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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2010 핵군축 보고서를 발간하며

1. 발간 취지 및 목적

- 2010년은 제8차 NPT(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검토회의가 열리는 

해임. 

- NPT 공식 핵보유국의 핵군축 노력은 답보되어 왔고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이

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같은 국가들은 패권국가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특권적 지위를 누리

고 있음.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두 차례 핵실험을 했으며, 이란도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

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등 핵확산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천명했지만 실질적 실행은 좀 더 두고 봐야 함.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의 입장과 실질적 정책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달성하기에는 미

흡하거나 오히려 저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2009 핵군축보고서」(참여연대 발간)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 참여연대는 ‘핵무기 없는 세상’ 달성을 위한 국제시민사회 노력에 동참하고자 작년에 이어

「2010 핵군축보고서」를 발간함. 핵군축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제사회 핵군축·비확산 논의

를 소개함으로써 북핵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관심을 확장하고 북핵 해결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난제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함. 

2. 분석대상 및 조사방법

- 7년간 (2003년~2009년/58차 회기~64차 회기) 유엔 총회에서 다뤄진 핵군축 및 비확산 이슈

를 둘러싼 각각의 결의안과 결정문에 대해 핵무기 보유 5개국(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

랑스), NPT(핵확산방지조약) 미가입국이지만 핵무기를 이미 보유했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국

가들(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또는 핵무기 보유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나라(이란), 비핵국가임에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인 일본, 

그리고 한국 등 총 12개국의 표결현황(찬성, 반대, 기권)을 분석함. 유엔총회 표결 안건인 결

의안(resolution)과 결정문(decision)을 ▷핵군축 및 비확산, ▷핵군축 관련 국제협약, ▷비핵

지대, ▷방사성 물질 통제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표결행태를 분석하였음.

- 또한 NWC(핵무기협약),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FMCT(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 

NSA(소극적안전보장) 조약화 논의 등 핵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소개함. 그리고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핵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목표

를 향한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해보고자 했음. 마지막으로 이번 2010 NPT 검토회의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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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짚어보며, NPT에서 다뤄지거나 합의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제언으로 보고서를 마무

리함.

분류 결의안

핵군축 및 비확산

핵군축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 핵군축 의무 이행 가속하며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의 합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 이행

핵무기 전면 철폐 재결의

세계 핵실험 반대의 날 

핵위험 축소

1995년 및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의무이행

핵군축 관련 국제협약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NWC)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 및 핵폭발 장치 생산 금지 조약 (FMCT)

핵무기 사용․위협으로부터 비핵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정 체결 (NSA)

비핵지대

중동지역 비핵지대 설립

중동지역 핵확산의 위험

동남아시아 비핵제대 조약 : 방콕조약

아프리카 비핵지대 조약

핵무기 없는 남반구 및 그 인접지역

제2차 비핵지대 및 비핵 몽골 설립 관련국 및 서명국 컨퍼런스

방사성 물질 통제
테러범의 방사성 물질 및 자원 취득 방지

방사성 폐기물 투매 금지

Ⅱ. 핵군축 결의안 내용과 표결 현황

1. 핵군축 및 비확산

- 핵군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총 7건으로, 1건은 표결 없이 통과되었고 6건이 표결에 상정되

었음. 

- 핵군축을 요구하는 결의안들에 대한 핵보유국들의 행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핵군축의 의무 

이행을 결의하기보다는 반대 또는 기권 입장을 취하고 있음. 또한 발의 국가에 따라 입장 

변화가 있음. 이는 핵군축 요구 수준에 따라 찬반 입장을 결정하기보다는 발의 국가와의 관

계에 따른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을 보여주는 것임.

- 가장 많은 핵무기 보유국들이 찬성한 결의안은 ‘핵무기 전면 철폐 재결의’ 결의안으로 일본

이 꾸준히 발의하고 있는데, 결의안 제목과는 달리 그 동안의 핵군축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촉구와 NPT 미가입국의 조속한 가입을 촉구하고 있음. 그 결과 미국, 

영국, 러시아와 같은 핵보유국들의 지지를 받았음.

- 반면 이란이 발의한 ‘1995년 및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의무이행’ 결의안

은 NPT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

아, 이스라엘은 반대 입장을 취함. 인도가 발의한 ‘핵위험 축소’ 결의안도 미국, 영국, 프랑

스, 이스라엘은 반대 입장을 취한 반면 파키스탄, 이란, 북한은 찬성 입장을 취함. 정치적 

관계에 따른 표결 행태를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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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군축 관련 국제협약 분야

-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결의안’ : 미국이 위 결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 

찬성으로 급선회. CTBT는 지상, 대기, 수중, 지하 등 지구상 모든 곳에서의 핵실험을 금지

함으로써 핵보유국의 핵무기 능력 향상까지 방지하는 것이 목적임. CTBT는 발효를 위해서

는 당시 원자력 발전능력을 보유한 44개국의 가입을 조약 발효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미국, 중국, 이스라엘은 CTBT에 서명만 한 상태이며 인도, 파키스탄, 북한은 서명도 하지 

않았음.

-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결의안 :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스라엘이 반대, 러시아는 

기권입장을 취하며, 비핵국가인 한국과 일본도 기권 입장을 취함으로써 핵무기 사용금지에 

대해 매우 소극적 태도를 보임. 핵무기협약안(NWC)는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비축, 이

전, 사용 및 사용 위협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함.

-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 및 핵폭발 장치 생산 금지 조약(FMCT)’ 결의안 : 군축회

의(CD)에서 관련 논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표결 없이 채택됨. 그러나 FMCT

가 조약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생산금지 대상에 기존의 비축분의 포함 여부, ▷핵물질

의 정의와 범위, ▷검증체계에 대한 합의 등과 같은 쟁점에 대한 국제사회 합의가 여전히 

필요함. 

-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으로부터 비핵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정 체

결(NSA)' 결의안 :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으로 비핵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함.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스라엘, 그리

고 한국이 기권함. 미국이 그동안 반대하다가 기권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은 2010 핵태세보

고서 변경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이스라엘과 한국의 NSA에 대한 기권은 미국의 핵억

지력에 의한 강력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안보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임.

3. 비핵지대

(1) 관련 결의안 분석

- ‘중동 비핵지대 설립’ 결의안은 표결 없이 채택된 반면, 이스라엘의 NPT 가입 촉구하는 

‘중동지역 핵확산의 위험’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반대함. 이는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양국의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라는 정책적 묵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동남아시아 비핵지대조약’은 공식핵보유국들 중 어느 한 곳도 서명하지 않은 조약인데, 관

련 결의안에 대해 미국과 영국의 다소 개선된 입장변화가 보임.

- 아프리카 비핵지대 조약은 2년마다 결의안으로 상정되고 표결 없이 채택됨.

- ‘남반구 및 그 인접지역 비핵지대’ 결의안은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비핵지대 논의를 

요구함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가 반대함. 이는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비핵지대 관련 각각

의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임. ‘비핵지대 컨퍼런스’ 개최를 결정한 결의안에 대해서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스라엘은 기권 입장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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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핵지대조약

- 현재 중남미 및 캐리비안 지역, 남태평양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중앙아시

아 지역, 남극 지역에 비핵지대 조약이 발효 중이며, 몽골(2000년)이 국내법 제정(Law of 

Mongolia on its nuclear weapon free status) 및 유엔 총회 회람을 통해 비핵지위를 선포하

였음.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지역은 2009년 새로이 비핵지대 조약이 발효된 지역임. 

- 비핵지대 조약은 8가지 주요 공통점1  ▷지역내 핵무기 부재 보장, ▷공동지역안보 체계 

수립 노력의 전형화, ▷핵 비확산에 기여, 핵규제 및 보편적이며 완전한 핵군축 촉진, ▷평

화적 핵이용, ▷핵무기의 실험, 사용, 제조, 생산, 보유 등과 관련한 직간접적 연구, 증진, 허

가, 통제 또는 관련 활동 관여 금지, ▷조약 당사국이 직간접적이든, 제3자에 의한 것이든, 

모든 핵무기의 수령, 보관, 설치, 배치, 또는 어떤 식이든 핵무기 보유 금지, ▷ IAEA(국제

원자력기구)의 지역 내 모든 핵시설 시찰, ▷조약 의정서에 따라 핵보유국들로부터 소극적

안정보장(NSA) 향유 등임. 즉 비핵지대 설립은 NPT 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보편적이며 

완벽한 핵폐기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진전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동북아비핵지대화 논의는 2009년 참여연대(한국), 평화네트워크(한국), 피스데포(일본), 

피스보트(일본)와 같은 한일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동북아비핵지대화 지지성명’을 제안

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한일 PNND(핵군축을 위한 세

계의원연맹)과 전략적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활성화되고 있음. 2010년 2월 28일에

는 ‘핵 없는 세상’을 지지하며, 핵억지력에 의존한 현 안보 상태에 유감을 표하며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핵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요구하는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한일 의원 

공동성명’을 발표함.2 

- ‘동북아비핵지대화 구상’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핵을 폐기하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

은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핵우산 정책 폐기를 제안하는 동시에,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핵보유

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은 남북일에게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NSA) 보장

을 요구함. 

4. 방사능 물질 통제

- ‘테러범의 방사능 물질 및 자원 취득 방지’ 결의안, ‘방사능 폐기물 투매 금지’ 결의안 모두 

표결 없이 채택되고 있음.

5. 12개국의 핵군축 결의안 표결 성향

앞에서 살펴본 2009년 상정된 핵군축 및 비확산 관련 결의안은 총 19건임. 이 중 6건(세계 핵

1 Atomic Mirror Briefing Paper(2005), 'Nuclear Weapons Free Zones: the untold success story of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and Signatories of Treaties That Establish 
Nuclear Weapon-Free Zones

2 동북아비핵지대 든든한 디딤돌 만든 도쿄 한-일 의원 시민단체 회동,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960 



6

실험 반대의 날, FMCT, 중동지역 비핵지대 설립, 아프리카 비핵지대 조약, 테러범의 방사성 

물질 및 자원 취득 방지, 방사성 폐기물 투매 금지)은 표결 없이 채택되었으며, 나머지 13건

이 표결에 부쳐짐. 13건의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음.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라

엘 인도
파키스

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횟
 수

찬성 2 4 2 6 10 1 6 8 12 9 7 8

반대 8 6 7 2 0 7 2 0 0 3 1 1

기권 3 3 4 5 3 5 5 5 1 0 5 4

불참 0 0 0 0 0 0 0 0 0 1 0 0

백
 분
 율
  

(

%)

찬성 15 31 15 46 77 8 46 62 92 69 54 62 

반대 62 46 54 15 0 54 15 0 0 23 8 8 

기권 23 23 31 38 23 38 38 38 8 0 38 31 

불참 0 0 0 0 0 0 0 0 0 8 0 0 

-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미국의 표결 행태임. 2008년 당시 표결에 부쳐진 결의안 18

건 전부 100% 반대 입장을 취했던 미국이 오바마 취임 이후 15%의 찬성률, 즉 13건 중 2건

(‘핵무기 전면 철폐 재결의’ 및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결의안)에 찬성하였음. 

100% 반대에서 62% 반대는 의미있는 변화이기는 하지만, 세계 핵탄두의 1/3을 보유한 국

가로써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핵군축 결의안에 찬성하고 이를 추진해야할 의무가 있음.

-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인 국가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임.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에 대해 

NCND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핵군축·비확산 체제에 커다란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이중 잣

대 논란의 장본인으로써 핵확산의 구실을 제공하고 있음. 반대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국가도 고농축우라늄 문제로 미국의 골칫거리로 거론되는 이란임. 

-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 5개국들의 표결 행태를 비교해보면 중국이 75% 

이상의 찬성률을 보이며 5개국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임. 반면 프랑스도 미

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저조한 찬성률을 보임.

- 비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고 있거나 핵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것으로 의심을 받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 등 5개국의 표결형태를 비교해보면, 국제사회가 핵확

산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이란(92%)과 북한(60%)이 핵군축·비확산 결의안들에 대해 높은 찬

성률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핵무기 비보유국인 한국과 일본은 비핵국가로써 높은 찬성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예상

을 깨고 절반 수준의 찬성률을 보임(한국 54%, 일본 62%). 특히 이 두 국가는 ‘1995년 및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의무이행’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이는 핵

군축 이행을 촉구하는 비핵국가들의 경향이나 표결행태에 반하는 것임. 이것은 한국과 일본

이 미국으로부터 핵억지력을 제공받고 있어 미국의 핵군축이 이들이 향유하는 핵억지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표결의 결과로 보임. 

