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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고는 올해(2020년)로써 발효 반세기를 맞은 NPT(핵무기비확산조
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를 글
로벌 핵비확산 레짐의 중추로 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레짐의 향후 반세기를 전망해 보았다. 방법론상으로는 조
약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5년 주기로 진행되어온 NPT 유일 운용기제
인 회원국들의 NPT평가회의(Review Conference)에 초점을 두고 있
다. 제Ⅱ장은 글로벌 비확산레짐의 배경, 목적, 규정(1950s~1960s)
을, 제Ⅲ장은 레짐의 운용(1970~2020) 측면에서 냉전을 가로지르며
개최된 아홉 차례 ‘NPT평가회의’ 각각에 대한 사이클내 핵질서 변화,
그리고 논의의 쟁점과 결과를 분석했다. 제Ⅳ장은 당초 2020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연되고 있는 제10차 NPT평가
회의를 위한 준비회의(2019) 현안과 그 함의를 살펴보았다. 제Ⅴ장은
핵비확산 레짐에 대한 국제정치 설명모델들로서 자유주의·제도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를 비교 검토하고, 적용해 보았다. 제Ⅵ장은 결론
으로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몇몇 도전 요소 등
글로벌 비확산레짐의 종합적 평가, 그리고 미래전망을 제시했다. 부수
적 기대효과로서는 (i) 글로벌 핵비확산레짐의 현안 및 도전요소 등 현
주소를 파악함으로써 중견국 한국의 핵외교에 대한 기여, (ii) 국제정
치이론 측면에서 레짐이론의 효용성 시사, (iii) 한반도와 주변4강에 초
점을 두어온 북핵문제를 글로벌 차원의 비확산 측면에서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제공 등을 기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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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올해(2020)는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이하 NPT: T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이 효력을 발생한지 50년
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NPT는 2020년 현재, 거의 글로벌 보편성 확보
수준인 190개국(북한포함시 191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다자군비
통제조약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와 정책집단, 안보전문가들은 NPT
가 냉전을 가로지르며 글로벌 핵비확산레짐의 중추로서 국제안보와 평
화를 위해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NPT가 완전한 조약이고, 그래서 현재 아무런 도전
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50년이 흘렀지만 핵무기 ‘글로벌 제로’는
요원해 보인다. NPT체제내 핵무기보유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들은 여전히 핵비확산 도전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비핵무기
회원국들은 NPT체제내 이들 5개 공인 핵무기보유국들의 핵군축 속도
가 더디다며 실망감을 드러낸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여전히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돼, NPT레짐의 글로
벌 보편성에 도전하고 있다.
NPT는 1968년 냉전질서 하 미국, 소련, 영국 3국을 수탁국으로 체결,
2년 후(1970,3,5), 규정에 따라 43개국(수탁 3국과 다른 40개국)의 비
준서 기탁과 함께 효력이 발생한 “다자” 핵 군비통제레짐이다. 국제관계
이론 측면에서 레짐에 대해서는 여러 정의가 가능하나, 여기서는 저비스
(Robert Jervis)에 따라 “상대가 상호적으로 응대할 것이라는 기대하,
국가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원리, 규칙, 규범”으로 정의하
고자 한다.1) 만일 국가들이 이러한 상호관계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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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은 국가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레짐은 공식적인 구조로 나타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슈타인(Janice Gross Stein)같은 학자들
은 레짐, 특히 안보레짐은 최소한 그 초기단계에서 참가국들간 불안한
합의가 전제된다고 본다. 이는 참가국들간의 관계가 정의되지 않은 채,
제한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이다.2) NPT는 더 이상의 핵확산을 방지하
기 위해 회원국을 “1967년 1월 1일 기준,” 핵무기를 보유한 5개국(핵무
기국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비핵무기국
가)로 분류한다. 조약은 (i) ‘평화를 위한 원자’를 기치로 1957년 창설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조치를 기저로 한 핵확산 억지, (ii) 원
자력의 평화적 이용, 그리고 (iii) 기존 핵무기국가들의 장기적 핵군축을
목표로 한다. 조약 제10조 2항에 따라 발효 25주년이 되는 1995년, 회원
국들은 NPT조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무기한(indefinite) 연장”이 필
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회원국들은 지난 50년 글로벌 비확산 목표에
동의하면서도 그때그때 국제안보환경과 국가안보 관점에서 핵무기국가
와 비핵무기국가간, 그중에서도 특히 핵무기국가와 비동맹국가간, 그리
고 때로는 핵무기국가들간 조약의 이행 여정에서 이견을 드러내기도 하
고, 절충과 타협을 취하기도 했다.
본고는 반세기를 맞은 NPT를 핵비확산 레짐의 중추로서 그 성과와 한
계를 회고해 보고, 이를 토대로 레짐의 향후 반세기를 전망해 보고자 한
다. 방법론상으로는 조약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5년 주기로 진행되어온
NPT 유일 운용기제인 회원국들의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에
초점을 두려 한다. 여기에서의 주요 논쟁점과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레짐의 미래도 전망해 보고자 한다. 회원국 과반수 이상의 참여를

Robert Jervis,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2(Spring
1982), 357.
2)
Janice Gross Stein, “Taboos and Regional Security Regimes.”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26-3(September 2003), 6-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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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하는 NPT평가회의는 레짐으로서의 NPT에 내재하는 독특한
‘운용기제’다. 1975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평가회의 이래 5년마다
4주간(4월~5월 중)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됐다. 평가회의의 기능은 (i)
NPT 규정 및 5년전 평가회의 결정사항 이행에 대한 “평가,” (ii) NPT조
약 목표 강화 및 이행을 위한 “제언” 등을 담은 최종합의문 도출이다. 지
금까지 아홉 차례 평가회의중 네 차례는 합의문이 도출됐고(1975,
1985, 2000, 2010), 다섯 차례는 불발됐다.
많은 이들이 조약출범 50년을 기리는 2020년 개최 예정된 제10차 평
가회의(뉴욕 유엔본부, 4.17~5.22)에 큰 기대를 가졌으나, 코로나19 글
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되고 있다. 제10차 평가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슬로비넨(Gustavo Slauvinen, 아르헨티나)은 부심 끝에 결국 지난 3월
27일,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그러나 늦어도 2021년 4월 이전 개최될
것”이라며 연기를 결정했다. 이후 평가회의 연기 및 NPT 발효 50주년
의미에 비추어 여러 국가 및 단체 등이 성명서 내지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실 제10차 NPT평가회의는 2015년 제9차 평가회의가 합의문
도출에 실패한 만큼 많은 기대를 모아 왔다. 회원국들은 2017년, 2018
년, 그리고 2019년 각 한 차례씩 모두 세 차례의 준비회의를 마쳤다.
2019년 5월 10일, 2주간의 마지막 준비회의를 마감하면서 참가국들은
안타깝게도 NPT발효 50주년에 개최 예정된 제10차 평가회의를 위한
권고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제9차 평가회의에서처
럼 제10차 평가회의도 최종합의문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적지 않다.
본고 제Ⅱ장은 NPT발효 50주년을 맞아 글로벌 비확산레짐의 배경, 목
적, 규정(1950s~1960s), 제Ⅲ장은 레짐의 운용(1970~2020) 측면에서
냉전을 가로지르며 개최된 5년 주기 아홉차례 ‘NPT평가회의’의 쟁점과
그 결과, 제Ⅳ장은 제10차 NPT평가회의를 위한 준비회의(2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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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쟁점과 권고안 합의 실패, 그 함의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제Ⅴ장은
핵비확산 레짐에 대한 설명모델들로서 자유주의·제도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를 비교 검토하고, 적용해 보려 한다. 성과측면에선 자유주의·
제도주의론자들이 설득력을 더 하지만 신현실주의적 고려, 그리고 구성
주의가 주는 시너지 효과를 고려코자 한다. 제Ⅵ장은 결론으로서 글로벌
비확산레짐의 평가, 그리고 미래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수적 기대효
과로서는 (i) 글로벌 핵비확산레짐의 현안 및 도전요소 등 현주소를 파악
하함으로써 중견국 한국의 핵외교에 대한 간접적 기여, (ii) 국제정치이
론 측면에서 레짐이론의 효용성 시사, (iii) 한반도와 주변4강에 초점을
두어온 북핵문제를 글로벌 차원의 비확산 측면에서 재조명할 수 있는 기
회제공을 기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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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레짐의 배경, 목적, 구조(1950s~1960s)

