생산에서 농축, 

재처리까지 거의 완전한 핵연료주기(Nuclear Fuel Cycle)를 구축해 놓고 있

다. 우라늄 농축능력과 관련하여, 이란은 ‘가스 원심분리기’(Gas Centrifuge) 

농축기술과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Laser Isotope Separation) 농축기술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탄츠지역에서 LEU 소량과 ‘감손 우라

늄’(depleted Uranium)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플루토늄 개발능력과 

관련해서는, 실험실 수준의 플루토늄 분리실험에 성공하 고, 재처리시설을 보유

하고 있으며 대규모 중수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6)

과거에는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릴  

15) Samna Vakil, "Will Iran Go Nuclear?" Current History, April, 2005.

16) 조성렬, “북핵과 이란핵,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협상전략,” 참여연대 토론회 <북핵, 이란핵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핵정책> 2005년 7월 6일,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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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내다보았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핵폭탄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농축

된 우라늄 산화물인 우라늄염을 최소 1천t 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  우라늄염 은 90년대말에 니제르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정제되면 핵폭탄  5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서방국가들은 "이란

은 핵무기 생산을 위한 수단과 원료를 획득하기 위해 20여년간 노력해왔다"

며  "이란의  핵관련 정보의 핵심은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느냐'가 아

니라 `핵폭탄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느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핵개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란 반체제단체의 폭로를 근거로 이란

이 지난 10여년간 핵물질․시설․활동을 IAEA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

한 안정조치협정 위반이라고 결론짓고 의혹해소를 위한 사찰허용을 요구하

고 있다. 반면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이란정부는 과거 핵활동 관련기록을 

공개하고 IAEA의 사찰(2003.2.~5.)을 수용하는 등 협력적 자세를 나타낸 바 

있다. 이후 IAEA이사회 ‘결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동년 10월 21일 EU 3국은 

이란을 방문하여 우선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면 원자력 기술협력을 

고려한다는 「테헤란합의」(the October 2003 agreement)를 작성하 다.

 ‘테헤란합의’(2003년 10월)에서 이란과 독·불· 은 ① 이란과 IAEA간 협

상을 통해 IAEA에 의해 제기된 문제를 해명·해결, ② 자율적으로 우라늄 농

축활동 중단, ③ 추가의정서에대한 서명·비준 등에 합의하 다.

이후 ‘파리합의’(2004년 11월)에서는 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보장,② 원

자력·기술·경제협력 보장, ③ 안전보장에 대한 협상의시작 및 협상이 진행되

는 동안 원자력 프로그램 동결 등에 합의하 으며, 2005년 3월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동 합의가 위반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음을 이사회에 보고

하 다.

그러나 이란은 NPT4조에 따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 주장, 우라늄 변

환작업을 재가동 의지, 우라늄 원심분리기의 조립․설치․실험을 인정 요구

등으로 EU 국가들과 충돌해왔다. 

한편, 미국은 제7차 NPT 평가회의 개막연설에서 이란이 칸 박사의 불법네트

워크의 지원을 받아 비  핵무기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면서 농축 및 재처리 노력

을 구히 중지하고 관련 장비와 시설을 폐기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17) 미국은 

이란이 NPT의무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비 스럽게 구축한 핵시설들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고집하고 있고 Arak중수로와 기반시설 공사를 재개하며 「파

리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란이 핵무

17) Stephen G. Rademaker, Statement of United State Assistant Security of State for Arms 

Control to the 2005 Review Conference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ew York, May 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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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개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란이 협상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핵연료주기’를 완성한 뒤에 북한의 선례를 좇아 NPT를 탈퇴하려는 것이 아

닌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기본입장은 ‘핵연료주기’를 완성하기 이전에 이란 핵문제를 유

엔안보리에 회부하여 당장 ‘제재조치’를 취하지는 않되 ‘경고’라도 발함으로

써 이란정부의 의도를 좌절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IAEA이사국들의 비협조로 당장 이란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할 수 없

기 때문에, 미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EU 3국의 협상노력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당분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결국, 2006년에 들어선 즈음 이란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문서