Ⅲ. 미국의 핵 정책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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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행보

- 2009년 4월 5일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Nuclear Weapon Free World)’ 주창

- 2009년 9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 주재

- 2010년 4월 8일 New START(미러 전략핵무기감축협정) 조인식

- 2010년 4월 6일 NPR(핵태세보고서,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발간

- 2010년 4월 12일~13일 핵안보정상회의

2. 오바마 행정부의 핵 정책 평가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핵 관련 오바마의 행보, 유엔 핵군축 결의안에 다소 변화된 표결 행태

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써의 패권주의를 숨기지 않았던 부시 행정부와는 다소 차별화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오바마 행정부는 ‘핵안보’를 핵군축·비확산·평화적 이용으로 대표되는 3대 의

제와 같은 수준의 의제로 격상시키면서 사실상 핵테러리즘 예방을 ‘핵무기 없는 세계’ 구현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음. 핵테러 예방체계의 정비가 시급하지만 핵군축 노력과 병행되어야 하

며, 핵 통제 질서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복원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

다는 점에서 오바마의 ‘핵 없는 세상’은 쉽게 성취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 핵보유국으로써의 패권주의 유지

- 핵태세보고서(NPR 2010)에서 미국이 ‘효과적인 핵 억지력은 유지’하겠다고 공언, 이른바 ‘불

량국가’에 대해서만큼은 설사 비핵국가라 할지라도 핵으로 선제타격 할 수 있다는 부시 행

정부의 구상도 계승하겠다고 밝힘. 핵선제공격배제(No First Use) 정책 역시 끝내 채택하지 

않았음. 핵무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방어체제(MD)

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국제적인 핵군축·비확산 의지를 좌절시키고 있음.

▷ 핵군축 의지 미흡

- 오바마의 핵정책은 핵군축보다는 비확산, 특히 핵테러리즘에 대한 핵안보 태세 강화로 주요

한 조치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그 방향이 적절한 지 의문임. 미-러가 전략핵무기 

감축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조치들만으로는 미러 핵독점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힘듦.

▷ 핵분열성 물질 관련 논란

- 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FMCT) 체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미 현존하는 

핵분열성물질은 제외하고 앞으로 생산할 핵분열성물질만을 FMCT 조약의 대상으로 한정하

겠다고 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체결이 쉽지 않아 보임. 또한 핵안보정상회

의에서 이들 핵물질에 대한 보안이나 통합관리는 논의되었지만 폐기와 동결과 관련된 의

미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은 구체적 성과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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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적 핵이용권 관련 논란

- 미국 정부는 일본과는 무기화 할 수 있는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을 허용하는 미일 원자력협정을 맺었음. 또한 NPT에 미가입국한 핵보유국 인도

와는 ‘민간핵기술’을 교류하는 미-인도 원자력 협정을 추진하였음. 이전 미 행정부들의 자의

적이고 편향적인 핵정책에 대한 재검토 없이 평화적 핵 이용권 보장을 운운하는 것은 비핵

보유국들의 비확산 의욕을 감소시키고 핵보유 열망을 부추길 수도 있음.

▷ 핵확산 국가들에 대한 이중 잣대

- 부시 행정부가 보였던 이중 잣대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핵확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임. 핵안보정상회의

를 개최하는 오바마는 각국 정상들을 초청함에 있어 핵 확산 국가들을 취사선택함.

※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핵군축 관련 유엔 총회 결의안 표결 결과

유엔 총회 결의안명 미국정부 표결

핵무기 전면 철폐 재결의
찬성(2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핵군축

반대(8건)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 핵군축 의무 이행 가속하며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의 합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 이행

핵위험 축소

1995년 및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의무이행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중동지역 핵확산의 위험

핵무기 없는 남반구 및 그 인접지역

핵무기 사용위협으로부터 비핵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정 체결

기권(3건)동남아시아 비핵지대 조약(방콕조약)

제2차 비핵지대 및 비핵 몽골 설립 관련국 및 서명국 컨퍼런스

※ 기타 오바마 정부의 핵 없는 세상을 향한 행보

기타 오바마 정부의 핵 없는 세상을 향한 행보

09/04/05 ‘핵무기 없는 세상’ 프라하 연설

09/09/2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 주재 및 결의안 1887호 발의

10/04/08 미-러 전략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조인

10/04/06 핵태세보고서(NPR) 발간

10/04/12~13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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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2010 NPT 검토회의에 대한 전망과 제언

1. 결론

참여연대는 2008년에 이어 2009년 유엔총회에 상정된 결의안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음.

- 첫째, 미국의 표결 행태가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 : 2008년(부시 행정부) 미국은 핵군축 관

련 결의안들에 대해 100% 반대한 것에 비해 2009년(오바마 행정부)에는 15% 찬성함. 이러

한 변화가 유의미하긴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포괄적이며 완벽한 핵무기 전면 철폐라는 

NPT 목표에 상응하는 수준의 핵군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둘째, 한국과 일본의 표결행태가 비핵국가라기보다 핵보유국과 비슷 : 한국과 일본은 핵보

유국의 핵군축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결의안에 기권 또는 반대 입장까지 표명하는 

사례가 있었음. 이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을 향유하고 있어 미국의 핵군축이 자국

의 핵우산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결과로 해석됨. 

- 셋째, 북한의 표결 행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직설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는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결의안 발의국에 따라 입장을 변경하는 행태와는 

구별된 행동이라 할 수 있겠음.

- 넷째, 미국의 이중 잣대는 여전함 : 미국은 북한과 이란을 미국의 소극적안전보장(NSA)에

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고, 핵안보정상회의에도 초청하지 않았음. 반면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NCND 입장을 고수하며, 이스라엘의 NPT 가입을 촉

구하는 ‘중동지역 핵확산의 위험’ 결의안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반대 입장을 표명. 

이와 같은 미국의 이중 잣대는 핵 비확산의 당위성을 훼손하며, 핵 확산 주범국들에게 핑

계거리를 제공하는 것임.

- 다섯째, 북한과 이란과 같은 소위 ‘불량국가’(2010 NPR에서는 이탈국가(outlier)로 칭함)의 

핵군축 찬성률이 핵보유국들보다 높다는 점 : 이란(92%), 북한(약 70%) 찬성률을 보였음. 

반면 중국(77%)을 제외한 미국(15%), 프랑스(15%), 영국(31%), 러시아(46%)에 불과한 찬성

률. 이스라엘은 가장 낮은 찬성률(8%)을 보였음.

2. NPT 전망

5월 3일 제8차 NPT 검토회의 개최를 앞두고 NPT의 3대 축인 핵군축, 비확산, 평화적 핵 이

용권에 대한 각국의 이해가 대립하고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미러 전략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조인에 힘입어 비핵보유국들에게 비확산의 

의무, 특히 핵테러리즘에 대한 비핵보유국들의 공조를 요구할 것이며, 이란과 북한 등 

NPT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핵확산 통제 시스템 강화를 의

제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 비동맹그룹(NAM)을 포함한 비핵국가들과 국제시민사회는 New START를 환영하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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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전히 수많은 핵무기와 핵물질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연감소분을 고려한다면 New 

START의 실질적 감축량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 등 보편적이면서도 완벽한 핵

군축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NPT가 1995년 조약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동비핵지대 결의안이 포

함되었기 때문인데,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핵보유에 대해 NCND 입장을 고수하며 핵

확산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어 중동 국가들이 주축인 비동맹그룹이 과연 미국의 비확산 

체제 강화에 쉽게 동조할지 의문임. 

- NPT 체제는 우라늄농축과 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 평화적 핵 이용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

으나 평화적 핵 이용권과 핵확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 논쟁이 예상됨. 이란의 사례에

서 보여주듯 선의에 의한 저농축 프로그램이 핵무기용 고농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적 

성장, 정치적 전략 변화 등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음. 한국도 핵주권을 내세워 재처리 시

설 보유를 주장하고 있음. 

3. NPT 검토회의에 대한 제언

▷ NPT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보유국들의 핵군축의 노력이 가시적 결과

물을 도출해야 함. 

▷ 핵보유국들은 핵군축 관련 4대 조약(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

조약(FMCT), 핵무기협약(NWC), 소극적안전보장(NSA) 관련 조약)의 발효를 위한 구체적

이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핵무기 없는 세상 구현의 중간단계인 비핵지대화 확대 노력에 핵보유국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 

▷ 특히 동북아시아는 핵을 둘러싼 실질적 대립과 불신이 존재하는 지역인만큼 한일 시민사

회와 의원들이 지지하는 동북아비핵지대화 구상을 이번 NPT 검토회의에서 국제적으로 공

론화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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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핵군축보고서Ⅰ

Ⅰ. 2010 핵군축 보고서를 발간하며

1. 발간 취지 및 목적

2010년은 5년마다 열리는 NPT(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검토회의

(Review Conference)가 열리는 해이다. 핵군축 의무에 관한 다자협정인 NPT는 1968년 체결

되었고 1970년에 발효된 국제법으로 핵군축·비확산·평화적 핵이용권을 3대 축으로 구성하며 

5년마다 검토를 통해 조약의 이행을 평가한다.3  

NPT 조약 발효 40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2009년 현재, 세상에는 약 23,000개에

서 25,000여개의 핵무기 존재하며 이 중 미국이 약 10,000여개, 러시아가 약 13,000여개의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4 또한 지금까지 2,000회가 넘는 핵실험이 진행되었고, 2008년 현재 융

합(blend-down) 예정인 297톤 제외하고도 전 세계에는 1,379톤의 고농축우라늄이 비축되어 

있고, 225톤의 군사용으로 추출된 플루토늄(separated plutonium)이 존재하는 등 세계는 여

전히 지구를 수천 번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에 파묻혀 살고 있는 실정이다.5     

NPT 체결 당시 핵무기 보유국(중국,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구 소련) 5개국들의 핵군축 

노력은 답보되어 왔다.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같은 나

라들은 패권국가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특권적 위치를 누리고 있다.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

하고 2006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핵무기를 실험했으며, 이란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동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평화적 핵이용 권한 역시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NPT 

체제의 실효성과 공정성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지난 2005년 검토회의에 이어 이번 

NPT 검토회의에서도 논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오바마 미 대통령이 프라하 선언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천명하고 New START

(미-러 전략핵무기감축협정)을 체결하고,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 주재 및 결의안 1887호 발의,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미 의회 비준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NPT 체제에 힘을 

3 NPT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블로그를 참고하길 바람.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804  

4  ICNND, 'Eliminating Nuclear Threats', 2009

5 참여연대, [뫼비우스의 띠 군비경쟁②] 동북아 군비경쟁의 실태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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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어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오바마가 이끄는 미국 정부의 약속이 얼마나 실행될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작년 2009 핵군축보고서6 에 이어 「2010 핵군축보고서Ⅰ- 주요 국가의 유엔 

결의안 표결 분석」, 「2010 핵군축보고서Ⅱ- 한국정부의 핵정책 리뷰」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 역시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상’ 구상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신을 비롯

한 주요 핵보유국가들이 핵군축을 다루는 각종 유엔 결의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핵폐기에 있어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의 핵군축·비확산 노력에는 소극적,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

할 수 있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국격’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과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을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밝히는 바이며, 이번 핵군축보고서가 국제사회의 핵군축·비확산 

논의를 소개함으로써 북핵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관심을 확장하고 북핵 해결

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난제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

대해본다.

2. 분석대상 및 조사방법

- 매년 유엔총회에서는 군축을 다루는 제1위원회(the First Committee)에서 상정된 결의안 및 

결정문에 대해 표결을 실시함. 이 보고서는 2009년 발행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

군축 보고서 : 유엔 핵군축 결의안에 대한 주요국가 표결 분석』(이하 2009 핵군축보고서)

을 기반으로 2009년 12월 유엔총회 표결현황을 업데이트하였음. 

- 참여연대는 지난 7년간 (2003년~2009년/58차 회기~64차 회기) 유엔 총회에서 다뤄진 핵군

축 및 비확산 이슈를 둘러싼 각각의 결의안과 결정문에 대해 핵무기 보유 5개국(미국, 영

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NPT(핵확산방지조약) 미가입국이지만 핵무기를 이미 보유했거

나 보유하고자 하는 국가들(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또는 핵무기 보유 의도를 갖

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나라(이란), 비핵국가임에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보

유한 유일한 국가인 일본, 그리고 한국 등 총 12개국의 표결현황(찬성, 반대, 기권)을 분석

함.