1. 레짐의 배경: 전후 미국, 소련, 영국의 비확산 리더십과
다자 핵군비통제 구상
(1)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원자’: IAEA 출범(1957)
인류최초로 미국이 1945년 7월, 핵실험폭발을 수행, 8월 일본 나
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했다. 1946년 ‘원자력법’ 채택
이후 미국 트루먼 대통령 정부와 의회는 엄격한 핵비확산 입법을 추
진, 이 신종 무기의 비확산에 만전을 기하려 했다. 그러나 핵무기 제
조 비밀과 기술이 곧 확산되어 전후 드리운 냉전의 그늘 속 소련이
1949년, 그리고 영국이 1952년, 차례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
이다.3)
이들 3개 핵보유국들, 특히 미국은 핵기술이 인간에게 유용한 도
구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로 사용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국가
들이 이 기술을 갖게 될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이 점에서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의 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비확산
관리책무를 지고 있는 국제기구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의 기
원과 임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IAEA의 기원은 1953년 12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평화를 위한 원자(Atoms for
Peace)’제하의 연설에서 유엔 산하에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국제기구의 창립을 제안한 데서 찾을 수 있다.4) 미국의 리더십에 호
3)

전후 WMD와 국제안보 관계 전반에 대해서는 Joseph M. Siracusa & Aiden Warren,
Weapon of Mass Destruction: the Search for Global Security(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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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한 국제사회는 1957년 7월 “핵기술의 평화적 사용” 임무를 안은
IAEA를 출범시켰다. IAEA의 임무는 유해 방사능으로부터 인간과
환경 보호, 핵과학 및 핵기술의 평화적 활용, 그리고 특정국가 핵물
질 및 핵활동의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환 여부 검증이 포함된다.
미국, 소련, 영국 포함 18개국으로 출범한 IAEA는 유엔패밀리에
속하며 2020년 현재 171개 회원국을 가진 거대 국제기구가 됐다. 독
자적 조직 및 예산을 소지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및 총회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 유엔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한다. 만일
IAEA가 특정국가의 비확산 위반사실을 유엔안보리에 상정하면 유엔
내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한 최상급 정책결정기구인 안보리는 대상국
가에 대해 보다 권위있는 설득, 경고, 혹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06년 북한과 이란을 대상으로 처음 실행된 유엔안보리의 ‘비확산’
제재는 기본적으로 IAEA의 누적된 조사와 권고를 배경으로 한 것이
다. IAEA의 정책결정은 연중 1회 개최되는 총회와 연중 5회 개최되
는 이사회(35개국)에서 확정되며, 업무의 수행은 비엔나 소재 사무국
이 담당한다. 사무국에는 총 2,200 여명의 기술 및 행정 요원이 근무
한다. 아르헨티나 국적의 그로시(Rafael Grossi)가 2019년 12월 임
기4년의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IAEA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30개국이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5) 그러나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이 중 9개
국으로 추정된다(NPT 5개 핵무기국가+ NPT밖 인도, 파키스탄, 이스
라엘+ NPT 체제내 비핵무기국가였지만 탈퇴를 선언한 북한).
Address by Mr. Dwight D. Eisenhower, President of the USA, to the 470th Plenary
Meeting of the UN General Assembly, 8 December 1953, https://www.iaea.org
/about/history/atoms-for-peace-speech.
5)
IAEA Director General’s Introductory Statement to the Board of Governors,
https://www.iaea.org/newscenter/statements/iaea-director-generals-intro
ductory-statement-to-the-board-of-governors-9-march-20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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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네디 대통령의 ‘제한적실험금지조약’(LTBT, 1963) 구상
미국, 소련, 영국에 이어 1960년 프랑스가 핵기술에 성공한 네 번
째 국가가 되고, 이어 모택동 통치하 ‘중공’의 핵기술 확보가 예견되
자 케네디 정부는 1962~1963년 소련, 영국과 이 문제를 협상하기
시작했다.6) 1963년 3월 기자회견에서 케네디 대통령은 1970년대
전세계적으로 15개~25개의 핵국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위험천
만한 일이라 우려했다.7) 동년 4월 미 국방부 비밀 비망록은 10년 내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나라로 8개국(중공, 캐나다, 이태리, 일본, 서
독, 스웨덴, 인도, 이스라엘)을 지목했다. 그 이후는 비용이 절감될 것
이기 때문에 핵실험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이들 외 여러 나라들이 계
속 핵무기를 추구할 것이라 보았다.8)
미국의 주도력하 기존 3개 핵국가(미국, 소련, 영국)는 1963년 8월 자신
들을 수탁국으로 ‘제한적 핵실험금지조약’(LTBT,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을 체결, 동년 10월 발효시켰다. 1963년 108개
국이 서명했으며 1967년까지 94개국이 비준서, 23개국이 동의서
를 제출했다.9) 그러나 이미 1960년 핵국가가 된 ‘프랑스’는 미국과
소련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기피했고, ‘제한적 핵실험금지

6)

중국은 1950년대 핵무기 프로그램 착수를 결정하고 엄격한 비밀속에 진행했다. 그러나
미국 정보국은 이의 탐지에 실패했고 중국은 1964년 핵무기 국가가 됐다. 상세한 것은
William Burr & Jeffrey Richelson, “Whether to strangle the baby in the cradle:
the United States and the Chinese Nuclear Program 1960~64,” International
Security 25-3(Winter 2000/2001), 54-99.
7) The President’s News Conference of March 21, 1963(107),"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United States,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John F.
Kennedy, 1963.
8) Peter R. Lavoy, “Predicting Nuclear Proliferation: A Declassified Documentary
Record,” Strategic Insights 3-1(January 2004).
9) 한국은 1963년 8월 30일 서명, 1964년 7월 24일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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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발효 이후 1964년 기필코 핵국가가 된 ‘중공’도 비슷한 이유로
동참하지 않았다. 무기한 효력을 가진 ‘제한적 핵실험금지조약’은
대기권, 외기권, 해저 핵실험을 금지하지만, 지하 핵실험은 금지하
지 않았다. 조약의 가장 큰 문제는 검증 및 사찰제도에 관한 것으로
서 소련이 국제적 통제시스템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통제 밖 비밀활
동을 의심했다.10) 기존 3개 핵무기국가(미국, 소련, 영국)의 핵확산
위험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 부심은 NPT 초안을 마련하는 기폭제로
발전하게 된다.

(3) 유엔산하 ‘18개국군축위원회’(ENCD)의 NPT 초안협상(1965~68)
1957년 IAEA가 출범한 다음에도 프랑스가 1960년, 중국이 1964년
연속 핵기술에 성공함에 따라 미국, 소련, 영국은 당초 개별 핵발전소 및
연료공급만을 주요 대상으로 삼던 IAEA의 정관으로는 확산 저지가 어렵
다는 판단이 섰다. ‘제한적 핵실험금지조약’(LTBT, 1963)의 검증한계
도 인식됐다. 즉, 기존 핵무기 보유국, 특히 미국, 소련, 영국이 갖는 핵확
산에 대한 위험인식 고조가 국제 핵비확산 레짐의 초석으로서의 NPT출
현의 동기가 된다.11) 더 이상의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 제거를 위해 “국제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 다른 한편으
로는 IAEA의 “포괄적 안전조치”(Comprehensive Safeguards)가 필
10)

11)