를 보내 지난 2년간 중단했던 핵연료 연구개발(R&D)을 재개하겠다고 통보

한 상태이다.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핵문제와 관련, 우리는 가장  일관된 

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범정부적인 협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우리

는 뒷걸음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모하마드 사이디 이란 원자력기구 

부의장은 이날 IAEA에 보낸 문서에서 "이란은 그간 중단했던 평화적 핵에

너지 계획에 대한 연구개발을 2006년 1월9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

혔다. 그는 "IAEA와 협력과 조정을 통해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는  

핵연료의 생산과는 거의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연료 연구 재개 선언은 러시아에서 핵연료를 제공받는 방식의 협상안

은 농축시설을 이란에 건설할 경우에나 수용할 수 있다며 하미드 레자 아세

피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독자적인 연구 가능성을 시사한데 뒤이어 나온 것

이다. 이들 발언은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제기해온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또 한차례 증폭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이

란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무산시키면서, 대(對) 이

란 제재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논의를 다시 촉발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이란 정부의 통보에 

대해  "모든  우라늄농축 관련 활동을 계속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미국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란이 어떠한  증식 관련 추가 

행동을 하는데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만일 이란이 추가적인 증식 관

련 행보를 취한다면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 야망을 저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

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프랑스 역시 "2004년 합의한 대로 이

란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의 중단을 계속  준수하기  

원한다"면서 이번 결정의 철회를 압박했다. 

한편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시절에 도입된 외교정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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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거의 득이 된 것이 없고, 이슬람권에서 이란의 입지만 약화시켰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지난 16년간, 우리 외교는 화해(데탕트) 정책을 채택했

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정책을 이란을 위해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하타미 전 대통령의 집권 2기 말년인 2004년, 우리는 혁명의 목표에서 멀어

졌으며  이슬람권에서의 활동도 다소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란에 미사일 부품과 화학 무기 자료를 판매한 혐의

로 중국북방공업공사(NORINCO) 등 6개 기업에 대해 대미 수출입 금지조치

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0년 통과된 이란 핵지원 저지법에 

따른 이번 제재 조치에는 6개 중국 기업, 2개 인도 기업, 1개 오스트리아 기

업 등 3개국 9개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업들에는 NORINCO, 중

국항공기술진출구총공사(CATIC), 지보 체멧 장비 주식회사(Zibo Chemet 

Equipment Corporation, Ltd.)등 과거에도 적발됐던 기업들이 다시 포함됐으

며, 훙두항공산업그룹(Hongdu Aviation Industry Group) 등 3개사가 추가됐

다.

이러한 이란의 사례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반테러/비확산의 시대에 점증

하는 핵무기의 위협이 원자력 환경을 어떻게 악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재의 NPT체제가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같은 문제를 해

결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처하는 서방국가들의 노력 역

시 일정한 한계를 보임에 따라, 이후의 안보정세는 여전히 불안을 지속할 것

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원자력 환경 역시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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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반테러/비확산 시대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추이

미국의 원자력 행보에서 911 이후 주목할 만한 점은 원전 테러 가능성에 

대한 높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높은 국민적 지지를 뒤에 업고 원자력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인들은 911 사건을 계기로 이후 새로운 테러가 

발생 시 원전을 가장 위험한 장소로 꼽으면서도 새로운 원전 건설에는 찬성

하고 있다. 2001년 10월부터 2004년 11월에 이르기 까지 시행되어온 여론 조

사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테러 사건을 계기로 수년간 지속되어온 중동 위기

가 표면에 떠올랐고 그에 따른 급격한 전력부족 때문에 원자력이 불가피하

다는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18) 즉, 주요 전력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05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민의 80%

가 장래에너지로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고 60%가 자신의 지역에 원자력 시설

을 건설해도 상관없다고 대답했다.19) 쓰리마일 아일랜드 원전(Three Mile 

Island) 원전 사고 당시와 비교하면 굉장한 지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911 사건으로 미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반면, 원전

에 대한 많은 규제가 신설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탈석유 에너지자급율 향상

을 위한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 고 국내 원전 시설의 보호를 위해 미국 원

자력규제위원회(NRC)가 자체적으로 병력을 소집할 수 있는 원자력시설보안

법안까지 마련하 다. 뿐만 아니라 1974년 쓰리마일 아일랜드 원전(TMI) 사

고 이후 30년 넘게 신규 원전을 승인해오지 않던 미 행정부는 일명 ‘2010’계

획으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장려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기

로 했다. 그 결과 미국 원자력 업계는 스스로 “제 2의 르네상스”를 맞고 있

다고 평하고 있다. 