- 또한 NWC(핵무기협약),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FMCT(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 

NSA(소극적안전보장) 조약화 논의 등 핵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소개함. 그리고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핵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목

6  핵군축보고서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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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향한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해보고자 했음. 마지막으로 이번 2010 NPT 검토회의의 

쟁점들을 짚어보며, NPT에서 다뤄지거나 합의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제언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함.

- 유엔총회 표결 안건인 결의안(resolution)과 결정문(decision)을 ▷핵군축 및 비확산, ▷핵군

축 관련 국제협약, ▷비핵지대, ▷방사성 물질 통제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표결행태를 분

석하였음.

- 2009 핵군축보고서는 지난 6년간 표결 처리된 핵관련 결의안과 결정문을 전부 다룬 반면, 

본 보고서는 64차 회기에서 다뤄진 결의안과 결정문만을 다룸으로써 중복을 피하고자 했

음. 

- 이번 총회에 상정되지 않은 결의안은 ‘핵무기 작동 준비상태 완화’, ‘일반적이며 완벽한 구

축 : 비전략적 핵무기 감축’, 양자간 전략적 핵무기 감축과 신전략체제‘, ’(핵군축 정황에 있

어서) 핵위험 제거방안 모색을 위한 유엔회의’,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설립’,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핵무기 금지 조약에 의한 체제 공고화‘, ‘몽골의 국제안보와 비핵지대 지위’ 

결의안 등임. 

- 한편, ‘세계 핵실험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Nuclear Tests)’ 결의안과 ‘제2차 

비핵지대 및 비핵 몽골 설립 관련국 및 서명국 컨퍼런스’가 새롭게 2009년 안건으로 채택

되었음.

- ‘FMCT(핵분열성 물질 생산과 핵폭발 장치 생산 금지 조약)을 협상하기 위한 임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군축회의 결정’ 결의안은 FMCT(핵무기 또는 다른 핵폭발장치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 금지조약) 결의안으로 수정 제출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음.

- 유엔 총회 회기는 연도별로 아래와 같음.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회 회차 58차 회기 59차 회기 60차 회기 61차 회기 62차 회기 63차 회기 64차 회기

- ‘표결 없이 채택’은 표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을 의미함.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표결에 붙여지며, 국가들은 찬성, 반대 또는 기권 입

장을 표할 수 있음. 종종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국가 이름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음.

입장 찬성 반대 기권 표결불참

기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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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결의안 비고

핵군축 및 비확산

핵군축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 핵군축 의무 이행 가속하며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의 합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 이행

핵무기 전면 철폐 재결의

세계 핵실험 반대의 날 추가

핵위험 축소

핵무기 작동 준비상태 완화 누락

일반적이며 완벽한 군축 : 비전략적 핵무기 감축 누락

양자간 전략적 핵무기 감축과 신전략체제 누락

1995년 및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의무이행

(핵군축 정황에 있어서) 핵위험 제거방안 모색을 위한 유엔회의 누락

핵군축 관련 국제협약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NWC)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 및 핵폭발 장치 생산 금지 조약 (FMCT) 수정

핵무기 사용․위협으로부터 비핵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정 체결 (NSA)

비핵지대

중동지역 비핵지대 설립

중동지역 핵확산의 위험

동남아시아 비핵제대 조약 : 방콕조약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설립 누락

아프리카 비핵지대 조약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핵무기 금지 조약에 의한 체제 공고화 누락

몽골의 국제안보와 비핵지대 지위 누락

핵무기 없는 남반구 및 그 인접지역

제2차 비핵지대 및 비핵 몽골 설립 관련국 및 서명국 컨퍼런스 추가

방사성 물질 통제
테러범의 방사성 물질 및 자원 취득 방지

방사성 폐기물 투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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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결의안명 결의안번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발의

핵군
축 및 
비확
산 

핵군축 64/53 × × × △ ○ × △ △ ○ ○ △ △ 111 45 19 버마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 핵군축 의무 
이행 가속하며 64/57 × △ × ○ ○ × × △ ○ × ○ ○ 169 5 5 브라질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의 합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 이행

64/55 × × × × ○ × ○ ○ ○ ○ △ △ 124 31 21 말레이
시아

핵무기 전면  철폐 재결의 64/47 ○ ○ △ ○ △ △ × △ △ × ○ ○ 171 2 8 일본

세계 핵실험 반대의 날 64/35 표결 없이 채택
카자흐
스탄

핵위험 축소 64/37 × × × △ △ × ○ ○ ○ ○ △ △ 115 50 14 인도

1995년 및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의무이행 64/31 × × × × △ × △ △ ○ ○ × × 109 56 10 이란

핵군
축  

관련 
국제
협약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64/59 × × × △ ○ × ○ ○ ○ ○ △ △ 116 50 12 인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64/69 ○ ○ ○ ○ ○ ○ △ ○ ○ × ○ ○ 175 1 3 호주

FMCT(핵무기용핵분열성물질생산과핵폭발
장치생산금지조약) 64/29 표결 없이 채택 캐나다

핵무기 사용․위협으로부터 비핵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정 체결 64/27 △ △ △ △ ○ △ ○ ○ ○ ○ △ ○ 118 0 58

파키스
탄

비핵
지대
화

중동지역 비핵지대 설립 64/26 표결 없이 채택 이집트

중동지역  핵확산의 위험 64/66 × ○ ○ ○ ○ × △ ○ ○ ○ ○ ○ 167 6 6 이집트

동남아시아 비핵제대 조약 : 방콕조약 64/39 △ ○ △ ○ ○ △ ○ ○ ○ ○ ○ ○ 174 0 6 태국

아프리카  비핵지대 조약 64/24 표결 없이 채택　 나이지
리아

제2차 비핵지대 및 비핵 몽골 설립 관련국 
및 서명국 컨퍼런스

64/52 △ △ △ △ ○ △ ○ ○ ○ ☆ ○ ○ 166 3 6 칠레

※ 참고자료 유엔 64차 회기(2009년) 12국가의 핵군축 결의안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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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결의안명 결의안번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발의

핵무기 없는 남반구 및 그 인접지역 64/44 X X X ○ ○ △ △ △ ○ ○ ○ ○ 170 3 6
뉴질랜

드

방사
성  

물질 
통제

테러범의 방사성 물질 및 자원 취득 방지 64/516 표결 없이 채택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 투매 금지 64/45 표결 없이 채택
나이지
리아

표결 횟수(건)

찬성 2 4 2 6 10 1 6 8 12 9 7 8

반대 8 6 7 2 0 7 2 0 0 3 1 1

기권 3 3 4 5 3 5 5 5 1 0 5 4

불참 0 0 0 0 0 0 0 0 0 1 0 0

백분율(%)

찬성 15 31 15 46 77 8 46 62 92 69 54 62 

반대 62 46 54 15 0 54 15 0 0 23 8 8 

기권 23 23 31 38 23 38 38 38 8 0 38 31 

불참 0 0 0 0 0 0 0 0 0 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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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핵군축 결의안 내용과 표결 현황

1. 핵군축 및 비확산

□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 핵군축 의무 이행을 가속하며

(Towards a nuclear-weapon-free world : Accelerating the implementation of nuclear 

disarmament commitments)

미국 영국
프랑
스

러시
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주요
발의국

58/51 × × × △ ○ × × × ○ △ △ △ 133 6 38 브라질

59/75 × × × △ ○ × △ ○ ○ ☆ ○ ○ 151 6 24 스웨덴

60/56 × × × △ ○ × × △ ○ ○ ○ ○ 153 5 20 남아프리카

61/65 × × × △ ○ × × × ○ × ○ ○ 157 7 13 멕시코

62/25 × △ × △ ○ × × △ ○ × ☆ ○ 156 5 14 멕시코

63/58 × △ × △ ○ × × △ ○ × ○ ○ 166 5 7 남아프리카

64/57 × △ × ○ ○ × × △ ○ × ○ ○ 169 5 5 브라질

◯ 주요 내용

-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결의안은 핵군축과 비확산의 상호 강화적 과정임을 강조함

-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 개최(2009년 9월)와 레바논, 리베리아 등의 CTBT 가입을 환영함. 또

한 비핵지대 설립을 강조하며 중앙아시아의 비핵지대조약(2009년 3월)과 아프리카의 비핵

지대조약(Pelindaba 조약, 2009년 7월)의 발효를 환영하며 중동 비핵지대를 비롯 다른 비핵

지대 설립을 희망함.

- 모든 국가들에게 핵군축과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며 핵 군비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금할 것을 요구함.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에게 비핵보유국으로써 조건 없이 NPT에 가입

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에게는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NPT 탈퇴를 철회하고 IAEA

와의 협력을 재건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함.

◯ 2009 표결 결과

- ‘핵군축’ 결의안에 비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결의안에는 주요 핵보유국들 증 미국

과 프랑스만이 반대하고 영국은 기권, 러시아, 중국은 찬성함. 이는 핵보유국들의 다양한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보다는 핵군축 및 핵확산 중단을 촉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그동안 기권 입장을 고수하던 러시아가 입장을 바꿔 찬성을 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위 결의안이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을 핵 확산의 책임을 묻고 비확산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당사국들은 반대를 표명.



18

□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의 합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 이행

(Follow-up to the advisory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미국 영국
프랑
스

러시
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주요
발의국

58/46 × × × × ○ × ○ ○ ○ ○ △ △ 124 29 22 말레이시아

59/83 × × × × ○ × ○ ○ ○ ○ △ △ 132 29 24 말레이시아

60/76 × × × × ○ × ○ ○ ○ ○ △ △ 126 29 24 말레이시아

61/83 × × × × ○ × ○ ○ ○ ○ △ △ 125 27 29 말레이시아

62/39 × × × × ○ × ○ ○ ○ ○ △ △ 127 27 27 말레이시아

63/49 × × × × ○ × ○ ○ ○ ○ △ △ 127 30 23 말레이시아

64/55 × × × × ○ × ○ ○ ○ ○ △ △ 124 31 21 말레이시아

 ◯ 주요 내용

- 핵재앙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책은 핵무기 완전 철폐임을 확신하며, 핵군비 경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하고 핵군축을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위한 협상을 촉구하는 것이 

NPT 6조에 기반한 엄숙한 의무를 유념해야함. 군축회의(CD)의 다자군축협상포럼의 역할을 

재확인하며 구체적 일정에 따라 완전한 핵무기 제거 프로그램에 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함

을 강조함.

-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 통제 하에 모든 방면에서의 핵군축을 유도하기 위한 협상에 선의

를 가지고 임하며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권고를 강조함. 

또한 핵무기 개발, 생산, 실험, 배치, 비축, 이전, 핵무기 사용 위협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핵무기 제거를 주요골자로 하는 핵무기협정(NWC)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다자협상을 즉각 

시작할 것을 재차 요구함.

◯ 2009 표결 결과

- 1993년 “핵무기의 위협 혹은 사용이 국제법상 허용되는 상황은 언제인가?”라는 문제에 대

한 검토를 요청받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지만 핵군축 이행 의무 준수를 권고했었음. 

-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당시 NPT 조약 등에서 핵무기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때문

에 핵무기의 사용도 합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었음. 그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위 결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이스라엘도 반대 입장을 견지함.

- 또한 한국과 일본도 ICJ의 핵군축 이행 권고안과 NWC 협상을 촉구하는 위 결의안에 대해 

기권입장을 고수함. 이는 다른 핵군축 촉구 결의안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핵군축이 자국

의 핵억지력 감소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반면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은 위 결의안에 지속적으로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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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군축 (Nuclear disarmament)

미국 영국 프랑
스

러시
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주요
발의국

58/56 × × × △ ○ × △ △ ○ ○ △ △ 112 45 20 버마

59/77 × × × △ ○ × △ △ ○ ○ △ △ 117 43 21 버마

60/70 × × × △ ○ × △ △ ○ ○ △ △ 113 45 20 버마

61/78 × × × △ ○ × △ △ ○ ○ △ △ 115 48 18 버마

62/42 × × × △ ○ × △ △ ○ ○ △ △ 117 47 17 버마

63/46 × × × △ ○ × △ △ ○ ○ △ △ 117 45 19 버마

64/53 × × × △ ○ × △ △ ○ ○ △ △ 111 45 19 버마

◯ 주요 내용

- 국제사회의 핵무기 전면 철폐와 핵무기 없는 세상 건설에 합의했으며 핵무기 사용 및 사

용위협의 합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을 상기함. 

- NPT 조약의 핵무기 완전 제계를 향한 13단계의 중요성,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속한 발효의 필요성을 강조함. 그리고 핵무기 보유국들에게 핵무기 성능 개발 중단, 즉

각적 경보 해제 및 작동 상태 완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핵무기의 완전 제거를 요구함. 