냉전말기(1988), 조약을 모든 환경에 적용하는 소위 “포괄적 실험금지” 제안이 있었지
만 미국은 검증결여를 우려, 포괄화 수정에 반대를 표했다.
레짐태동기 미국의 핵외교정책, 특히 미·소협상과 동맹관계 역할에 대해서는 Roland
Popp, “Introduction: Global Order, Cooperation between the Superpowers, and
Alliance Politics in the Making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e
International Review 36-2(2014), 195-209와 정은숙, NATO의 핵공유협정과 전술
핵무기 세종정책연구(2016) 참조; 비확산 부문 미·소 초강대국간 협력에 대해서는
Joseph Nye Jr. “US-Soviet Cooperation in a Nonproliferation Regime,” in
Alexander George et al.(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Achievements,
Failures, and Lessons(New York, 1988), 336-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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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협상을 시작, 마침내 1968년 7월 1일, NPT
초안이 마련되고 서명에 들어갈 수 있었다.
3년간(1965~68) 유엔산하 ‘18개국군축위원회’(ENCD, Eighteen
Nation Committee on Disarmement)가 NPT 협상을 담당했다.12)
ENCD는 1962년 미국-소련 군축, 신뢰구축, 핵실험통제 등에 대한 대
화창구로 창설된 조직이다. 18개 참가국은 냉전 국제질서를 반영, (i) 서
구: 미국, 영국, 캐나다, 이태리, 프랑스(*프랑스: 공식적으로 불참이지
만, 비공식적으로 서방측과 조율); (ii) 동구: 소련,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iii) 기타: 브라질, 버마, 에티오피아, 인도, 멕
시코, 나이지리아, 스웨덴, UAE로 구성됐다.
미국이 최초로 1965년 8월 핵무기확산방지 제안서 초안을 제출했고,
소련도 다음 달 소련 최초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로부터 약 2년 협상결
과 1967년 8월, 미국과 소련은 동일 핵무기확산방지조약 초안을 제출하
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1968년 6월 유엔총회가 투표를 통해 핵비확산
조약, 즉 NPT 초안을 승인하는 결의문 제2373을 채택했다(찬성 95, 반
대 4, 기권 21).13)
NPT협상기간중 1967년 2월에는 국제적 비확산 흐름속에서 역사상
최초의 핵자유지대 조약인 ‘틀라텔롤코(Tlateloco)조약’이 33개 ‘남
미·카리브’국가들에 의해 체결됐다. 그러나 다른 한편, 1967년을 전후
하여 이스라엘이 비밀리에 핵폭발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
두는 1960년대 NPT 탄생을 독촉하는 절박한 시대상황을 말하는 것으
로 보여 진다.

12)
13)

https://quod.lib.umich.edu/e/endc/.
반대 4개국: 알바니아, 쿠바, 탄자니아, 잠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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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짐의 명시적 목적: ‘핵비확산’ & ‘핵군축’을 통한 국제 평화와
안보 기여
레짐의 목적은 합의된 NPT 서문에 잘 표출돼 있다. ‘핵무기 확산의 부
정적 여파로서 핵전쟁의 잠재력 억지,’ ‘평화적 원자력’ 사용 지향, ‘핵무
기 감축’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에 있
다. 서문은 ▲회원국들이 조약체결시 고려한 사항들로 △핵전쟁이 인류
에 미친 참화; △핵무기 확산으로 인한 핵전쟁의 위험 가중; △핵무기확
산방지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유엔총회의 결의; △평화적 핵활동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적용 협력; △IAEA 안전조치 틀내 연구, 개발, 기타 노력
지지; △핵무기국가나 비핵무기국가나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 혜택 지지;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 이용 위한 모든 회원국들의 과학정보교환 등을
제시했다. 동시에 ▲최대한 이른 시일 핵무기 경쟁 중단 및 핵군축 지향
적 조처에도 착수키로 했다: △‘제한적 핵실험금지조약’(LTBT, 1963)
서문에서 밝힌 바, 모든 핵무기실험폭발 항구적 중단을 목표로 한 지속적
협상;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통제하 총괄적이고 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 달성 노력 및 이를 위한 국제적 긴장완화 및 국가간 신뢰강화;△유
엔헌장에 따라 특정국 영토전일성 혹은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위협 혹은
무력사용 자제 등이다.
NPT 원문은 4쪽 분량으로서 서문과 11개조로 구성됐다(【별첨】 NPT
조약 원문 참조). 조약 제9조에 의거, “3개 수탁국(미국, 소련, 영국)과
추가 40개국”의 비준에 따라 ‘1970년 3월 5일’ 효력이 발생됐다. 당시
미국, 소련, 영국 이외 또 다른 두 개의 공인된 핵무기 보유국인 ‘프랑스
와 중국’은 서명하지 않았다. 이 후발 핵국가들은 공히 미국과 소련 주도
레짐에 합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어, 중국은
차별적이어서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프랑스는 회원국에 준하는
처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두 나라는 공히 미·소 양극체제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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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했던 냉전질서가 종식된 1992년에 와서야 NPT 회원국이 되었다.
물론 1967.1.1.기준 핵실험이 성공했던 만큼, 공인 핵보유국 지위로 가
입했다.

3. 레짐의 명시적 규정
(1) 핵심규정: ‘핵무기국가’(5개국) & 나머지 모든 ‘비핵무기국가’ 이원화
NPT 회원국은 (i) “1967년 1월 1일” 이전,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
발장치를 제조, 폭발한 국가(5개 핵무기국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와 (ii) 그렇지 않은 나머지 비핵무기국가로 로 구분, 각각의 의무
를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전자는 핵무기, 핵 폭발장치 혹은 그 기술을
비보유국에 이전하지 않아야 하며(제1조), 후자는 이의 취득 및 생산을
하지 않는 동시(제2조) 이를 확증하기 위해 IAEA의 포괄적 국제안전협
정을 수용하여야 한다(제3조). NPT회원국들은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
지 연구, 개발, 협력을 할 수 있다(제4조).14) 핵을 가진 회원국들(1992
년 프랑스, 중국의 가입전 NPT내 미국‧소련‧영국)은 선의로써 총괄 및
구체적 군축을 시행키로 한다(제6조).
NPT는 지역국가들간 체결하는 기존(중남미·카리브해) 및 미래 그 어
떤 ‘핵자유지대조약’과도 상충되지 않는다(제7조). 한편 NPT 11개조 중
14)

Gregire Mallard는 NPT 레짐 구상이 1957년 탄생한 ‘유럽원자력공동체’(유라톰) 규
범에서 일종의 시사점을 찾아 글로벌 차원으로 적용코자 한 것이라 본다. 유라톰은 원자
력에너지 시장에 대한 전문가 육성, 공동체를 통한 에너지 분배, 핵에너지 개발 및 역외
국가들에 대한 잉여에너지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Gregoire Mallard, “Crafting the
Nuclear Regime Complex(1950~1975): Dynamics of Harmonization of
Opaque Treaty Rules,”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5-2(2014),
445-472 참조. Miller와 Sagan은 핵에너지의 안전한 개발과 유지 요건으로 IAEA의 사
찰뿐 아니라, 해당국가 정부의 청렴도, 정치안정성 등 ‘좋은 거버넌스’ 상태, 그리고 국
내 거주 테러단체의 핵시설 공격 혹은 분열물질 도용을 통한 핵무기나 “더러운 폭탄”제
조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Steven E. Miller & Scott D. Sagan, “Nuclear
power without nuclear proliferation?” Daedalus 138-4(Fall 2009),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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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무기회원국에 대해 핵무기국가들의 “평화적 목적의 핵폭발” 혜택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의 접근을 허용하는 제5조는 제2차 NPT평가회의
(1980) 이후 사실상 거의 모든 NPT평가회의에서 관심을 받고 있지 않
다. 점차 평화적 목적 핵폭발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사라짐에 따른 것이
다. 2020년 현재 발효되지 않았으나, 5개 NPT 핵무기국가가 모두 서명
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1996) 존재 자체가 이를 말한다.

(2) 유지·관리 규정: 평가회의 기제, 수정, 탈퇴, 효력
최초의 NPT규정 이행에 대한 ‘평가회의’는 발효 5년만인 1975
년 제네바에서 개최하며. 이후로는 회원국 과반수 요청으로 매5년
마다 개최한다(제8조 3항).
조약의 수정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까다롭다(제8조 1-2항). 회
원국 발의 및 1/3 요청에 따른 특별 회의를 소집하며, 승인은 NPT
핵무기국가 ‘전원’과 IAEA이사국 ‘전원’을 포함한 회원국 ‘다수’의
찬성을 요한다. 발효는 NPT 핵무기국가 ‘전원’과 IAEA이사국 ‘전
원’을 포함한 회원국 ‘다수’의 수정비준서 공탁으로서 가능하다. 나
아가 수정의 구속력은 수정비준서 공탁국들에게만 적용된다.
NPT탈퇴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자국 최상의 국익이 조약관련 특
별상황에 의해 위태로워진다고 판단하면” 3개월 전, 다른 모든 회원
국과 유엔안보리에 그 “특별상황“에 대해 설명, 통지하고 탈퇴한다
고 되어 있다(제10조 1항). NPT 역사상 유일하게 비핵무기 회원국
북한이 이를 근거로 1993년(북·미 제네바핵합의로 보류 간주), 그
리고 2003년 탈퇴를 선언했다. 2006년부터~2017년까지 여섯 차
례 핵실험을 감행, 핵무기 보유국임을 주장하고 있다. 핵무기를 대
륙간탄도미사일 포함, 각양의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음도 시사
했다. 국제사회는 북한핵이 정당성을 소지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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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탈퇴이후 회원국의 NPT탈퇴의 절차 및 적
법성 여부에 대해 회원국내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발효 25년이 되는 해(1995) 회원국은 다수결로 조약의 무한정 혹
은 일정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10조 2항). 이에 따라
NPT회원국들은 1995년 제5차 평가회의에서 비확산과 군축을 목
적으로 한 NPT레짐의 무한정 연장을 결정했다.