18) ENS NucNet 2002년 3월 27일; ENS NucNet 2002년 10월 21일; ENS NucNet 2004 6월 25일

  ;  ENS NucNet 2004년 11월 3일; ENS NucNet  2001년 10월 12일자 등 참조.  9월 11일에 충

격적인 자살테러공격이 발생한 후 한 달 만에 미 원자력에너지협회(NEI)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

에 따르면 기록적인 수의 미국인들이 원자력을 지지하고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 1,000명 중 65%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사용을 지지하고 있고 66%가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0

년도 수치보다 높은 것으로, 1980년대 초에 같은 질문을 처음으로 물은 이래 과거 어느 때보다 상

당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동시에 장래의 추가 원전건설에 대한 지지는 59%로 나타났다.  이 수치

는 에너지공급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최고조일 때인 금년 3월에 조사된 66%보다 낮은 것이지만

 1999년 10월 수치보다는 17%가 높은 것이다.
19) 日本電氣新聞 2005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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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911 이후 미국의 변화된 정책 중 하나는 핵 문제를 군사안보 측

면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실 미국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2001년 10월의 여론 

조사와 달리 911의 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미국은 여타 국가들

과 달리 수입 원유의 30%를 남미에 의존하는 반면, 중동 의존은 낮아 별로 

곤란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911 테러의 요인이라기보다 911

테러 이후 시기에 나타난 미국 국내 수 차례의 대규모 정전 현상과 같은 직

접적인 에너지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 NEI의 분석에 따르면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특히 화학비료 등 

산업계의 지지가 크다.  화학업계는 가스가격이 오르면 (구조조정으로) 10만 

명이 직장을 잃게 된다.  그러나 원자력이 증가하면 가스가격이 억제되고 고

용 안정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 3월 10일 미국 에너지부(DOE)는 다각적인 에너지 공급원 개발을 

지원하고 원자력으로 총 전력 생산의 20%를 조달하는 “원자력 계획 2010”을 

발표했다. 미국은 1974년 이후 원전의 신규 발주가 없는 상태 다. 그러나 

이번 계획으로 30년 만에 신규원전을 건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2020년 말까지 운전 개시할 신규 원전에 대해 정부는 발전량 1kWh당 1.8센

트(약 2엔)의 세액 공제를 8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네바다 핵실험장 서남쪽 끝 유카 마운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

리장 건설도 승인했다. 유카 마운틴에 운반되어오는 방사성폐기물의 양은 법

적으로 7만톤(금속중량 환산)으로 제한되며 이 가운데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연료는 5만톤으로 예상된다. 이는 3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다. DOE의 애런 벤슨 민간방사성폐기물관리국 처분장 개발실장은 “사용후연

료를 재처리할지는 장래 세대에 위임한다. 재처리는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없

다.”고 단언했다. 미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핵연료사이클은 우라늄 자원의 유

효한 이용보다도 핵 비확산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경수로에서 우라늄·플루토

늄 혼합산화물(MOX) 연료를 연소시키는 것을 일본에서는 플루서멀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러시아와의 협정을 근거로 핵무기 해체에 따른 플루토늄

을 MOX 연료로 가공하여 경수로에 이용할 계획이 있다.  이 계획도 어디까

지나 플루토늄을 처분하는 것이 의도이지 플루토늄을 새로 추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이러한 미국 내 활발한 원전 건설이 교토 의정서와는 

별개로 시작되었다.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자력을 온난

화 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교토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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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채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노력은

 전 세계적 시민의 번 과 복지를 위해 보다 큰 목적이 있어야 지속가능하

다”고 말했다. 즉 불편을 감수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보다 새로운 기술 

개발로 그러한 불편 없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요지 다. 또 그 

근거로 교토 협약이 과학적 근거가 없이 쓰여졌다고도 비판했다. 