- 선제핵공격배제(no first use), 소극적 안전보장(NSA), 핵분열성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등의 법제화에 핵무기 보유국들이 동의할 것을 요구.

◯ 2009 표결 결과

- 위 결의안은 핵무기 보유국에게 핵군축의 이행은 물론 소극적 안정보장, 선제핵공격배제 

등 다양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중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은 위 결의안

에 반대 또는 기권하는 행태를 지속함.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반대 입장을, 러시

아, 인도, 파키스탄은 기권 입장을 고수함. 

- 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적 의심받는 이란, 북한은 지속적으로 찬성 입장

을 고수하는 반면 핵무기 비보유국인 한국과 일본이 소극적안전보장, 선제핵공격배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결의안에 기권해온 것이 주목을 끔. 

- 이는 미국의 핵억지력을 향유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군축이 자국의 핵억지력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위 결의안에 기권해온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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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 전면 철폐 재결의

(Renewed determination towards the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미국 영국
프랑
스

러시
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주요
발의국

58/59 × ○ ○ ○ △ △ × △ ○ △ ○ ○ 164 2 14 일본

59/76 × ○ ○ ○ △ △ × △ △ △ ○ ○ 165 3 16 일본

60/65 × ○ ○ ☆ △ △ × △ ○ △ ○ ○ 168 2 7 일본

61/74 × ○ ○ ○ △ △ × △ △ × ○ ○ 167 3 8 일본

62/37 × ○ △ ○ △ △ × △ △ × ○ ○ 170 3 9 일본

63/73 × ○ ○ ○ △ × × △ △ × ○ ○ 173 4 6 일본

64/47 ○ ○ △ ○ △ △ × △ △ × ○ ○ 171 2 8 일본

 ◯ 주요 내용 

- 핵전쟁과 핵테러리즘을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핵군축의 진

전이 핵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함. 또한 미-러 전략핵무기감축협정 진전,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을 확인한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함. 

- 위 결의안은 북한의 2006년 핵실험에 관한 유엔 결의안 1718호, 2009년 핵실험에 관한 유

엔 결의안 1874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즉각, 아무런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요구.

- NPT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가입국의 조속한 가입을 촉구함. 핵군축을 위한 추가적 단계

를 취할 것을 독려하며 핵군축의 불가역성과 검증가능성을 강조. 핵물질 감축, 핵무기 작

동태세 완화 등을 장려하는 동시에 핵무기의 전략적 중요성 축소, CTBT 발표 전까지 핵실

험의 중단, 핵물질 생산 중단 등을 요구.

- 반면, ‘핵군축’ 결의안과는 달리 선제핵공격배제(no first use), 소극적 안전보장(NSA)등은 

요구하지 않음.

- ICNND(국제 핵군축 및 비확산 위원회)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건설적 역할을 장려함.

◯ 2009 표결 결과

-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핵군축 관련 결의안들 중 미국이 찬성한 유일한 결의안이라는 것

임. 이는 결의안이 핵무기 전면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기보다는 그 하나의 단계로써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 동결 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임. 이 결의안은 또한 핵확산의 측면을 강조

하며 핵테러리즘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NPT 미가입국의 가입 촉구 및 북한의 핵실험을 상

기시킴. 

- 그 결과 영국, 러시아도 위 결의안에 찬성함.

- 또 다른 특이사항은 핵군축 관련 결의안들에 찬성입장을 보인 중국이 위 결의안에는 기권

을 한 것임. 이는 위 결의안이 중국의 동맹국인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을 다른 결의안들에 

비해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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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위험 축소 (Reducing nuclear danger)

미국 영국 프랑
스

러시
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주요
발의국

58/47 × × × × △ △ ○ ○ ○ ○ △ △ 114 47 17 인도

59/79 × × × △ △ △ ○ ○ ○ ○ △ △ 116 46 18 인도

60/79 × × × △ △ × ○ ○ ○ ○ △ △ 115 49 15 인도

61/85 × × × △ △ × ○ ○ ○ ○ △ △ 118 52 13 인도

62/32 × × × △ △ × ○ ○ ○ ○ △ △ 117 52 12 인도

63/47 × × × △ △ × ○ ○ ○ ○ △ △ 118 50 14 인도

64/37 × × × △ △ × ○ ○ ○ ○ △ △ 115 50 14 인도

◯ 주요 내용

- 핵 보유국들에게 핵무기가 사라질 때까지 소극적 안전보장(NSA) 의무를 요구함. 핵무기의 

위촉즉발 작동태세가 핵무기의 우발적 사용의 위험을 수반하는 점을 고려해야 함. 

- 핵보유국들의 작동태세 완화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안보 정책에서 

차지하는 핵무기의 역할을 감소시켜야 함.

- 핵 보유 5개국들은 우발적 핵사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하고 핵 독트린

을 재검토해야 함.

◯ 2009 표결 결과

- ‘핵 위험 축소’ 결의안은 인도가 발의한 것으로 공식 핵보유 5개국을 직접적으로 지목하며 

핵무기 준비태세 완화를 포함한 우발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를 요구하고 있음

- 미국, 영국,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러시아와 중국 역시 기권 입장을 

고수함.

-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 준비태세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기권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이

고 있음. 이는 이 두 국가가 핵 비보유국이지만 미국의 핵우산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임.

□ 1995년 및 2000년 NPT(핵확산방지조약)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의무 

이행 

(Follow-up to nuclear disarmament to obligations agreed to at the 1995 and 2000 Review 

Conferences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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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프랑
스

러시
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주요
발의국

64/35 표결 없이 채택 카자흐
스탄

미국 영국
프랑
스

러시
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주요
발의국

60/72 × × × × △ × △ △ ○ ○ × × 87 56 26 이란

62/24 × × × × △ × △ △ ○ ○ × × 109 55 15 이란 

64/31 × × × × △ × △ △ ○ ○ × × 109 56 10 이란

◯ 주요 내용

- 1995년 NPT 연장회의에서 채택한 NPT 체제 강화 결정과 핵군축과 비확산의 원칙과 목표

를 상기시키며 중동비핵지대화 관련 결의안을 강조함. 핵보유국들에게 2000년 NPT 검토회

의에서 NPT 6조에 의거 핵군축을 위해 핵무기 전면 철폐 착수를 고려할 것을 요구함. 

- △핵보유국들은 단독으로 그들의 핵무기 축소를 위해 노력할 것, △핵무기 능력 관련 투명

성을 높일 것, △비전략적 핵무기 감축할 것, △핵무기 작동태세 완화를 위한 이행 합의를 

구체화할 것, △안보정책에 있어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할 것,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단계에 조속히 돌입할 것 등을 요구함.

◯ 2009 표결 결과

- ‘1995년 및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의무 이행’ 결의안은 이란이 지속적

으로 발의하고 있음. 핵무기 보유국들에게 핵군축을 위한 구체적 이행과제를 요구하고 있

음

- 핵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스라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파키스탄도 기권입장을 취함. 발의국인 이란과 북한만이 위 결의안에 찬성함.

- 한국과 일본은 핵군축 이행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결의안들에 대해 기권 입장을 

취해왔었는데, 위 결의안에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며 반대 입장을 취함. 

□ 세계 핵실험 반대의 날 (International Day against Nuclear Tests)

◯ 주요 내용

- 재앙과 같으며 인간의 삶과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핵실험을 중단시키기 위

한 모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핵실험 중단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을 확신함. 

- 평화, 안보 군축 및 비확산의 수단의 하나로써 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함. 8월 29일을 

세계 핵실험 반대의 날로 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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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표결 결과

- ‘세계 핵실험 반대의 날’ 결의안은 2009년 처음 발의된 것으로 카자흐스탄이 주요 발의국. 

위 결의안은 표결 없이 채택됨. 

-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과 달리 추상적 수준에서 핵실험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유엔 

회원국 전반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판단됨.

◉ 소결

핵군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총 7건으로, 1건은 표결 없이 통과되었고 6건이 표결에 상정되

었음. 핵군축을 요구하는 결의안들에 대한 핵보유국들의 행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핵군축의 

의무 이행을 결의하기보다는 반대 또는 기권 입장을 취하고 있음. 또한 발의 국가에 따라 입

장 변화가 있음. 이는 핵군축 요구 수준에 따라 찬반 입장을 결정하기보다는 발의 국가와의 

관계에 따른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을 보여주는 것임.

가장 많은 핵무기 보유국들이 찬성한 결의안은 ‘핵무기 전면 철폐 재결의’ 결의안으로 일본

이 꾸준히 발의하고 있음. 핵군축을 촉구하는 결의안들의 주요 내용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해 핵무기 완전 철폐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일본측의 ‘핵무기 전면 철폐 재결의’ 결의안

은 결의안 제목과는 달리 그 동안의 핵군축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촉

구와 NPT 미가입국의 조속한 가입을 촉구하고 있음. 그 결과 미국, 영국, 러시아와 같은 핵

보유국들의 지지를 받았음.

반면 이란이 발의한 ‘1995년 및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의무이행’ 결의안

은 NPT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

아, 이스라엘은 반대 입장을 취함. 인도가 발의한 ‘핵위험 축소’ 결의안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반대 입장을 취한 반면 파키스탄, 이란, 북한은 찬성 입장을 취함. 정치적 관계에 

따른 표결 행태를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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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군축 관련 국제협약

□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미국 영국
프랑
스

러시
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주요
발의국

58/71 × ○ ○ ○ ○ ○ △ ○ ○ ☆ ○ ○ 173 1 4 호주

59/109 × ○ ○ ○ ○ ○ △ ○ ○ ☆ ○ ○ 177 2 4 뉴질랜드

60/95 × ○ ○ ○ ○ ○ △ ○ ○ ☆ ○ ○ 172 1 4 멕시코

61/104 × ○ ○ ○ ○ ○ △ ○ ○ × ○ ○ 172 2 4 호주

62/59 × ○ ○ ○ ○ ○ △ ○ ○ ☆ ○ ○ 176 1 4 뉴질랜드

63/87 × ○ ○ ○ ○ ○ △ ○ ○ ☆ ○ ○ 175 1 3 멕시코

64/69 ○ ○ ○ ○ ○ ○ △ ○ ○ × ○ ○ 175 1 3 호주

CTBT 
가입

서명 비준 비준 비준 서명 서명
× ×

서명
×

비준 비준

96년 98년 98년 00년 96년 96년 96년 99년 97년

◯ 주요 내용

- 핵실험 중단이 핵군축과 비확산의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함. 1996년 CTBT 조약이 개시된 

이래 결의안 표결 당시 182개국이 서명, 150개국이 비준하였음을 환영함. 

- CTBT 조약은 1996년 IAEA가 발간한 ’세계 원자력 발전소 현황‘에 수록된 원자력 발전능

력을 보유한 국가 44개국의 비준을 필요로 하며 이들을 Annex2 국가들이라 부르는데 2009

년 당시 44개국들 중 41개국이 서명을, 35개국이 비준하였음. 최근 Annex2 국가들7 의 비

준 전망이 향상되었음. 

- 모든 국가들에게 핵실험 모라토리움을 유지하며 조약에 반하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함.

- 안보리 결의안 1718호, 1874호를 상기하며, 6자 회담 조속한 재개를 요청함. 그리고 조약에 

서명,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 특히 조약 발효에 필요한 국가들이 서명, 비준하기를 촉구함.

◯ 2009 표결 결과

- 위 12국가 모두 Annex2에 해당하는 국가들임. 2010년 4월 현재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

국, 일본만이 CTBT에 비준하였으며, 미국, 이스라엘, 이란은 서명을 하였으나 비준을 아직

까지 이뤄지지 않음. 인도, 파키스탄, 북한은 CTBT 서명도 하지 않았음.

- 2009년 표결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미국이 CTBT 결의안 반대 입장에서 찬성입

장으로 급선회한 것임. 오바마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해 4월 프라하 연설에 이어 지난

달 5일 NPT 발효 40주년 성명에서도 "CTBT 비준을 모색하고 핵무기에 사용되는 핵분열 

물질 생산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약에 대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단언하고 CTBT 발효촉

7 Annex2 국가 44개국 : 알제리,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
레, 중국, 콜롬비아, 북한, 이집트,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
본,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한국, 러시아, 슬로바키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베트남, 자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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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회의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음. 이는 조약 미비준국들에게 비준을 

압박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아직까지는 미 상원 비

준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수반되지 않아 미국의 CTBT 발효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임.