(3) IAEA의 ‘포괄안전조치’와 ‘추가프로토콜’
NPT조약 제3조가 정한바, 비핵무기회원국들은 비확산 보증장치
로서 자국 핵물질에 관해 IAEA와 ‘포괄안전조치’(Comprehensive
Safeguards)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NPT내 비핵회원국의 의무사항인
‘포괄안전조치’는 특정 국가가 ‘신고한’ 핵 물질 및 활동에 대한 검증을
가능케 한다. 2019년 기준, NPT 비핵무기국가중 소수를 제외한 183개
국에서 IAEA의 ‘포괄안전조치’사찰이 실시됐다.15)
한편 냉전종식이후 북한, 이라크 등 NPT체제내 비핵무기 국가의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고된” 핵 물질만을 검증
대상으로 해온 기존의 ‘포괄안전조치’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었
다. 그 대표적 조치가 1997년 IAEA의 ‘추가프로토콜’(Additional
Protocol)채택이다. 이는 추가적으로 “미신고” 핵 물질 및 핵 활동의 “부
재”까지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가프로토콜’ 도입 이래
IAEA와 핵무기국가들의 지속적 독려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수용치 않
은 국가들이 적지않다. 2019년 기준, 136개국에서만 시행되었다.16)
IAEA외에도 쟁거(Zangger)위원회의 수출통제 ‘유발 리스트,’17)
15)
16)

IAEA Safeguards Implementation Report, 2020.
위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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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공급그룹(NSG)의 ‘가이드라인’18) 등, NPT발효이후 다수 수출
통제레짐 및 관련 기제들이 IAEA와 함께 ‘핵무기확산’ 방지에 기여
하고 있다.

17)

IAEA는 1974년 9월 IAEA안전조치를 회원국 수출조건으로 하기위해 핵관련 전략물자
(기기, 물질)의 소위 ‘유발(trigger)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 리스트는 NPT발효와 함께
제3조 2항의 해석 및 회원국들의 핵수출정책 조율을 목적으로 창립된(Zangger)위원
회가 개발한 것이다. 위원회 명칭은 초대 위원장 Claude Zangger 교수(스위스)의 이
름에서 온 것이다. 2009년 사망했으며, 비확산 부문 국제 평화와 안보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오늘날 5개 핵무기국가 포함 39개국이 회원이
며, 위원회의 트리거 리스트는 위원회 숙지 범위내 관련 기기 및 물질 사례를 포함한
것이다. 트리거 리스트와 쟁거위원회의 설명은 IAEA가 INFCIRC/209 시리즈로 공개
한다( https://www.iaea.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documents/infc
ircs/1974/inf209r1.shtml 참조).
18) 1974년 핵관련 수출지침 이행을 통해 핵무기비확산에 기어코자 하는 ‘핵공급그룹’
(Nuclea Suppliers Group)이 출범, 1978년 1월 IAEA에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준수할
공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IAEA는 다음 달 이를 공개했다. 현재 한국(1995~) 포함
48개국이 참가한다. https://www.nuclearsuppliersgroup.org/en/about-n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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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레짐의 운용(1970~2020):
NPT핵심기제로서의 5년주기 NPT평가회의

1. NPT평가회의(Review Conference)의 위상과 경과
NPT 제8조 3항은 조약 발효 5년이 경과되는 1975년, 스위스 제네바
에서 첫 평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시했다. 목적은 조약 서문과 규정에
담긴 목표를 얼마나 실천했는가 처음 평가하는 것이다. 이후부터 매5년
마다 같은 목적의 평가화의를 개최토록 했다.
NPT평가회의는 핵비확산레짐에 내재하는 가장 중요한 운용기제로
서 회원국들은 지난 50년간 냉전을 가로지르며 이를 준수, 현재까지 모
두 아홉 차례 평가회의를 개최했다. 거대 회의체로서 매5년마다 약 4주
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다. NPT 서문과 조약규정, 그리고 5년전
평가회의 결정에 대한 리뷰사이클 내 이행을 평가하고 레짐강화를 위한
권고를 한다. 회원국들은 평가회의 개최 다음 해부터 차기 평가회의 준비
를 하며, 차기회의 3년전 부터는 매년 1회 연속 3회 준비회의를 개최, 차
기 NPT평가회의의 내용 및 절차 관련 권고안을 도출하여 제출한다.
사이클별 회원국이 제출한 국가이행보고서 및 연설문에는 그때그때
국제안보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회원국 개개정부의 국제핵질서 인식과
입장이 반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 변치 않고 NPT평가회
의의 주요 쟁점으로 “비핵무기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IAEA 핵안전조
치 준수 및 강화 필요성”(제3조 관련), “NPT밖 국가들(비회원)의 핵활동
우려 및 레짐의 보편성 확보 필요성,” “평화적 핵에너지 사용”(제4조 관
련), “핵무기 국가들의 군축 이행 속도와 방식”(제6조 관련), “비핵무기
회원국에 대한 핵무기 국가들의 안전보장”이 큰 자리를 차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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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제5차 평가회의 이후로는 “중동WMD자유지대”(제7조 관련)구
축이 추가적 주요 의제로 포함되어 왔다.
역대 NPT평가회의에서는 상대적으로 핵무기국가들이 IAEA안전조
치 강화 등 비확산조처에 큰 방점을 두는 반면, 비핵무기국가들, 특히 비
동맹운동(Non-Aligned Movement)국가들은 핵무기 국가들의 핵군
축 이행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며 각을 세워왔다.19) 사이클 내 조약의 이행
평가 및 권고안 도출에 있어, 바로 이 간극은 회원국들이 5년 만에 4주간
의 긴 회의를 거치고도 합의문 도출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 요소가 되어
왔다. 폐막 전 합의문이 도출된 경우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지난
50년 경과를 보면 대체로 격세 패턴을 띈다. 경우에 따라 두 번 연속 합의
문 도출 실패를 꺼리는 회원국들의 명시적, 묵시적 의지 수렴도 작용할
여지가 없지 않는 듯하다. 중요한 것은 최종선언문 도출 여부와 무관히
지난 50년 회원국들은 한결같이 NPT평가회의가 조약운용에 대한 평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확산 레짐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속적 지지를 재
확인하는 통로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해 왔다.

19)

비동맹운동은 1961년 냉전구도하 주요 강대국 블록에 속하지 않거나 이에 대항코자
창립했다. 냉전종식이후 결속력은 이전만큼 크지 않다. 125개국이 회원국이다. 비동
맹 운동의 핵군축 주장에 대해서는 Houssein Tarazhouhi & Iman Khosravi, “The
Non-Aligned Movement and Nuclear Disarmament: Stance and Action,”
Journal of World Politics 1-1(July 2017), 113-1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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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PT발효 50년간 아홉 차례의 NPT평가회의 개최 준수
(1) 냉전기 핵질서 변화와 NPT 1.0 버전: 네 차례 NPT평가회의
NPT조약 협상기 및 초기이행기는 소위 ‘NPT버전 1.0’으로서 기본적
으로 미·소를 축으로 한 두 핵블록간 냉전관리에 관한 것이었다. 레짐은
더 이상의 확산에 제동을 걸고, 핵군비경쟁과 군축에 대해 주요 강대국간
정치적 협상 공간을 제공했다. 종합하여 1970년대~90년대 중반까지
NPT는 미·소 핵무기 감축협상, 그리고 비확산 규범을 강화하는 데에 기
여했고, 이 과정에서 네 차례의 NPT평가회의는 회원국들의 노력을 지원
하는 기능을 했다. 아래 <표 1>은 냉전기 네 차례 개최된 NPT평가회의
관련 국제핵질서 환경과 주요 논점, 그리고 최종합의문 도출 결과를 압축
정리한 것이다.
<표 1> 냉전기 네 차례 NPT평가회의(1975, 80, 85, 90)
회원국수
1970
발효

사이클 국제핵질서 환경

주요 논점

최종합의문

46

･회의목표, 조약규정 이행,
레짐강화 방식에 대한
이견 표출

1차
(1975)