그 후 미국 부시 대통령은 2002년 2월 14일 지구온난화방지조약·교토의

정서의 대체안이 될 "지구기후변동전략"을 발표했다. 경제성장에 따라 온난

화가스 총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어 총배출량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교토의정서에 비해 완화된 내용으로 돼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일본이

나 유럽각국 등 교토의정서에 따를 것을 선택한 나라들을 방해할 생각은 없

다"고 밝히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교토의정서와는 별개의 국제적인 협력방안을 개도국

들과 협조해서 구축하겠다는 의욕을 보인 것이다.

그는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4천억 달러의 대책비용이

 필요할 뿐 아니라 490만명의 실업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교토의정서는

 배출량이 많은 인도나 중국에 배출량 감축을 의무화시키지 않고 다른 나라

에게 이를 떠넘기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시대통령이 발표한 대책

에서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100만달러당 183톤 배출하고 있는 것을 10년 

후인 2012년에는 이보다 18% 적은 151톤으로 내리는 것이 골자로 돼 있다. 

이에 따라 2012년의 총배출량이 현재의 페이스대로 계속 증가하는 경우에 

비해 5억톤 감소된다고 한다. 이것은 자동차를 7천만대 감소하는 것에 상당

한다. 이러한 미국 측의 의견은 2004년 12월 6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

스아이레스에서 개막된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을 논의하는 제10회 기후변화협

약 당사국총회’(COP10)에서도 재확인되었다.20) 

20) 日本電氣新聞 2004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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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향후 전망 및 한국 원자력 외교의 미래

제7차 NPT 평가회의가 실패로 끝나리라는 것은 사실상 예측 가능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NPT 평가회의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막바지에 

극적으로 합의문서를 만들어내곤 했던 것과 같이 이번 회의에도 결국 합의

문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러나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NPT체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류 

공동목표인 핵비확산, 핵없는 세계의 실현, 핵확산 위험 없는 원자력 에너지

의 자유로운 이용을 향한 정치적 의지와 국가 정신의 확립이 필요함이 확인

되었다. 

앞으로 NPT 평가회의가 의미 있는 회의가 되고 NPT 체제가 신뢰할만

한 체제로서 발전하며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인류의 

공동 목표인 핵비확산, 핵없는 세계의 실현, 핵확산 위험 없는 원자력 에너

지의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목표를 향해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는 정치적인 

의지와 국가 정신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핵비확산의 정치적 의지 확립을 위해서는 지금같이 경색, 대립되어 

있는 국제 비확산 정세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변화를 위해서는 다변화되

어 있는 군축·비확산 메카니즘의 일단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 돌파구를 열

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돌파구는 NPT 회의에서 올 수도 있

고,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군축협상기구인 제네바 회의의 변

화에서 올 수도 있으며 작년부터 정체상태인 국제연합군축위원회에서 올 수

도 있다. 또는 이번평가회의에서 많은 국가들이 촉구한대로 포괄적 핵실험금

지조약의 발효를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 또는 핵분열물질 생산 금지 분야에

서의 진전 등을 통해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핵비확산과 핵군축을 위해 NPT를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없

으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 비확산 정세가 변화하면침체에 빠진 NPT를 

강화·발전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강화될 것이다. 또한 이는 주요 행위국가들

에게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NPT 프로세스의 성공을 지원토록 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NPT가 그동안 핵군축, 핵비확

산 및 핵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이룬 업적은 과소평가될 수 없으며 NPT

가 그동안 결코 평탄하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제7

차 평가회의의 실패는 NPT가 그동안 실패해온 여러 사례 중의 하나로 기록

될 것이다. 문제는 이번 평가회의의 실패원인을 살펴보고 향후를 전망해 보

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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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기되고 있는 NPT체제 강화방안은 여러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연료 재처리 시설의 다국적 통제 등 NPT가 규정한 

핵비보유국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 핵비보유

국의 반발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그 동안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연구․생산 및 이용은 NPT 당사국의 “양도할 수 없는 권한”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농축 및 재처리 기술과 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핵비보유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NPT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핵보유국인 미․ ․불․