- 파키스탄은 CTBT 결의안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정작 CTBT 서명조차 하지 않음. 북한은 핵

실험을 한 2006년, 2009년 CTBT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취함.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8 

- CTBT는 지상, 대기, 수중, 지하 등 지구상 모든 곳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임. 

CTBT는 핵비보유국의 핵무기 개발 시도뿐만 아니라 핵보유국의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능

력 향상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임. 

- 1996년 CTBT 조약이 국가들로부터 가입을 받을 때까지 1945년부터 1996년 사이 2,000건이 

넘는 핵실험이 자행되었음. 미국은 1,000건 이상, 러시아는 700건 이상, 프랑스는 200건 이

상, 그리고 영국과 중국은 각각 45건의 핵실험을 하였음. 뿐만 아니라 비핵보유국이었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1998년에 핵실험을 하였고, 북한은 2006년, 2009년 2번 핵실험을 하였

음. 냉전시대 때부터 핵실험 금지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9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논

의가 이뤄졌고 1994녀부터 1996년까지 군축회의에서 CTBT가 논의되었음.

- 2010년 4월 현재 182개국이 서명했고 이 중 151개국이 비준하였음. 지금까지 Annex2 44개

국들 중 35개국이 비준하여, CTBT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중국, 북한, 이집트, 인도, 인도네

시아, 이란, 이스라엘, 파키스탄, 미국 등 9개국의 서명 또는 비준이 필요함. CTBT는 조약 

발효를 촉진하기 위해 ‘Article ⅩⅣ 회의’를 2년마다 개최하고 있음.

- CTBT의 검증시스템은 신고나 정기사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337

개의 관측소(IMS)의 정보수집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임.

□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미국 영국
프랑
스

러시
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주요
발의국

58/64 × × × △ ○ × ○ ○ ○ ○ △ △ 118 46 13 인도

59/102 × × × △ ○ × ○ ○ ○ ○ △ △ 125 48 12 인도

60/88 × × × △ ○ × ○ ○ ○ ○ △ △ 111 49 13 인도

61/97 × × × △ ○ × ○ ○ ○ ○ △ △ 119 52 10 인도

62/51 × × × △ ○ × ○ ○ ○ ○ △ △ 120 52 10 인도

63/75 × × × △ ○ × ○ ○ ○ ○ △ △ 121 50 10 인도

64/59 × × × △ ○ × ○ ○ ○ ○ △ △ 116 50 12 인도

8 http://www.ctb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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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핵무기 사용이나 사용 위협을 불가능하도록 고안할 수 있다는 유엔 총회 문서를 상기시키

며, 어떠한 핵무기 사용이라도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자 반인류적 범죄임을 재확인함.

- 핵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을 금지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 폐기를 이끄는 국제조약 

달성을 결의하며, 이러한 조약이 구체적 스케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핵무기 전면 철폐에 

중요한 단계임을 강조함.

- 군축회의에서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논

의에 착수할 것을 요구함.

-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은 NPT 조약이 다른 무기 관련 조약과는 달리 핵무기 보유의 배타

성을 인정하여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 또는 대체하기 위해 논의 중임. 

◯ 2009 표결 결과

- 핵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반대, 러시아는 기권 입장을 취함. 이와 더불어 핵 비보

유국인 한국과 일본은 기권입장을 취함으로써 핵무기 사용금지에 대해 매우 소극적 태도

를 보임.

◉ 핵무기협약안 (NWC, Model Nuclear Weapons Convention)9 

- 1997년 법학자, 과학자, 시민사회 등이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코스타리카가 유엔에 제출

하였음. 이 협약안은 핵무기 제거에 실현가능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정부가 핵군축 협상에 

돌입하도록 장려하고 핵군축으로의 진전 속에서 대중 교육과 대중의 참여를 목적으로 함. 

-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비축, 이전, 사용 및 사용 위협 금지, 핵무기보유국들은 단계별

로 그들의 무기고를 파괴해야 하며, 사용가능한 핵분열성 물질의 무기 생산을 금지하고, 

수송수단을 파괴하거나 비핵화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2009년 4월 24일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2020년까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

들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써 ‘핵무기협약안(Model Nuclear Weapons Convention)'과 '히

로시마-나가사키 의정서(Hiroshima-Nagasaki Protocol)' 수정 도입에 찬성 177, 반대 130으

로 승인하는 하나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유럽연합 회원국이자 핵보유국인 프랑스, 영국

은 여전히 NWC에 반대하고 있으며, 여전히 하나의 조약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임.

□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 및 핵폭발 장치 생산 금지 조약(FMCT)

(Treaty banning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for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9 핵무기협약안 자세히 알아보기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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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프랑
스

러시
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주요
발의국

58/57 표결 없이 채택 캐나다

59/81 × △ ○ ○ ○ △ ○ ○ ○ ☆ ○ ○ 179 2 2 캐나다

64/29 표결 없이 채택 캐나다

explosive devices)

◯ 주요 내용

- 2009년 9월 핵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가 군축회의의 핵무기용 핵분열

성 물질 생산 및 핵폭발 장치 생산 금지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지지한다고 밝힌 것에 주목

함.

- 비차별적, 다자적, 국제적이며 효과적 검증가능한 FMCT 조약은 핵군축과 비확산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임을 확신하며 2009년 5월 군축회의에서 장기간의 교착상태를 깨고 FMCT 실

무그룹 설치 결정을 환영함. 군축회의가 즉각적 FMCT 논의를 포함하는 활동 프로그램에 

조속히 합의할 것을 요구함.

◯ 2009 표결 결과

- ‘FMCT’ 결의안은 2004년 결의안 표결 이후 5년 만에 다시 결의안으로 올라와 표결 없이 

채택됨. 이는 군축회의에서 FMCT 논의를 실무그룹 설치 결정이라는 진전된 변화에 힘을 

얻은 결과로 보임.

◉ 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FMCT,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10 

- NPT 조약 체결 이래 많은 국가들은 핵분열성 물질 생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군축회의

에서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금지하는 조약에 관한 논의를 촉구해왔고, 1993년 클린턴 미 

대통령이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체결을 제안하여 유엔 총회

에서 FMCT 협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됨. 그러나 군축회의는 FMCT 관련 논의를 시

작조차 못하다가 2009년 간신히 활동프로그램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조금의 진전은 보이나 

각국의 입장차가 커서 타결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길이 예상됨.

- FMCT 관련 첨예한 쟁점 첫 번째는 금지대상 핵물질에 기존 비축분의 포함 여부임. NAM

(비동맹그룹)과 같은 국가들은 감축대상에 이미 생산되고 비축된 핵물질이 포함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며 핵보유국들이 무기 전용이 가능한 핵물질을 저농축하여 다시는 무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불가역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향후 생

산되는 핵물질만이 조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두 번째 쟁점은 핵물질의 범위임. 민수용 핵물질의 포함 여부, 핵잠수함 연료로 사용되고 

10 [군축회의④] FMCT 협상 개시, 그러나 순탄치 않을 협상 과정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853 & 
www.reachingcriticalwil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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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고농축우라늄,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과 같은 핵물질 이외에도 핵분열 폭발을 촉진

시키는 방사능물질이자 현대식 핵무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3중수소(Tritium) 등과 같은 

다양한 핵물질의 포함여부 등 많은 쟁점이 존재함. FMCT 초안으로 미국안과 그린피스안

이 있는데, 미국안은 80% 이상의 플루토늄238, 20% 이상 농축된 우라늄 등을 핵물질로 규

정하는 반면, 그린피스안은 핵분열성 동위원소를 전반적으로 포괄해서 핵물질로 규정함.

- 세 번째 쟁점은 검증체계에 관한 것임. 미국은 FMCT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

장을 취하다가 검증은 가능하나 고비용이라고 입장을 변경함. 검증대상에 재처리 시설, 농

축 시설 등을 포괄할지 군사용 핵물질 시설로만 한정할지 이견이 엇갈림. 미신고시설에서

의 불법 생산이 가능하므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함.

□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으로부터 비핵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정 체결 (Conclusion of effective international arrangements to assure 

non-nuclear-weapon States against the use or threat of use of nuclear weapons)

미국 영국
프랑
스

러시
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주요
발의국

58/35 △ △ △ △ ○ △ ○ ○ ○ ○ △ ○ 119 0 58 파키스탄

59/64 △ △ △ △ ○ △ ○ ○ ○ ○ △ ○ 118 0 63 파키스탄

60/53 △ △ △ △ ○ △ ○ ○ ○ ○ △ ○ 120 0 59 파키스탄

61/57 × △ △ △ ○ △ ○ ○ ○ ○ △ ○ 120 1 59 파키스탄

62/19 × △ △ △ ○ △ ○ ○ ○ ○ △ ○ 121 1 56 파키스탄

63/39 × △ △ △ ○ △ ○ ○ ○ ○ △ ○ 122 1 58 파키스탄

64/27 △ △ △ △ ○ △ ○ ○ ○ ○ △ ○ 118 0 58 파키스탄

◯ 주요 내용

- 유엔 헌장에 따라 무력 불사용 및 무력 사용 위협 불가 원칙을 엄격하게 따를 것을 결의

하며, 핵 비보유국들의 독립성, 영토보전, 주권이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 사용이나 무력 사

용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을 인식하며, 국제사회가 보편적 핵군축이 이뤄질 때까지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으로부터 핵 비보유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와 

협정을 개발할 의무가 있음.

- 군축회의에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으로부터 핵 비보유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효

과적 국제협정에 관한 임시위원회 설치에 주목함.

-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으로 핵 비보유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정의 조속한 

타결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들에게, 특히 핵보유국들에게 법적 구속력 있는 공

통의 접근을 위한 조속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함.

◯ 200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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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을 제외한 핵보유국들은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으로부터 비핵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정 체결’ 결의안에 기권 입장을 취함. 특히 미국은 지난 3년간 반대 

입장이었다가 2009년 기권 입장으로 선회함. 이는 2010 NPR(핵태서보고서)에 드러난 것처

럼 NPT 가입국이며 관련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국가들에 한해서만 NSA(소극적 안전보장)

를 보장하겠다는 미국의 입장변화를 반영하는 것임. 

- NSA 보장을 이행해야 할 공식적 핵보유국들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는 여전히 기권

을 입장을 취하면서 NSA 협정 마련의 길은 소원해보임.

- 이스라엘과 한국은 소극적 안전보장에 대해 기권입장을 취함. 이는 미국의 핵억지력에 의

한 강력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소극적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11 

- 핵보유국들이 핵비보유국들에게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NSA(소극적안전보장)라 칭함. 핵비보유국들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대가로 핵보유

국들로부터 핵무기 불사용에 관한 보장을 받는 것이므로 당연한 권리이며 법적 구속력 있

는 협약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NPT를 비롯해 법적 구속력이 NSA가 

보장된 문서는 아직까지 없음.

11  류광철(2005), 외교현장에서 만나는 군축과 비확산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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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핵지대

□ 중동 비핵지대 설립 

(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free zone in the region of the Middle East)

미국 영국 프랑
스

러시
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주요
발의국

58/34 표결 없이 채택 이집트

59/63 표결 없이 채택 이집트

60/52 표결 없이 채택 이집트

61/56 표결 없이 채택 이집트

62/18 표결 없이 채택 이집트

63/38 표결 없이 채택 이집트

64/26 표결 없이 채택 이집트

□ 중동지역 핵확산의 위험

   (The risk of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Middle East)

미국 영국 프랑
스

러시
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주요
발의국

58/68 × ○ ○ ○ ○ × △ ○ ○ ○ ○ ○ 162 4 10 이집트

59/106 × ○ ○ ○ ○ × △ ○ ○ ○ ○ ○ 170 5 9 이집트

60/92 × ○ ○ ○ ○ × △ ○ ○ ○ ○ ○ 164 5 5 이집트

61/103 × ○ ○ ○ ○ × △ ○ ○ ○ ○ ○ 166 5 6 이집트

62/56 × ○ ○ ○ ○ × △ ○ ○ ○ ○ ○ 170 5 7 이집트

63/84 × ○ ○ ○ ○ × △ ○ ○ ○ ○ ○ 169 5 6 이집트

64/66 × ○ ○ ○ ○ × △ ○ ○ ○ ○ ○ 167 6 6 이집트

◯ 주요 내용

▸‘중동 비핵지대 설립’ 결의안

- 상호기반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및 핵폭발 장치 생산, 획득, 다른 어떤 방식의 

보유를 삼갈 뿐만 아니라 자국 영토 내에 제3자의 핵무기의 주둔을 허락하는 것을 금해야 

함을 강조함. 또한 핵시설을 IAEA 감시 하에 두고 중동지역 비핵지대 설립 지지를 표명할 

것을 강조함.