91

･3개 핵무기보유국(미국,
<최종합의문>20)
소련, 영국)과 대부분 동구
･조약지지 재확인
및 서구 진영: “보편성” &
･미·소 ‘전략무기제한정’
･확산저지 준수했음
“IAEA 안전조치 강화” 중시
(SALT 1) & ‘탄도미사일
･미·소 군축 환영 및
･비핵무기국가들: “비핵국 노력독려
요격조약’(ABM)
(1972.5. 모스크바)
가에 대한 안보보장,”
･회원국 증대 환영 및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보편성 필요
“군축” 등 논의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잘 지켜
지지 않고 있는 한편,
핵무기국가들의 의무소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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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유엔총회 군축관련
제1 특별세션: 5개 핵무기
국가(미국, 소련, 영국, 프
･IAEA안전조치 만족, 비회
랑스, 중국. 후자 2국은 당
2차
원국 확산 우려
112 시 NPT비회원국), 비핵무
(1980)
･포괄핵실험금지 논쟁
기국가들에 대한 부정 안
보보장 개별선언.21)
･미·소 SALT II(1979.6 비
엔나)22)
･NPT밖 이스라엘 & 남아공
의 IAEA 안전조치 부재에
따른 수평확산 의혹
3차
･남태평양핵자유지대조약 ･비회원국 확산 우려
131
(1985)
(Treaty of Rarotonga, ･포괄핵실험금지 논쟁
1985.8) 협상 타결
･브라질-아르헨티나 합동선
언(1985.11)

부재

<최종합의문>23)
･조약목적 지속지지.
･국제평화와 안보에의
긴요성 확신
･레짐강화 목표 권고
(별도 제6조에 대한
비동맹과 중립국 초
안 2개 결의문 채택:
“핵실험금지모라토리
움” & “핵무기 동결”

140
(프랑스
･수평확산 우려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4차
&
(비동맹·중립국: 핵무기국가
서기장 취임(1985.3) 이후
(1990) 중국
의 수직확산 우려)
미·소 군축진전
옵저버
･포괄핵실험금지 방식 논쟁
참석)

부재

Final Document, https://unoda-web.s3-accelerate.amazonaws.com/wp-co
ntent/uploads/assets/WMD/Nuclear/pdf/finaldocs/1975%20-%20Geneva%
20-%20NPT%20Review%20Conference%20-%20Final%20Document%20Par
t%20I.pdf.
21) Resolution and Decis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during its 10th
Sepcial Sessions, May 23-June 30, 1978. https://www.un.org/disarmament/w
p-content/uploads/2017/05/A-S10-4.pdf.
22)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따라, 미 상원이 이를 비준하지 않았고, 소
련 의회도 비준치 않은 상태에서 1985년 12월 31일 소멸됐다.
23) Final Document, https://unoda-web.s3-accelerate.amazonaws.com/wp-co
ntent/uploads/assets/WMD/Nuclear/pdf/finaldocs/1985%20-%20Geneva%
20-%20NPT%20Review%20Conference%20-%20Final%20Document%20Par
t%20I.pdf.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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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발효 직후 20년은 미·소 양극체제가 국제 및 핵질서를 지배했다.
회원국들은 조약이 정한대로 발효 5년만인 1975년 제1차 평가회의를
개최, 최종합의문을 채택했다. 5년 사이 회원국은 46개국에서 91개국으
로 불어났다. 회원국들은 평가회의에서 리뷰사이클 내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 상호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대상으로 한 SALT(전략무기제한협정, 1972) 체결을 환영하
는 한편, 비확산 부문에서 NPT 비회원국인 인도가 1974년 5월 지하핵
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NPT조약의 보편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보편
적용 주장은 사실상 이후 모든 NPT평가회의에서 변치 않고 제기되는 문
제다. 또한 제1차 평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향후 매5년 조약이행 검토를
목적으로 한 평가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미·소 데탕트 후퇴 및 상호불신이 팽배했던 만
큼, 제2차 평가회의(1980)는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듬해
1981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공화당) 취임과 함께 양대 진영 군비경쟁이
더 팽팽해졌음에도, 1985년 제3차 NPT평가회의는 연속 실패를 피하
고 조약 목적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차원에서 합의문을 도출했다. 1985년
3월 소련에서 개혁파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취임하면서 미·소는 1980
년대 후반 일련의 역사적 군축협상을 체결하게 된다. 미·소 INF(중거리
핵전력)조약(1987)은 최초로 양자간 중거리핵전력 카테고리 전면제거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24) 나아가 미·소는 이때부터 전략핵무기 감축협
상에 돌입, 그 결실이 1991년 7월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부시(아버지)와
고르바초프간 START(전략무기감축조약)-1 체결이다.
한편 1980년대 ‘비확산’부문에서는 레짐의 한계와 성과가 병존한
다. NPT에 가입하지 않은 파키스탄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게 됐고,
이라크, 북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비밀리 핵무기획득을 시도했으
24)

정은숙, 「INF레짐의 위기와 우리의 대응」. 세종정책브리프(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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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란(1970년 NPT가입)도 비밀리에 파키스탄 공급책을 통해 우
라늄농축기술 획득을 시작했다. 반면 대만의 비밀 핵프로그램은 미국
의 압력하 포기됐다. 비확산 희소식으로는 브라질-아르헨티나 양자
간 핵무기경쟁 가능성을 불식시킨 ‘평화적 목적의 핵기술추구 합동선
언’(1985), 그리고 ‘남태평양핵무기자유지대조약’(Rarotonga조약,
1985)이 탄생했다. 또한 1980년대 북한(1985) 포함, 30개국이 추가
로 NPT 비핵무기 회원국이 됨으로써 보편성이 확장됐다.
냉전기 마지막 NPT평가회의가 된 1990년 제4차 평가회의는 최
종합의문 채택에 실패했다. 리뷰사이클 내 조약 및 이전 NPT평가회
의 결정 이행, 그리고 향후 권고에 대해 회원국간 합의 부재를 말한
다. 제3차 NPT평가회의 합의문 성공으로 인한 느슨한 자세도 한 몫
을 했을 수 있다.

(2) 냉전종식이후 핵질서 변화와 NPT 2.0 버전: 좀 더 강화된 다섯
차례의 NPT평가회의
냉전종식이후 첫 NPT평가회의였던 1995년 제5차 NPT평가회의부
터는 “강화된 평가과정”을 특징으로 하는 ‘NPT 버전 2.0’이 군축과 비확
산의 틀이 됐다. 무엇보다 1995년 평가회의는 미·소 양극질서가 붕괴된
냉전종식이후 첫 평가회의이기도 하나, 공교롭게도 조약 제10조 2항이
정한 바, “발효 25년후 조약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특별미션이 있었
는데, 이 연장 협상은 실제로 핵무기국가와 비핵무기국간 협상이었다.
이 상황에서 리뷰사이클 내 핵을 폐기하고 비핵국가로 NPT에 가입한 남
아프리카공화국(1991)이 “핵비확산과 군축 원칙” 그리고 “강화된 평가
과정”을 제안했다. 이것이 회원국간 패키지 딜이 되어 결과적으로 NPT
조약 효력 무기한 연장 결정을 가져오는 토대가 됐다. 결과적으로 제5차
평가회의에서 회원국들의 협상결과 3개 결정(‘평가과정 강화,’ ‘핵비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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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 군축 원칙,’ ‘NPT무기한 연장’)과 1개 결의(중동핵자유지대)가 채
택됐다.
강화된 평가과정하 NPT평가회의는 사실상 핵군축과 비확산을 위한 사
실상의 협상포럼이 됐다. 이 기능은 제네바 소재 다자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와 유엔군축위원회(UN Disarmament Commissi
on)의 교착으로 더 강화됐다.25) 즉, NPT평가회의가 NPT 제6조(핵군
축) 포함, 전면적 규정이행을 위한 스텝들에 합의하는 등, 기본적으로 핵
무기국가와 비핵무기국가간 합의도출을 위한 다자협상체의 역할을 수
행하게 된 것이다. 2000년 제6차NPT평가회의가 채택한 13개 실천스
텝은 1995년 결정과 결의를 시현한 것이다. 비록 2005년 제7차 NPT평
가회의가 사이클 내 예기치 못했던 9/11테러(2001)로 인한 국제질서
변화, 중동WMD자유지대건설 합의(1995) 이행에 대한 이견 등으로 합
의문 도출에 실패했지만, 1995년에 이어 2000년 제6차 NPT평가회의,
25)