중․러 5개국과 IAEA 이사회 회원국 전부를 포함하는 조약당사국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바, 핵비보유국인 다수의 NPT조약 당사국들이 자

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여 핵보유국과 단기간 내에 타협에 동의할 것

인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NPT조약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이

란이 2003. 11 ․독․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합의했던 바처럼 서방국에 

의한 원자력기술 제공을 조건으로 우라늄 농축작업 중단 및 IAEA의 강제적 

사찰을 수용했던 사례를 북한 등 다른 핵확산 위험국가들에게도 적용시키려

는 노력을 더욱 구체화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핵확산 금지를 위한 NPT체제 강화 방안은 농축․재처리 기술 제

한 등 대체로 핵비보유국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에 따라 핵보유국의 권리

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앞으로 기존 핵보유국에 대한 핵무기감축 요구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핵비보유국들은 NPT가 그 동안 새로운 핵

보유국의 출현을 막는 이른바 “수평적 확산”(horizontal proliferation) 방지만 

강조해 왔을 뿐 핵보유국에 의한 핵무기 기술발전을 포함한 “수직적 확

산”(vertical proliferation) 방지에는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해 

왔음에 따라 이러한 비판은 앞으로 핵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감축 요구 형태

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원자력 외교의 향방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존속하고 있는 NPT체제 강화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

지 세계적 차원에서 핵무기의 확산을 막았던 NPT체제를 당장 대체할 만한 

국제레짐이 없는 상태에서, NPT의 근본 골격을 유지한 채,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현재 NPT보다 PSI 등 다

른 레짐을 사용한 비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의 규모나 강제

력의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현재 존속하고 있는 

NPT체제를 유지하면서, 비확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보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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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국

제적인 비확산 회의에서 의제를 설정하여, 한국의 입장과 동시에 세계적 문

제해결에 모두 유용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저농축 우라늄 

확보와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독일․네덜

란드․ 국간의 Urenco회사 경우처럼 동아시아지역에서 국제 컨소시움 형태

의 다자간 시설을 설립하거나 국제협력에 의해 핵물질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소유와 경 에 대한 참여가 전제되

는 형태의 참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변화하는 안보

정세에서 미국의 반테러/비확산의 노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국제정치의 논리상 국제비확산체제에 많은 향력을 발휘할 것이고, 

미국과의 관계 및 협조는 다른 국가의 평화적 핵이용 방향에 많은 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현재 미국으로 하여금 핵확산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하

는 일본과 같은 국가, 그리고 미국의 안보이익을 위해 필요한 인도, 이스라

엘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비확산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

이다. 

반면, 한국은 2004년의 핵물질 실험에 대한 문제제기와 북핵문제로 인하

여 원자력 환경조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국제비확산체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 1월부터는 

한미 전략협의도 시작한 상황이다. 원자력 환경이 안보정책 공조 여부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때, 한미 동맹을 매개로 한 한미 간의 전략적 협

력관계 유지는 향후 한국의 평화적 핵이용에 많은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셋째, 한국은 북핵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를 북한의 안보정책에서 파생된 북한에 국한된 문제, 혹은 

동북아 지역의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세계적 차원의 비확산의 문제로 인식하

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세계적 차원에서의 비확산 규범의 적용이라는 점에

서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어 확고한 비확산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는 6

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핵의 완전한 포기, 그리고 포기 

이후의 철저한 검증과정에서의 협력체제 강화 등을 필요로 하는 과정일 것

이다. 한국은 남북관계라는 정치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북핵문제가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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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세계적 차원을 인식하고 이를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외교적 역량을 발

휘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

다. 이미 정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네 가지 원칙을 발표한 바 있

다. 즉,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핵투명성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

이며, 핵비확산에 관한 국제 규범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

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

에 기반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 따른 투명성 제고 및 유

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원자력 외교 및 국제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외교 국제협력 협의회를 운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정부차원, 산업체 차원, 민간차원의 다각적인 협의체 운