-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호검증가능한 

비핵지대 설립을 포함해 신뢰할만한 지역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 중동지역 비핵지대 설립에 가입하지 않은 중동지역의 모든 국가들은 그들의 핵 관련 활동

을 IAEA 감시하여 두는 것에 동의할 것을 요구함. 또한 진행 중인 양자 간 중동 평화 협

상과 군비통제 및 지역안보에 관한 다자간 실무그룹 활동의 중요성에 주목함. 모든 국가들

에게 중동비핵지대 설립의 지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핵무기 개발, 생산, 실험 또는 다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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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방식의 획득하지 않으며, 또는 그들의 영토에, 또는 그들의 통제 하에 핵무기 주둔을 

허용하지 않기를 부탁함.

▸‘중동지역 핵확산의 위험’ 결의안

- 중동 지역 내 모든 핵시설이 즉각적으로 IAEA 전면적 감시하여 두어야 함을 염두에 두며 

NPT 미가입국들이 NPT에 가입하여 핵무기나 핵폭발 물질을 취득하지 않겠다는 법적인 

약속을 수용하며 IAEA의 감시를 수용할 것을 요구함. 특히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내에서 

NPT에 가입하지 않을 유일한 국가임에 주목하며, 이것이 핵 확산이 중동 지역 내 안보와 

안정에 위협이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함. 

- 신뢰구축 조치들, 특히 중동 비핵지대 설립이 지역 평화와 안보를 향상시키고 세계 비확산 

체제의 공고화하는데 중요함을 강조함. 그리고 중동 내 많은 국가들이 CTBT에 가입했음에 

주목함.

- 이스라엘이 NPT에 가입하며 관련 핵시설을 IAEA의 포괄적 감시 하에 두는 것의 중요성

을 재강조하며, 이스라엘이 지체 없이 NPT에 가입하고 핵무기 개발, 생산, 실험, 다른 방

법으로의 취득을 하지 않으며 핵무기 보유를 단념할 것을 요구함.

◯ 2009 표결 결과

- ‘중동 비핵지대 설립’ 결의안은 표결 없이 채택된 반면 ‘중동지역 핵확산의 위험’ 결의안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반대함. 

- 중동 비핵지대 설립은 NPT 결의안으로 채택, 통과될 만큼 비확산 당면과제임을 인정하지

만, 이스라엘이 중동지역 내 유일한 NPT 미가입국임을 강조하고 핵보유를 단념할 것을 요

구하는 등 중동지역 핵확산의 책임을 이스라엘에 묻는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반

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핵보유에 대해 NCND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

도 이에 반대함. 미국은 반면 이란의 고농축우라늄 등 핵프로그램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이란을 압박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동남아시아 비핵지대조약 (방콕조약) 

   (Treaty on the South-East Asia Nuclear-Weapon-Free Zone, Bangkok Treaty)

미국 영국
프랑
스

러시
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주요
발의국

62/31 X △ △ ○ ○ △ ○ ○ ○ ○ ○ ○ 174 1 5 인도네시아

64/39 △ ○ △ ○ ○ △ ○ ○ ○ ○ ○ ○ 174 0 6 태국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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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아세안 헌장 발표에 주목하며 아세안의 목적이 동남아시아를 핵무기 및 대량살상

무기 없는 지역으로 보존하는 것임에 주목함. 핵보유국에게 비핵지대 지위를 인정하고 

NPT나 비핵지대조약 가입국들에게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법적인 조

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 공식 핵보유 5개국과 조약 및 의정서 관련 여러 가지 이슈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직접 대화를 재개하도록 조약 가입국들을 장려함.

◯ 2009 표결 결과

- 방콕 조약에 대한 핵보유국의 입장이 긍정적 변화가 있음. 반대하던 미국은 기권, 기권하

던 영국은 찬성 입장으로 선회함. 그러나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여전히 기권 입장을 취함.

□ 아프리카 비핵지대 조약 (African Nuclear-Weapon-Free Zone Treaty)

미국 영국
프랑
스

러시
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주요
발의국

58/30 표결 없이 채택 나이지리아

60/49 표결 없이 채택 나이지리아

62/15 표결 없이 채택 나이지리아

64/24 표결 없이 채택 나이지리아

◯ 주요 내용

- 1996년 카이로에서의 펠린다바(Pelindaba) 조약 서명을 상기하며, 2009년 본 조약의 발효에 

만족을 표함. 본 조약에 아직 서명 또는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의 조속한 가입을 요구하며, 

본 조약 의정서에 서명한 핵보유국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아직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서명을 촉구함. 

◯ 2009 표결 결과

- 아프리카 비핵지대 조약은 2년마다 결의안으로 올라와 표결 없이 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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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프랑
스

러시
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주요
발의국

64/52 △ △ △ △ ○ △ ○ ○ ○ ☆ ○ ○ 166 3 6 칠레

□ 남반구 및 그 인접지역 비핵지대

   (Nuclear-weapon-free southern hemisphere and adjacent areas)

미국 영국 프랑
스

러시
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주요
발의국

58/49 X X X △ ○ △ △ ○ ○ ○ ○ ○ 168 3 8 브라질

59/85 X X X △ ○ △ △ △ ○ ○ ○ ○ 171 4 8 브라질

60/58 X X X △ ○ △ △ △ ○ ○ ○ ○ 167 3 8 뉴질랜드

61/69 X X X △ ○ △ △ △ ○ ○ ○ ○ 167 3 9 브라질

62/35 X X X △ ○ △ △ △ ○ ○ ○ ○ 169 3 8 뉴질랜드

63/65 X X X △ ○ △ △ △ ○ ○ ○ ○ 171 3 7 브라질

64/44 X X X ○ ○ △ △ △ ○ ○ ○ ○ 170 3 6 뉴질랜드

□ 제2차 비핵지대 및 비핵 몽골 설립 관련국 및 서명국 컨퍼런스

   (Second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and Signatories of Treaties that Establish Nuclear 

Weapon-Free Zones and Mongolia)

◯ 주요 내용

▸‘남반구 및 그 인접지역 비핵지대’ 결의안

- 핵무기 전면 철폐 추구를 결의하며 또한 엄격하며 효과적인 국제 통제 하에 핵무기 확산 

방지 및 일반적이며 완벽한 군축 과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을 결의함. 핵무기 없

는 세상 달성에 있어 Tlatelolco(트라텔롤코), Rarotonga(라로통가), Bangkok(방콕), 

Pelindaba(펠린다바) 조약 등 비핵지대화조약들과 및 남극조약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함.

- 2005년 멕시코 Tlatelolco에서 개최된 비핵지대 설립 컨퍼런스에서 채택된 선언문에 주목하

며 2009년 몽골에서 개최된 회의가 비핵지대 및 비핵 몽골에 중심적 역할을 했음에 주목

함.

- 남극조약과 Tlatelolco, Rarotonga, Bangkok 및 Pelindaba 조약이 남반구의 비핵지대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환영하며, 새로이 발효되는 조약에 흡족함을 표함. 2009년 7

월 15일 아프리카 비핵지대 설립을 위한 Pelindaba 조약이 발효된 것과 2009년 3월 21알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이 발효된 것을 환영.

- 모든 국가들이 중동 및 남아시아 비핵지대 설립 관련 결의안 등 관련 모든 제안을 검토하

기를 요청.

▸‘제2차 비핵지대 및 비핵 몽골 설립 관련국 및 서명국 컨퍼런스‘ 결의안

- NPT 조약 제7조에 의거 각각의 지역 내 핵무기의 전면적 부재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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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할 권리를 가짐을 인지하며, Tlatelolco, Rarotonga, Bangkok, Pelindaba, Central 

Asia, 남극 조약들이 핵 비확산과 핵군축의 목적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함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2008년 몽골의 국제안보 및 비핵지대 지위에 관한 결의안 63/56을 상기함.

- 아직까지 비핵지대 조약을 가지지 않은 지역, 특히 중동이 비핵지대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하길 촉구. 비핵지대는 세계적 핵군축과 비확산 강화에 긍정적이며 중요한 단계임에 주목.

- 2005년 멕시코 Tlatelolco에서 개최된 제1차 비핵지대 설립 컨퍼런스에서 이뤄낸 진전을 인

지하며, 2005년 라틴아메리카 내 핵무기 금지 기구 및 Tlatelolco 조약 가입국들의 칠레 산

티아고 선언 채택을 상기함. 또한 2009년 안보리 정상회의 때 비핵지대 설립 지지를 상기

함.

- 2010년 4월 30일 뉴욕에서 제2차 비핵지대 설립 관련국 및 서명국 컨퍼런스 개최를 결정

함. 이 컨퍼런스는 조약 서명국들간의 논의와 협력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함

임.

◯ 2009 표결 결과

- 비핵지대 조약들의 발효를 환영하며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비핵지대 추가적 논의 

요구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결의안에 대해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도 계속해서 기권함으로써 사실상 비핵지대 설립에 부정적 태도

를 보임. 단 그동안 기권 입장을 취하던 러시아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 주목할 만

함.

- 비핵지대화 설립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컨퍼런스 개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핵보유국들

은 대부분 유보적 입장을 보이며 기권함. 사실상 핵보유국의 비핵지대 보장이 수반될 때에 

비핵지대의 의의가 완결되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및 이스라엘의 비핵지대화 논

의에의 기권은 비핵지대 논의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임.

- 두 결의안 모두 현존하는 5개의 비핵지대조약을 비롯해 비핵지대 설립을 촉구하지만 ‘남반

구 및 그 인접지역 비핵지대’ 결의안이 주요 핵보유국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음. 그 이유로 

중동 및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논의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009년 결의안으

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61차, 63차 총회 때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설립’ 결의안이 상정되

었을 때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음.

◉ 비핵지대

- 비핵지대 관련 결의안이 2008년 표결 당시 8개의 결의안(중동, 아프리카, 몽골, 인도양, 동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반구 및 인접지역)이 상정된 반면 2009년에는 5개의 결의안(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반구 및 인접지역, 비핵지대 회의)이 상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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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지역 서명 개시 발효 가입국 수 5개 핵보유국 비준

Treaty of Tlatelolco 중남미 및 캐리비안 지역 1967년 1969년 33개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Treaty of Rarotonga 남태평양 지역 1985년 1986년 13개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Treaty of Bangkok 동남아시아 지역 1995년 1997년 10개국 없음

Treaty of Pelindaba 아프리카 지역 1996년 2009년 28개국 중국, 영국, 프랑스

Treaty of Semipalatinsk 중앙아시아 2006년 2009년 5개국 없음

Treaty of Antarctic 남극 1959년 1961년 47개국

<출처: CNS IONP Inventory>

- 현재 중남미 및 캐리비안 지역, 남태평양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중앙아시

아 지역, 남극 지역에 비핵지대 조약이 발효 중이며, 몽골(2000년)이 국내법 제정(Law of 

Mongolia on its nuclear weapon free status) 및 유엔 총회 회람을 통해 비핵지위를 선포

하였음.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지역은 2009년 새로이 비핵지대 조약이 발효된 지역임. 

- 현재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1차 비핵지대 회의자료12 에 따르면 비핵지대 조약은 8가지 주

요 공통점을 가진다고 지적함. ▷지역내 핵무기 부재 보장, ▷공동지역안보 체계 수립 노

력의 전형화, ▷핵 비확산에 기여, 핵규제 및 보편적이며 완전한 핵군축 촉진, ▷평화적 핵

이용, ▷핵무기의 실험, 사용, 제조, 생산, 보유 등과 관련한 직간접적 연구, 증진, 허가, 통

제 또는 관련 활동 관여 금지, ▷조약 당사국이 직간접적이든, 제3자에 의한 것이든, 모든 

핵무기의 수령, 보관, 설치, 배치, 또는 어떤 식이든 핵무기 보유 금지, ▷ IAEA(국제원자

력기구)의 지역 내 모든 핵시설 시찰, ▷조약 의정서에 따라 핵보유국들로부터 소극적안정

보장(NSA) 향유 등임. 즉 비핵지대 설립은 NPT 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보편적이며 완

벽한 핵폐기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진전으로 볼 수 있음.