군축회의는 국제사회의 군축협상을 위한 다자포럼으로 1979년 기존 10개국군축위원
회(1960), 18개국군축위원회(1962~68) 등을 승계하여 출범했다. 당초 ‘군축위원회’
였으나 1984년 ‘군축회의’로 개명했다. 3개 세션으로 나눠 제네바 연례회의를 개최한
다. 군축회의 및 모체들은 NPT(1968)는 물론 생물무기협약(BWC,1972), 화학무기협
약(CWC, 1993),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1996) 등의 초안마련에 공헌했으나 CT
BT체결후 주요국간 관계 교착, 이슈 간극 등으로 정체. 다만 2009년 3개 워킹그룹 출
범으로 활기를 찾기 시작(무기용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협상/ 우주군비경
쟁방지/ 부정적 안보보증). 전체적으로 군축회의 교착 및 제한적 참여 등에 따라 2017
년 핵무기금지조약 협상이 군축회의가 아닌 유엔에서 진행되었다. 유엔의 공식기구는
아니나 다측면 유엔과 유기적 관계에 있다. 5개 NPT 핵무기국가 포함 65개국이 공식
회원국이며(미국·서유럽 그룹, 동유럽그룹, Group-21, 중국), 다수 비회원국이 연례
회의에 참여한다(https://www.unog.ch/cd). 유엔군축위원회(UNDC)는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1952년 출범했으나 1959년 이후는 간헐적 회의에 그침. 1978년 유엔총
회 제1특별세션에서 총회하부체로 유엔회원국 전체로 구성된 군축위원회를 출범, 매
년 총회에 보고, 권고. 1989년 심층조사를 위해 의제를 최대 4개로 제한키로 결정했고,
1993년부터는 2 혹은 3개로 더 축소하여 보통 3년 연속 다루기로 했다. 1998년에는
유엔총회가 2000년부터 의제를 연간 단위 2개(이 중 하나가 핵군축)로 정하기로 조정
했다. 매년 봄 3주간 워킹그룹 중심 소집. 위원회와 워킹그룹 위원장은 5개 지역 순환제
로 선임하며 정책결정은 합의제 방식이다. 1999~2017년 어떤 실질적 합의도 도출치
못하다가 2017년, ‘재래식무기분야 신뢰구축조처 권고안’ 합의문 채택에 성공했다. 유
엔군축사무실(UNODA)이 업무를 지원한다(https://www.un.org/disarmament/i
nstitutions/disarmament-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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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0년 제8차 NPT평가회의 합의결과는 냉전기 NPT평가회의
합의문(1975 & 1985)의 정치선언적 성격과는 매우 다른 향상을 보였
던 것이다. 즉, 1995년부터 회원국들은 NPT평가회의의 합의가 전면적
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구속감을 갖게 된 것이다. 2000년 13개
실천스텝에 이어 2010년 액션플랜은 비록 과거 합의들의 재확인 측면
이 크지만, 이행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또 하나의 역사적 획을 그었다.
그럼에도 회원국들 중에는 2020년 현재까지 여전히 1995년 조약연
장결정 이후 합의된 여러 요소들이 지난 25년간 별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2015년 제9차 NPT평가회의는 궁극적으로 2010년
액션플랜에 입각하여 연속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에 실패했다. NPT회원
국들이 의무이행의 척도와 일정에 합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마도 NPT 회원국 2/3가 핵무기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7년
TPNW(핵무기금지조약)를 마련한 가장 큰 정치적 요인일 것이다. 다음
의 <표 2>는 위에서 상술한 냉전종식이후 네 차례 개최된 NPT평가회의
관련 국제핵질서 환경과 주요 논점, 그리고 최종합의문 도출 결과를 압축
정리한 것이다. 2020년 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예정이던 제10차
NPT평가회의는 팬데믹으로 인해 계속 연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리뷰사
이클 내 국제핵질서 환경도 표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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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냉전종식이후 다섯 차례 NPT 평가회의(1995, 2000, 05, 10, 15)
회원국
수

리뷰사이클 국제핵질서 환경

주요 논점

최종합의문

･1992, 프랑스와 중국이 가입함으
로써 1967.1.1. 기준 5개 핵무기
국가 전원 NPT회원이 된 첫 평가
회의
･조약 연장여부 논의
･남아공, 구소련 신생국 “벨로루시,
중점(10조2항, 발효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핵무
부재
25주년)
기 보유국들 핵폐기 후 비핵국가로
･준비단계부터 “평가”
가입.
･3개 결정 채택29)
와 “연장”관련 회원
5차
･소련붕괴 5개월전 조지 H.W. 부시
1.평가 프로세스 강
국간 심대한 이견
(1995)
대통령· 고르바초프 대통령간
화
･논쟁의 초점: 제6조,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I)
2.핵비확산·군축 원
제3조, 제4조 이행
*냉전
(1991.7.31. 모스크바).
칙·목적
178
･비핵구가: 제6조관
종식
･소련붕괴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
3. NPT 무기한 연
련 1996년까지
이후
흐스탄, 우크라이나 4개국과 미국
장(다수결)
CTBT, FMCT 체결
첫 평가
이 START 계승 리스본 의정서
･중동에 관한 결의문
요구
회의
서명(1992.5.23. 리스본).
채택30)(조약 보편
･보편성 확보의 중요
･조지 H.W. 부시 대통령·옐친
성 중요; 중동 모든
성(특히 인도, 파키
러시아 대통령 START II 체결
국가 NPT가입 및
스탄, 이스라엘)
(1993.1.3. 크렘린).26)
WMD자유지대)
･IAEA와 이라크, 북
･유엔안보리는 전원합의로 NPT비
한28)
핵국가 안보보장 결의문 제984
채택(1995.4.11.)27)
･NPT 제3조, 4조관련 IAEA관계에
서 북한, 이라크 주목
<최종합의문>32)
･국제평화안보 증진
에서 긴요한 역할
･보편성 달성 시급.
･인도, 파키스탄 1998 핵실험폭발,
인도, 파키스탄 규
유엔안보리 결의문 1172(1998)31)
탄
6차
187 ･CTBT 서명(1996.9.24.). 155개국･CTBT 발효 기대 ･북한: NPT회원국,
(2000)
서명, 56개국 비준(프랑스, 영국 (특정 44개국
IAEA가 계속 북한
포함)
비준 조건)
이 처음 선언한 핵
물질 정확성과 완전
성 검증 불가. 북한
내 핵물질 전용부재
를 보증키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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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IAEA안전협
정 준수 기대.
･중동WMD자유지대
구축 중요성
･핵군축 강화 요구
(13개 스텝)
･북한 NPT탈퇴선언(2003, 사상 유일
사례), 2005 핵보유 선언
･이란 핵의혹
･북한, NPT탈퇴(명
7차
･2001,9.11 테러,
패)
189
(2005)
･2002 미·러 ABM조약 소멸
･이란, 중동WMD자
･2003 미국주도 PSI(확산방지구상) 유지대
출범
･2003.12 리비아 핵포기

부재

<최종합의문>33)
･핵군축
･CTBT발효, FMCT
협상, 3회 국제인도
주의법 회의 개최
･오바마 대통령 취임(2009). “핵없는
･중동WMD자유지대
세상”비전: 제1차 핵안보회의
구상 승인, 2012회의
･보편적용
(2010.4 워싱턴), New START
･인도, 파키스탄, 이스
8차
･핵군축
189 (2010.8. 프라하)
라엘 NPT가입
(2010)
･중동WMD자유지대
･이란 핵의혹
･북한, 6자회담 복귀
창설
･북한 제1, 제2차 핵실험(2006,
및 핵 프로그램
2009), 유엔안보리 비확산제재결의
검증, NPT복귀촉구
･평화적 핵에너지
･기타 레짐 강화방안.
액션플랜(비확산,
군축, 평화적 핵에
너지)
･북한 제3차 핵실험(2013), 유엔안
보리 비확산제재결의
･회원국 이견: 중동
9차
189 ･이란핵 ‘공동행동계획’(2013)
WMD자유지대 창 부재
(2015)
･러시아의 크림병합(2014), 서방의 설 & 군축
대러제재
10차
･트럼프 대통령 취임(2017) “미국우
(2020
선주의.” 미중, 미러, 미·이란 갈등
190
혹은
･미국, 이란핵 JCPOA(2015) 탈퇴
2021)
(2018), INF탈퇴(2019), 영공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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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연기 중

조약 탈퇴(2020), New
START(2021종료 예정)
･북한, 제4차, 5차 핵실험(2016),
제7차 핵실험(2017), 북미핵협상
(2017~18) & 하노이 결렬
(2019.2)
･‘핵무기금지조약’(TPNW) 체결
(2017)
･미국 ‘핵군축환경조성’(CEND) 구
상(2018)