을 위한 방안과 연결될 것이다. 또한  원자력국제협력의 기반조성 확대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간 협의 노력

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타국과도 양자 간 외교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미 간 대북에너지 관련 회담정례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관련 학회 및 전문연구기관 학술활동 지원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체제 구축 및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해외 사무소를 설치 운 하여 정보수

집 등을 위한 해외전진기지 개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핵주기 상의 국익반  노력이 요망된다. 민감 핵주기 문제에 있

어서는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으며 특히 미국

이 국제사회의 논란을 감안해서인지 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IAEA 전문가그룹 보고서제출을 계기로 앞으로 이 문제가 IAEA와 NPT 준

비회의 및UN 개혁 관련 포럼 등에서 계속 논의될 것이다. 또한 미국이 당초

계획대로 NSG 회원국들을 상대로 농축·재처리 시설 추가 건설동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한국은 기

조연설과 실무 제안서를 통해 밝힌 입장을 중심으로 국익을 지키기 위해 꾸

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21)

마지막으로 IAEA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자 간 에너지 기구에 대

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동북아지역에서의 

원자력 협력체 설립에 대한 논의가 외국의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

21) 이서항, “최근 NPT 체제 강화 논의 동향,” 외교안보연구원 일련번호 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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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협력체 설립 논의는 기본적으로 유럽공동체(EURATOM)와 비슷

한 기능을 갖는 지역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제안된 구성

안이나 개념들이 제안자들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것들이며, 우리나라는 적

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인하

여 평화적 목적일지라도 농축과 재처리를 국내에서 수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원자력 대외정책은 기존의 플루토늄 이용 허용국가 외에

는 더 이상의 국가에 플루토늄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정책

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선진국 특히 미국으로부

터 도입한 장비 및 물질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물질의 형

상변경이나 재이전시 공급국들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논의되

고 있는 Asiatom이 EURATOM 형식으로 운용될 경우 이러한 규제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평가된다22). Asiatom 구상이 담고있는 지역 핵연료주기 센터 

등이 설립될 경우 이를 통해 핵연료주기분야의 접근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며, 핵연료 공급 다변화 및 지분참여로 핵연료 공급보장을 강화할 

수 있고, 특정국가의 향력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아시아지

역의 정치적 및 역사적 문제를 논외로 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증진 측면 

만을 고려할 때 지역협력체의 설립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확대에 긍정적

인 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협력체가 EURATOM형태로 설립된다고 가정하면 이의 설립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참가국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이익이 있다. ① 주변국

들의 원자력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시 적극 대처가능, ② 역내 국가의 

원자력 투명성 확보로 지역적 신뢰구축 및 안전보장에 기여, ③ 지역핵주기

센터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을 통한 경제규모의 달성으로 경제적 

이익의 추구, ④ 핵물질 및 장비 등의 수송거리 감소로 국제적인 원자력PA

에 기여, ⑤ 역내에서의 핵물질이 협력체의 통체하에서 자유롭게 이전, ⑥ 

지역적 블록화에 공동 대처 등이 있다. 천연자원 및 우라늄 자원이 거의 없

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공통의 이익 외에도 핵심 기술 및 물질의 접근 

가능성 증대, 지역핵주기센터 설립시 지분참여로 핵연료의 공급보장 강화 등

을 들 수 있다. 

Asiatom 설립은 아시아 지역에서 원자력 이용개발이 증가될 것으로 예

상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개발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22) 현재 미국과 EURATOM 국가들간의 원자력 협력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미-EURATOM 협정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Asiatom이 EURATOM 형태로 설립되면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향력은 대폭 축소되며, 우리나라는 Asiatom 국가들과 동등한 원자력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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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논의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

체가 EURATOM형태로 설립된다고 가정하면 이의 설립은 우리나라 뿐만 아

니라 참가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평가되므로 지역 원자력협

력체 설립 논의에 초기부터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 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소유와 경 에 대한 참여가 전제

되는 형태의 참여가 되어야 할 것이다.23)

23) 이병욱, 최 명, 이동진, 이광석, 고한석, “동북아 원자력 협력체 설립 논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 한국원자력학회, 1997 추계 학술발표회 발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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