- 이미 6개의 비핵지대가 존재하며 중동, 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유럽 지역의 비핵지대화 

논의가 진행 중임. 비핵지대 논의는 시간이 흐를수록 소극적이지만 법적 구속력을 요하는 

비핵지대화에서 적극적으로 군축을 요구하는 흐름을 보임. 예를 들어 중앙유렵 비핵지대화 

논의는 핵무기의 실질적 철수, 해체, 파괴를 요구하며,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논의는 미국

의 핵우산 정책의 철회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특히 동북아비핵지대화 논의는 2009년 참여연대(한국), 평화네트워크(한국), 피스데포(일

본), 피스보트(일본)와 같은 한일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동북아비핵지대화 지지성명’을 

제안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한일 PNND(핵군축을 위

한 세계의원연맹)과 전략적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활성화되고 있음. ‘동북아비핵지

대화 구상’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핵을 폐기하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은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핵우산 정책 폐기를 제안하는 동시에,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핵보유국인 미국, 러

시아, 중국은 남북일에게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NSA) 보장을 요구함. 

2010년 2월 28일에는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한일 의원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한일의원은 

‘핵 없는 세상’을 지지하며, 핵억지력에 의존한 현 안보 상태에 유감을 표하며 6자회담 참

12 Atomic Mirror Briefing Paper(2005), 'Nuclear Weapons Free Zones: the untold success story of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and Signatories of Treaties That Establish 
Nuclear Weapon-Free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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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프랑
스

러시
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주요
발의국

62/46 표결 없이 채택 프랑스

64/516 표결 없이 채택 프랑스

가국들이 북핵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요구하는 한편, 2010 NPT 검토회의에서 동북

아비핵지대화가 논의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한일정부를 압박하기로 합의함.13 

조약명 지역 서명 개시 발효 가입국 수 5개 핵보유국 비준

Treaty of Tlatelolco 중남미 및 캐리비안 지역 1967년 1969년 33개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Treaty of Rarotonga 남태평양 지역 1985년 1986년 13개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Treaty of Bangkok 동남아시아 지역 1995년 1997년 10개국 없음

Treaty of Pelindaba 아프리카 지역 1996년 2009년 28개국 중국, 영국, 프랑스

Treaty of Semipalatinsk 중앙아시아 2006년 2009년 5개국 없음

Treaty of Antarctic 남극 1959년 1961년 47개국

<출처: CNS IONP Inventory>

4. 방사능 물질(radioactive materials) 통제

□ 테러범의 방사능 물질 및 자원 취득 방지 

(Prevention the acquisition by terrorists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sources)

◯ 주요 내용

- 2007년 12월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 62/46을 상기함. 

- 결의안 62/46은 테러 위협과 테러범들이 방사능 물질을 획득, 거래할 위험성에 대해 우려

를 표하고, 2005년 채택된 핵테러 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과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능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 결의안은 테러범이 방사성 물질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하다면 그러

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핵발전소와 핵시설에 대한 테러공격에 따른 방사성 유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할 것을 요구함.

◯ 2009 표결 결과

- 2007년에 이어 2009년에도 표결 없이 채택됨.

13 동북아비핵지대 든든한 디딤돌 만든 도쿄 한-일 의원 시민단체 회동,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960 



37

□ 방사능 폐기물 투매 금지 (Prohibition of the dumping of radioactive wastes)

미국 영국 프랑
스

러시
아

중국 이스
라엘

인도 파키
스탄

이란 남한 북한 일본 찬성 반대 기권 주요
발의국

58/40 표결 없이 채택 나이지리아

60/57 표결 없이 채택 나이지리아

62/34 표결 없이 채택 나이지리아

64/45 표결 없이 채택 나이지리아

◯ 주요 내용

- 방사능 전쟁을 구성할 수도 있는 방사능 폐기물 사용의 잠재적 위험과 그것이 지역 및 국

제 안보에 암시하는 바를 자각함. 방사능 물질을 운반하는 나라는 우려를 표명하는 국가가 

요청할 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확신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기함. 

- 1997년 사용후연료 관리의 안전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의 채택을 

환영하며, 2003년 첫 검토회의 개최[ 주목하며, 미가입국이 조속하게 이 협약에 가입할 것

을 촉구함.

◯ 2009 표결 결과

- 2년마다 결의안으로 상정되는 위 결의안은 표결 없이 채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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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개국의 핵군축 및 비확산 결의안 표결 성향

- 앞에서 살펴본 2009년 상정된 핵군축 및 비확산 관련 결의안은 총 19건임. 이 중 6건(세계 

핵실험 반대의 날, FMCT, 중동지역 비핵지대 설립, 아프리카 비핵지대 조약, 테러범의 방

사성 물질 및 자원 취득 방지, 방사성 폐기물 투매 금지)은 표결 없이 채택되었으며, 나머

지 13건이 표결에 부쳐짐. 13건의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음.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라

엘 인도
파키스

탄 이란 북한 남한 일본

횟
 수

찬성 2 4 2 6 10 1 6 8 12 9 7 8

반대 8 6 7 2 0 7 2 0 0 3 1 1

기권 3 3 4 5 3 5 5 5 1 0 5 4

불참 0 0 0 0 0 0 0 0 0 1 0 0

백
 분
 율
  

(

%)

찬성 15 31 15 46 77 8 46 62 92 69 54 62 

반대 62 46 54 15 0 54 15 0 0 23 8 8 

기권 23 23 31 38 23 38 38 38 8 0 38 31 

불참 0 0 0 0 0 0 0 0 0 8 0 0 

- 2008년 표결 결과와 비교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미국의 표결 행태임. 2008년 당

시 표결에 부쳐진 결의안 18건 전부 100% 반대 입장을 취했던 미국이 오바마 취임 이후 

15%의 찬성률, 즉 13건 중 2건에 찬성하였음. 그 결의안은 ‘핵무기 전면 철폐 재결의’ 및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임. ’핵무기 전면 철폐 재결의‘ 결의안은 일본이 발의한 

것으로 핵테러리즘과 북한의 핵실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촉구

함. 한편, 미국은 CTBT 조약에 96년 서명하였으나 미 상원의원의 반대로 비준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음. 오바마 미 대통령의 CTBT 비준 추진 여부가 주목됨. 100% 반대에서 

62% 반대는 의미 있는 변화이기는 하지만, 세계 핵탄두의 1/3을 보유한 국가로써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핵군축 결의안에 찬성하고 이를 추진해야할 의무가 있음.

-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인 국가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임. 이스라엘은 2008년에 이어 2009년

에도 CTBT 결의안 단 한건에만 찬성함.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식적으로는 NCND 입장을 고수하며 핵군축과 비확산의 의무 모두를 회피하고 있어 핵

군축·비확산 체제에 커다란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이중 잣대 논란의 장본인으로써 핵확산

의 구실을 제공하고 있음.

- 반대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국가는 고농축우라늄 문제로 미국의 골칫거리로 거론되

는 이란임. 이란은 ‘핵무기 전면 철폐 재결의’ 결의안에 대해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기

권한 반면 나머지 12건은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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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 5개국들의 표결 행태를 비교해보면 중국이 

75% 이상의 찬성률을 보이며 5개국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임. 중국은 반

대하는 결의안은 없고 ‘핵무기 전면 철폐 재결의’, ‘핵위험 축소’, ‘1995년 및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의무이행’ 결의안에 기권하였음. 반면 프랑스도 미국과 마찬

가지로 매우 저조한 찬성률을 보임.

- 비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고 있거나 핵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것으로 의심을 받

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 등 5개국의 표결형태를 비교해보면, 국제사회가 

핵확산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이란(92%)과 북한(60%)이 핵군축·비확산 결의안들에 대해 높

은 찬성률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음. 북한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 핵군축 의무 이

행 가속하며’, ‘핵무기 전면 철폐 재결의’, CTBT 결의안 등 북한의 핵실험을 명시적으로 지

목한 결의안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함.

- 핵무기 비보유국인 한국과 일본은 비핵국가로써 높은 찬성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예

상을 깨고 절반 수준의 찬성률을 보임(한국 54%, 일본 62%). 특히 이 두 국가는 ‘1995년 

및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의무이행’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이

는 핵군축 이행을 촉구하는 비핵국가들의 경향이나 표결행태에 반하는 것임. 이것은 한국

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핵억지력을 제공받고 있어 미국의 핵군축이 이들이 향유하는 핵

억지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표결의 결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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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warhead on deployed ICBMs 
& deployed heavy bombers

deployed ICBMs, 
deployed SLBMs, 

& deployed heavy bombers

deployed and non-deployed ICBM launchers, 
deployed and non-deployed SLBM launchers 

& deployed and non-deployed heavy bombers

배치된 전략무기운반수단에 
장착된 핵탄두 수 배치된 전략무기운반수단(미사일 등) 수 베치 및 미배치된 전략무기운반수단 발사대 수

목표량 1,550 (30% 감축) 700 (50% 감축) 800 (50% 감축)

Ⅲ. 미국의 핵 정책 리뷰

1.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행보

▷ 2009년 4월 5일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Nuclear Weapon Free World)’ 주창

 :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 핵보유국인 미국은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만들고자 솔선수범할 책임을 인정함.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핵무기가 없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 실현에 미국이 노력해 갈 것임을 선언. 미 의회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의 비준을 요청할 것을 약속.

▷ 2009년 9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 주재

 : 안보리 최초로 핵군축을 의제로 정상회의 개최. 오바마 대통령이 회의 주재 및 ‘핵 없는 

세상’ 구현을 위한 결의안 1887호 미국이 초안 작성, 만장일치로 통과. 미러 전략핵무기감

축협정 협상과 FMCT(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 협상에 나설 것임을 약속.

▷ 2010년 4월 8일 New START(미러 전략핵무기감축협정) 조인식

 : 미국과 러시아는 2009년 12월 5일로 만료된 START-1(전략무기감축조약,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의 후속협정 New START를 체결해 지난 협정에 비해 전략핵무기의 30%

를 더 줄이기로 합의. 2009년 1월 현재, 배치된 핵탄두는 8392개로 미국은 2702개, 러시아

는 4834개의 핵탄두를 보유함. 그러나 New START에는 포함되지 않는 전술(비전략) 핵무

기도 2,547개나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됨. 즉 8,300개의 전략 및 전술 핵탄두 중 1,550개

(23%)를 감축하더라도 약 6,750의 핵탄두가 세상에 존재함.

※ New START 감축목표량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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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핵탄두 수

<출처: SIPRI(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의 연보(Yearbook) 2009>14 

▷ 2010년 4월 6일 NPR(핵태세보고서,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발간

 : 오바마 정부의 NPR 5가지 목표는 ▷핵확산 및 핵테러리즘 방지, ▷미 안보전략에 있어 

핵무기의 역할 축소, ▷감축된 핵전력 수준에서 전략적 억지력과 안정성 유지, ▷지역 차

원의 억지력 강화 및 미 동맹국들 재확인 등임. 그리고 핵무기의 전략적 중요성을 축소시

키고, NPT 가입국이며 관련 규범을 준수하는 비핵국가들에 한해서 소극적안전보장(NSA)

을 제공하고, 적대국의 비핵 공격에 대해서 핵무기 사용을 자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부시 

행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포함.

▷ 2010년 4월 12일~13일 핵안보정상회의

 :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한 핵안보정상회의에 47개국 정상이 모여 ‘핵안보를 강화하고 핵테

러 위협을 감소시킬 것을 약속’하는 정상공동성명(공동 코뮈니케) 채택하고 4년 안에 모든 

취약 핵물질을 방호하기로 합의함.

2. 오바마 행정부의 핵 정책 평가

- 핵안보정상회의와 그 이전의 행보를 볼 때, 오바마 대통령과 미 행정부는 ‘핵안보’를 핵군

축·비확산·평화적 이용으로 대표되는 3대 의제와 같은 수준의 의제로 격상시키면서 사실상 

핵테러리즘 예방을 ‘핵무기 없는 세계’ 구현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음. 또한 위에서 언급

한 일련의 핵 관련 오바마의 행보를 비롯한 유엔 핵군축 결의안에 다소 변화된 표결 행태

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써의 패권주의를 숨기지 않았던 부시 행정부와는 다소 차별화된 것

14 [뫼비우스의 띠 군비경쟁②] 동북아 군비경쟁의 실태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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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핵테러 예방체계의 정비가 시급하지만 핵군축 노력과 병행되

어야 하며, 핵 통제 질서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복원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바마의 ‘핵 없는 세상’은 쉽게 성취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 핵보유국으로써의 패권주의 유지

- 핵태세보고서(NPR 2010)에서 미국은 ‘효과적인 핵 억지력은 유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이른바 ‘불량국가’에 대해서만큼은 설사 비핵국가라 할지라도 핵으로 선제타격 할 수 있다

는 부시 행정부의 구상도 계승하겠다고 밝힘. 