26)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독립타겟재진입다탄두(MIRV)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이
다. 1996년 미국, 2000년 러시아가 각각 비준했지만, 실효에 들어가지 못했다. 9/11
여파속 미국의 ABM조약 탈퇴(2001)를 이유로 러시아가 2002년 6월 14일 START II
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이를 대신해 미러는 핵전략탄두를 각각 1,700~2,200개로 감
축키로 한 ‘전략공격무기감축조약’(SORT, 2002.5.4.)를 체결했다. 정은숙, 「New
START의 미래와 전략안정성 전망」 세종정책브리프(2020) 참조.
27) https://undocs.org/S/RES/984(1995).
28) 회원국들은 IAEA가 유엔안보리결의문 687(1991), 707(1991)의 수행에 긍정적 역할
했음에 합의했지만 이라크는 이미 자국이 프로그램을 완전 파괴했었다고 주장했다. 또
한 회원국들은 북한과 IAEA간 안전조치 합의문(INFCIRC/403) 이행 관련 이견도 우
려했다.
29) https://www.un.org/disarmament/wmd/nuclear/npt1995/.
30) 위의 문건.
31) 유엔안보리결의문 제1172(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http://unscr.com
/en/resolutions/1172.
32)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trengthened review process for the Treaty,
https://unoda-web.s3-accelerate.amazonaws.com/wp-content/uploads/as
sets/WMD/Nuclear/pdf/finaldocs/2000%20-%20NY%20-%20NPT%20Revie
w%20Conference%20-%20Final%20Document%20Parts%20I%20and%20II.p
df.
33)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ollow-on actions, https://undocs.or
g/NPT/CONF.2010/50%20(VO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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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10차 NPT평가회의를 위한 준비회의(2019):
권고안 합의실패

2017, 2018, 2019 각 1회, 총 3회에 걸쳐 2020년 개최 예정 제10차
NPT평가회의를 위한 준비회의가 개최됐다.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회
원국간 NPT조약 의무이행 목표를 두고 이견 노출이 두드러졌다. 글로벌
안보불안정, 중동WMD자유지대 난국, 핵보유국의 NPT 제6조(군축) 의
무 이행 실패 등에 따라 처음부터 제10차 평가회의에 대한 준비회의의
권고안 합의 기대치가 높지 않았다.
실제로 제10차 NPT평가회의를 위한 2019년 2주간(4.26~5.10)의
마지막 준비회의에서 의장이 기초한 평가회의 권고안은 회원국 합의달
성에 실패였다. 그에 따라 회원국들은 제10차 NPT평가회의에의 권고안
(recommendation) 대신 의장의 ‘워킹페이퍼’로 제출하는 데에 만족
해야 했다. NPT회원국 다수는 그래도 제10차 평가회의까지 12개월이
있으니 그 동안 회원국들이 NPT 핵심공약 실천을 기한다면 낙관의 여지
가 있다고 강조했다. 폐회사에서 제10차 평가회의 의장에 선출된 그로시
(Rafael Marino Grossi, 아르헨티나)는 회원국들과의 협상관련 “야심
찬 계획이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2019년 12월,
IAEA 사무총장 유키노 아마노(일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IAEA사무총
장에 임명됐고 제10차 NPT평가회의 의장은 같은 아르헨티나 국적 슬로
비넨(Gustavo Slauvinen)이 맡게 됐다.

1. 리뷰사이클: 불안정한 국제핵질서 환경
2020평가회의를 앞두고, 불안정한 글로벌 및 지역 안보환경은 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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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회의 준비회의 토론에도 긍정적이지 못했다. 특히 핵군축관련 미국,
러시아, 중국 관계가 심상치 않다.34) 미·러 유일 잔존 핵군비통제 조약인
‘New START’(신전략무기감축조약, 2010)가 2021.2 만료를 앞두고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전례없이 중국, 러시아, 미국 3국이 참가하
는 폭넓은 합의를 조건으로 시사하고 있다. 대안없이 New START가 소
멸되면 이미 2019년 8월 러시아의 위반에 따른 미국의 탈퇴로 사라진
‘중거리핵전략’(INF)조약과 함께 강대국 핵경쟁 구속이 풀리는 전기가
될 것이다.35) 그런가하면 러시아도 INF조약을 위반하고 미국처럼 새 유
형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중국도 무기고를 확장, 현대화하고 있다.
더하여 미국의 이란핵 해결을 위한 다자(영국, 프랑스, 독일, EU, 미국,
러시아, 중국 & 이란) ‘포괄공동행동계획’(JCPOA, 2015) 탈퇴(2018)
와 이에 대한 이란의 이탈 경고는 중동내 핵확산 위험을 재점화시키고
있다. 1995년 아랍국가들 주도로 결의된 ‘중동WMD자유지대’ 구상도
2010년 핵무기 국가들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들간 불신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못하고 있다. 핵을 보유한 인도와 파키스탄간
긴장관계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북미 하노이 핵협상 결렬까지
모두 제10차 NPT평가회의 최종합의문 도출을 낙관하기 어렵게 하는 중
요 요인들이 되고 있다.

34)

2020년 4월 미 국무부가 제출한 2019년 1월~12월 기간중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합
의문·약속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비준수 혹은 위반 의구심이 매
우 높다. The US Department of State, Adherence to and Compliance with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greement and Commitments,
April 2020.
35) 러시아내에서는 핵뿐 첨단 ‘재래식’ 공격무기가 전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다. Andrey Paylov & Anastasia Malygina, “Russian
Perspective: New START and Beyond,” Arms Control Today 50-1(Jan/Feb
2020), 12-15. Williams는 이 맥락에서 초음속기 관련 비대칭 군비통제 개념을 제시
한다. Heather Williams, “Asymmetric Arms Control and Strategic Stability:
Scenarios for Limiting Hypersonic Glide Vehicle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42-6(2019), 78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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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글로벌 비확산 체제는 반세기만에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단지 조약을 지지한다거나 평가과정 강화촉구 등에
합의하는 방식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국면인 것이다.

2. 마지막 준비회의(2019.4.26.~5.10) 주요 쟁점36)
(1) 군축 클러스터: 기존 조약지지 재확인 및 새로운 구상 논의
∙ 기존 조약지지 재확인
2019년 7월 기준, 전세계 9개국이 보유한 핵탄두가 약 14,000개이
며, 이중 9,500개는 배치상태고 나머지는 해체 대기 중이다. 90%가 미
국(약 6,185)과 러시아(약 6,450)에 귀속되며, 나머지는 NPT핵무기 국
가인 프랑스 300, 중국 290, 영국 200개, 그리고 NPT 비회원국중 파키
스탄 160, 인도 140, 이스라엘 90, 그리고 NPT탈퇴를 선언한 북한이
약 3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37)
준비회의에서 다수 NPT회원국들은 미·러 New START(2010)의 연
장과 INF조약(1987) 보존을 촉구했다. 또한 여러 나라들은 국가성명서
를 통해 조속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1996) 비준 및 ‘무기용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협상 개시 등 이전 NPT평가회의
(2000, 2010 등)에서 합의된 결정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TBT 제14조에 따르면, 조약이 지정한 44개국 모두 비준을 해야 실
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중 8개국이 아직 비준을 하지 않았다
(중국, 북한, 이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집트, 미국). 미 상원은
Final report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2020 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참조.
37)
Arms Control Association, Nuclear Weapons: Who Has What at a Glance(July
2019).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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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검증 불충분을 이유로 비준을 거부했다. CTBT는 조약 개방 3년
내 발효되지 않는 경우, 비준국 다수의 요구로 발효촉진 목적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10월 이후 매 2년마다 이 회의가 개최
되어 왔다. 차기회의는 2021년 9월 개최된다. CTBT는 국제적 검증과
준수 등 조약목적 이행, 그리고 회원국간 포럼제공을 목적으로 1996년
11월 CTBT기구(CTBTO, 비엔나)를 창설했다.38)