- 상대 핵보유국에 대해서 핵으로 먼저 공격하지 않겠다는 핵선제공격배제(No First Use) 정

책 역시 끝내 채택하지 않았음. 그리고 방어와 억지력이 핵무기 보유의 목적이라는 ‘Sole 

Purpose Doctrine’도 채택되지 않고 근본적(fundamental) 목적이라고 밝히며, ‘강력한

(devastating)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해서 핵보복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고 결

정. 

- 게다가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안보에서 핵무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재

래식 무기와 미사일방어체제(MD)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국제적인 핵군축·비확산 의

지를 좌절시키고 있음.

▷ 핵군축 의지 미흡

- 오바마의 핵정책은 ‘핵 없는 세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방향으로 러시아와 함께 핵무

기 최다 보유국으로써 핵군축을 상정하기보다는 비확산, 특히 핵테러리즘에 대한 핵안보 

태세 강화로 주요한 조치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그 방향이 적절한 지 의문임. 

- 미-러가 전략핵무기 감축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더라도 양국은 여전히 전 세계 핵무기의 

90%를 보유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조치들만으로는 미-러 핵독점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의

미하는 것으로 보기 힘듦. 

- 안보리 결의안 1887호도 NPT 회원국 중 핵보유국의 군축의무에 대해서는 전향적이지만 

추상적인 조항을 담고 있는 반면, 핵비보유 회원국들의 비확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

항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서 핵군축과 비확산 의지가 비대칭적임. 

▷ 핵분열성 물질 관련 논란

- 오바마 정부는 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FMCT) 체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미 현존하는 핵분열성물질은 제외하고 앞으로 생산할 핵분열성물질만을 FMCT 조약의 

대상으로 한정하겠다고 기존의 미 행정부 입장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여전히 

FMCT 조약에 걸림돌 중 하나일 수밖에 없음. 이미 전 세계에는 2,100톤의 핵물질이 현존

하고 이는 핵폭탄 120,000개를 제작할 수 있는 분량임.

-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일부 국가들이 핵무기 전용이 가능한 고농축우라늄 폐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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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이 있었음. 핵분열성 물질 통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의 의미가 있었음. 

- ▷우크라이나는 2012년까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우라늄(HEU) 90킬로그램 전량을 

미국으로 옮겨 폐기, ▷캐나다는 농축우라늄 핵물질을 미국에 넘기고 현재 온타리오에 있

는 고농축우라늄시설을 저농축 우라늄 시설로 전환, ▷칠레는 지난 3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 18킬로그램을 미국에 넘겼음.

- 핵무기는 물론 핵물질의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도 핵물질인 플루토늄도 상

호감축 한다는 협정 논의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축우라늄 폐기를 

선언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들 핵

물질에 대한 보안이나 통합관리는 논의되었지만 폐기와 동결과 관련된 의미 있는 가이드

라인 마련은 구체적 성과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평화적 핵이용권 관련 논란

-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적 핵이용권을 보장하여 비확산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

에게 있어 평화적 핵 에너지는 의약, 농업, 경제발전에서의 진전을 밝히는데 기여할 것이

라고 밝혔음. 그러나 핵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의 모호한 경계 때문에 이는 말처럼 

쉽지 않음. 

- 특히 무기급 핵분열물질인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통제’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논의에 가장 큰 장애물임. 미국 정부는 일본과는 무기화 할 수 있는 플루토늄과 고농축우

라늄을 생산하는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을 허용하는 미일 원자력협정을 맺었음. 또한 

NPT에 미가입국한 핵보유국 인도와는 ‘민간핵기술’을 교류하는 미인도 원자력 협정을 추

진하였음. 이와 같이 이전 미 행정부들의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핵정책에 대한 재검토 없이 

평화적 핵 이용권 보장을 운운하는 것은 비핵보유국들의 비확산 의욕을 감소시키고 핵보

유 열망을 부추길 수도 있음.

▷ 핵확산 국가들에 대한 이중 잣대

- 부시 행정부가 보였던 이중 잣대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핵확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임. 핵안보정상회의

를 개최하는 오바마는 각국 정상들을 초청함에 있어 핵 확산 국가들을 취사선택하여 초청

하는 우를 범함.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미가입국인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는 초청하였

고 이 중 이스라엘은 초청받고도 의도적으로 불참함. NPT 가입국인 이란, 시리아와 탈퇴

국인 북한은 초청조차 하지 않음. 이 점에서 핵안보정상회의는 그 시작부터 이들 나라들에

게 핵군축·비확산의 동기를 부여할만한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는데 성공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4

※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핵군축 관련 유엔 총회 결의안 표결 결과

유엔 총회 결의안명 미국정부 표결

핵무기 전면 철폐 재결의
찬성(2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핵군축

반대(8건)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 핵군축 의무 이행 가속하며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의 합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 이행

핵위험 축소

1995년 및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의무이행

핵무기 사용금지 협약

중동지역 핵확산의 위험

핵무기 없는 남반구 및 그 인접지역

핵무기 사용위협으로부터 비핵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정 체결

기권(3건)동남아시아 비핵지대 조약(방콕조약)

제2차 비핵지대 및 비핵 몽골 설립 관련국 및 서명국 컨퍼런스

※ 기타 오바마 정부의 핵 없는 세상을 향한 행보

기타 오바마 정부의 핵 없는 세상을 향한 행보

09/04/05 ‘핵무기 없는 세상’ 프라하 연설

09/09/2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 주재 및 결의안 1887호 발의

10/04/08 미-러 전략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조인

10/04/06 핵태세보고서(NPR) 발간

10/04/12~13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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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참여연대는 2008년에 이어 2009년 유엔총회에 상정된 결의안 분석을 통해 국제사회의 강한 

핵군축 요구에도 불구하고 NPT 발효 40년째인 현재에도 4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NPT 

의제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 배경과 원인을 알아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미국의 표결 행태가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2008년(부시 행정부) 미국은 핵군축 

관련 결의안들에 대해 100% 반대한 것에 비해 2009년(오바마 행정부)에는 13건 중 2건은 찬

성, 3권은 기권하였다. 찬성한 결의안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결의안과 ‘핵무기 전

면 철폐 재결의’ 결의안이다. 오바마 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상’ 구현이라는 이니셔티브가 표

결에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유의미하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

다. 미국은 포괄적이며 완벽한 핵무기 전면 철폐라는 NPT 목표에 상응하는 수준의 핵군축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표결행태가 비핵국가라기보다 핵보유국과 비슷했다. 핵보유국의 핵군축

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결의안에 이 두 국가는 기권입장을, 특히 1995년과 2000년에 

열린 NPT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까지 표명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을 향유하고 있어 미국의 핵군축이 자국의 핵우산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임을 자부하는 이 두 국가는 또한 미국의 핵

태세보고서(NPT)에서 미국 핵무기의 전략적 지위 감소에도 불구하고 핵억지력을 여전히 보

장받는다는 약속을 이끌어낸 바 있다. 결국 자국 안보를 위해 핵우산 정책을 포기하기는커녕 

강화를 요구하는 행태는 미국의 핵군축의 걸림돌 중 하나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셋째, 북한의 표결 행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직설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경우 

북한을 지목해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한 결의안들(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 핵군축 의무 

이행을 가속하며, 핵무기 전면 철폐 재결의)과 핵실험을 금지하는 CTBT 결의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한 2006년과 2009년에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그 외 결의안들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취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결의안 발의

국에 따라 입장을 변경하는 행태와는 구별된 행동이라 할 수 있겠다.

넷째, 미국의 이중 잣대는 여전하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을 미국의 소극적안전보장(NSA)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고, 핵안보정상회의에도 초청하지 않았다. 반면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NCND 입장을 고수하며, 이스라엘의 NPT 가입을 촉구하는 ‘중

동지역 핵확산의 위험’ 결의안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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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스라엘을 핵안보정상회의에도 초청하였는데, 이스라엘이 되레 참석하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와 같은 미국의 이중 잣대는 핵 비확산의 당위성을 훼손하며, 핵 확산 주범국들

에게 핑계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NPT 체제 약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미국 자신이라는 

점을 자각할 때 이번 NPT 검토회의에서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북한과 이란과 같은 소위 ‘불량국가’(2010 NPR에서는 이탈국가(outlier)로 칭함)의 핵

군축 찬성률이 핵보유국들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란은 12국가들 중 가장 높은 찬성률(92%)을 

보였으며 북한도 약 70% 찬성률을 보였다. 반면 중국(77%)을 제외한 핵보유국들은 낮은 찬

성률을 보였다. 미국과 프랑스 각각 15%, 영국 31%, 러시아는 46%에 불과한 찬성률을 보였

으며, 이스라엘은 가장 낮은 찬성률(8%)을 보였다. 즉 중국을 제외한 공식 핵보유국들은 핵

군축 요구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반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비공식 핵

보유국들은 핵군축을 요구하는 결의안들에 대해 공식 핵보유국들보다는 긍정적으로 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불량국가라는 낙인찍기에 심사숙고 없이 동참하기보다는 ‘불

량국가’들의 실질적 행태에 대해 좀 더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2. 2010 NPT 검토회의 전망

5월 3일 제8차 NPT 검토회의 개최를 앞두고 NPT의 3대 축인 핵군축, 비확산, 평화적 핵 이

용권에 대한 각국의 이해가 대립하고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미러간 전략핵

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타결을 바탕으로 비핵보유국들에게 비확산의 의무, 특히 핵안

보정상회의에서 주요하게 다룬 핵테러리즘에 대한 비핵보유국들의 공조를 요구할 것이다. 또

한 이란과 북한 등 NPT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핵확산 통제 

시스템 강화를 의제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동맹그룹(NAM)을 포함한 비핵국가들과 국제시민사회는 New START를 환영하기

는 하나 여전히 수많은 핵무기와 핵물질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연감소분을 고려한다면 

New START의 실질적 감축량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 등 보편적이면서도 완벽한 

핵군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NPT가 1995년 소위 연장회의를 통해 25년이라는 한시적 조약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동비핵지대 결의안이 포함되었기 때문인데,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핵보유

에 대해 NCND 입장을 고수하며 핵확산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어 중동 국가들이 주축인 비

동맹그룹이 과연 미국의 비확산 체제 강화에 쉽게 동조할지 의문이다. 

평화적 핵이용권도 쉽지 않은 매우 민감한 이슈이다. NPT 체제는 우라늄농축과 사용후핵연

료 재처리를 평화적 핵 이용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의 사례에서 보여주듯 

선의에 의한 저농축 프로그램이 핵무기용 고농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적 성장, 정치적 

전략 변화 등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한국도 핵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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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워 재처리 시설 보유를 주장하고 있어, 국제사회는 핵확산에 대한 우려와 불신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화적 핵이용권을 내세운 핵확산의 조짐은 일본 로카쇼무

라 재처리 공장을 미국이 미일원자력협정을 통해 허용했을 때부터, 재처리 시설에 대한 비핵

보유국의 욕구를 부채질할 것이라고 예상된 바 있다. 따라서 평화적 핵 이용권 인정과 핵확

산 방지의 아슬아슬한 경계는 이번 NPT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3. 2010 NPT 검토회의에 대한 제언

NPT 체제는 핵보유국들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반면, 비핵국가들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불평등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189 회원국을 둔 가장 거대한 무기통제 조약이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전방위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핵보유국들이 보편적이며 완벽한 핵군축

을 추진할 것이라는 핵보유국들의 ‘선의(good faith)'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 NPT 

최종 합의가 채택되지 못한 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올해 NPT 40주년을 맞았는데도 상

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를 비핵국가들이 수긍하기 힘들 것이다. 

NPT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보유국들의 핵군축의 노력이 가시적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 핵보유국들은 핵군축 관련 4대 조약(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핵분열성

물질생산금지조약(FMCT), 핵무기협약(NWC), 소극적안전보장(NSA) 관련 조약)의 발효를 위

한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다른 무기 관련 조약이 생산, 실험, 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반해, NPT 조

약이 선의에 기반한 핵군축을 요구하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확인되고 있는 바,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비축, 이전, 사용 및 사용 위협을 금지하는 핵무기협약(NWC)이 

하루속히 조약으로 만들어지고 발효 절차에 돌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핵무기 없는 세상 구현의 중간단계인 비핵지대화 확대 노력에 핵보유국들이 적극적으

로 협력해야 한다. 비핵지대 조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핵보유국들이 지대 내 비핵국가

들에 대해 소극적안전보장(NSA)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특히 동북

아시아는 핵을 둘러싼 실질적 대립과 불신이 존재하는 지역인 만큼 한일 시민사회와 의원들

이 지지하는 동북아비핵지대화가 이번 NPT 검토회의에서 국제적으로 공론화되될 필요성이 

크다.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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