∙ 리뷰사이클 내 새로운 시도 1:
비핵무기국가들의 ‘핵무기금지조약’(TPNW, 2017)
새로운 핵위험 감축조처들도 제시됐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비핵무기
국가들 주도하 리뷰사이클 내 체결된 ‘핵무기금지조약’(TPNW: Treaty
on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2017)이다. 34개국이 비준을
마쳤다. 50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된다. 2016년 유엔총회가 핵무기의 전
면적 제거를 목적으로 법적구속력을 지닌 핵무기금지조약 협상을 개최
키로 한 결의문 71/258을 채택한 데 따른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과
7월 두 차례 회의 개최 후, 2017년 7월 7일 122개국 찬성(반대 1 [네덜란
드]; 기권 1 [싱가포르])으로 조약이 채택됐다.39) 동년 9월 20일부터 유
엔사무총장에 의해 서명 개방됐다. TPNW는 포괄적 성격의 금지조약이
다. 즉,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획득, 소유, 저장, 사용 혹은 위협 등
일체의 핵무기활동을 금한다. 영토내 핵무기 배치, 특정국의 금지활동
지원‧제공도 금한다. 회원국은 핵무기 사용 혹은 실험으로 영향을 입은
환경을 개선하고 개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40)
38)

https://www.ctbto.org/
Vote Name: Item9, A/CONF.229/2017/L.3/Rev.1. Draft treaty on the prohibit
ion of nuclear weapons.
40)
‘핵무기금지조약’(TPNW)은 20개조로 구성됐다. 원문은 https://undocs.org/A/CO
NF.229/2017/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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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구상은 핵무기 사용에 따른 ‘인도주의
참상’에 대한 이해 재촉진 논의속에서 이루어졌다. 근래 처음으로 2010년
NPT평가회의 최종합의문 결론과 이후 행동권고에서 표출됐었다. 모든 회
원국들이 국제인도주의법 포함, 항시 적용가능한 국제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41) 2013~14년 ‘핵무기철폐국제운동’(ICAN: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주최 노르
웨이, 멕시코, 오스트리아에서 핵무기 폭발의 단기 및 장기적 인도주의
영향에 대한 국제회의가 개최됐는데, 이들 회의는 핵군축 협상 진전의
시급성 촉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42) 이를 환영하는 국가들은 TPNW
가 NPT와의 상호보완성과 조약 제6조(선의조처로서의 군축 의무) 이행
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지만, 프랑스, 러시아, 미국, 영국 등 핵무기국가들
은 TPNW와 NPT와의 양립성에 반대하는 외에도, 검증부재, 일방적 선
포 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불신을 표했다.43) 또한 2019년 마지막 준비회
의에서 제10차 NPT평가회의 의장에 선출된 Rafael Mariano Grossi(2
019년 12월 이후 IAEA 사무총장)는 TPNW의 인도주의 접근법이 사실상
인도주의라는 신성한 목적을 차용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핵의 인도
주의 폐해를 우려하는 국가들이 모두 TPNW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TP
NW가 인도주의라는 신성한 가치를 걸고 사실상 거친 국익충돌을 전제하
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44)

https://undocs.org/NPT/CONF.2010/50%20(VOL.I).
UNODA. https://www.un.org/disarmament/wmd/nuclear/tpnw/.
43) Nick Ritchie는 TPNW의 의미와 그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핵질서를 헤게
모니와 권력의 틀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Nick Ritchie, “A hegemonic nuclear
order: Understanding the Ban Treaty and the power politics of nuclear
weapons,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40-4(October 2019), 409-434.
44) IAEA사무총장 Grossi와의 인터뷰. Arms Control Today 49-5(June 2019).
4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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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사이클 내 새로운 시도 2:
미국의 다자대화 ‘핵군축환경조성’(CEND) 이니셔티브(2018)
리뷰사이클 내 TPNW와의 대척점에서 제시된 또 다른 새로운 구상은
미국의 ‘핵군축환경조성’(CEND: Creating an Environment for
Nuclear Disarmament) 접근법으로서 “핵무기없는 세상에 근접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가 필요한 안보상황”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을 뜻한다.
이 조건 혹은 환경에 대한 다자대화 추구를 목표로 한다.
2018년 4월, NPT평가회의 제2차 준비회의 위킹페이퍼로 처음 소개
됐다. 냉전종식후 미국 핵무기가 냉전기 최대치의 12%까지 대폭 감축된
핵심배경은 ‘긴장 완화’였다고 강조한다. 반면 현재는 주요 강대국간 갈
등을 방지하고,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가 필요한
안보상황이라 보는 것이다. 핵군축을 위해서는 비핵국가들의 IAEA 추
가프로토콜 수용부터 주요국 관계의 제로섬 지정학 경쟁 탈피까지 국제
정치안보에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기존 미·러 양자간 단계적 감축
노력으로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여타국가들의 핵군비경쟁을 해결치
못하고,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와 안정성 도전에 답을 줄 수 없다
고 본다.45) 또한 2018년 6월 18일 미 국부무 국제안보비확산 국장 포드
(Christopher Ford)는 워싱턴에서 개최된 NPT협상 50주년 기념회의
에서 소위 NPT 3축이란 어휘는 편이적 용도일뿐, 본래 핵군축이나 평화
적 핵에너지이용이 아닌 ‘비확산’이 조약 초안자들의 최대 목적이었음을
강조했다.46) 요컨대, 핵군비경쟁, 비확산 우려 등 불안정 국제핵질서를
45)

Creating the Conditions for Nuclear Disarmament(CCND), Working paper su
bmitt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eneva, April 18, 2018(https://undo
cs.org/NPT/CONF.2020/PC.II/WP.30) 당시 제목은 환경(environment)조성이
아니라 조건(condition)조성이었다. 이보다 두달전(2018.1)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핵태세보고서’와 맥을 같이 한다. 정은숙, “트럼프정부의 핵태세보고서: 현실주의 프
리즘,” 「정세와 정책」 3(2018).
46) Christopher Ashley Ford, Assistant Secretary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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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치 않을 수 없음에 방점을 둔 것이다.
2019년 7월 워싱턴에서 CEND 워킹그룹 전체회의가 발족된 바, 42
개국으로부터 90여명이 참석했다. 동년 11월 런던에서 개최된 워킹그
룹회의는 3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대화를 이어갔다: “군축지향 국가정책
결정을 위한 안보환경조건 완화방안”; “군축을 위한 제도적 틀 모색”; “핵
위험 감축 모색” 3개 주제에 따른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둘째 그룹의 공
동의장을 맡았다. CEND대화는 제10차 NPT평가회의 이전 및 이후 지
속될 예정이다.

(2) 비확산 클러스터: 이란핵협정(JCPOA)불확실성, 북미정상회담에
의 기대, 중동WMD자유지대 이견
NPT 비확산 이행에 있어서는 리뷰사이클 내 2018년 트럼프 정부의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협정인 JCPOA(2015)로부터의 탈퇴 및 이
후의 이란 핵프로그램이 핵심 의제가 됐다. 다수 국가들이 미국 부재에도
불구, 이란,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EU 등 나머지 JCPOA참가
국들의 이행과 준수 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2018
년 6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비핵화 협상을 지지했다.
그러나 2019년 11월로 예정되 있는 유엔주최 중동WMD자유지대 회의
에 대해서는 주요국들이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 아래는 비확산 클러스
터내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 그리고 중동WMD자유지대에 대한 상세설
명이다.

Nonproliferation, “Negotiating the NPT, 50 Years on: Some Lessons for the
Future,” Remarks, Washington D.C. June 28, 2018.

38  글로벌

핵비확산레짐 50년: NPT평가회의의 성과와 한계

∙ 리뷰사이클 내 이란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포괄행동계획’
(JCPOA) 불확실성
이란 핵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다자협정 JCPOA(2015)는 이란, 미
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EU가 이란 민간 핵활동 감축 및 이
에 대한 IAEA 감독권 확장을 통해 2003년 이후 지속된 NPT 비확산 위협
요소를 해결하는 틀이었다. 2018년 트럼프 정부가 JCPOA내 ‘일몰조
항’(sunset clauses) 등 핵통제 불완전성, 그리고 JCPOA가 다루지 않은
이란 정부의 ‘탄도미사일’ 개발 및 역내 ‘테러단체 지원’ 등을 이유로 탈퇴
를 결정함으로써 위기에 직면해 있다.47) 미국이외 나머지 참가국들은 지
속적 이행을 선언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재개 등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란 지도부는 제10차 NPT평가회의 준비회의 기간 중 언론
을 통해 자국의 JCPOA 탈퇴, 나아가 NPT 탈퇴까지도 시사했다.

∙ 리뷰사이클 내 북한 제5,6,7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및 핵협상 시도
2019년 기준 북한은 핵탄두를 소지한 전세계 9개국(NPT공인 5개국,
NPT밖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3개국 그리고 NPT를 탈퇴한 북한)중
하나로 약 30개의 핵탄두를 소지한 것으로 간주된다.48)
NPT 비확산 역사에서 탈퇴 및 핵실험 등 가장 큰 위기를 안겨주었던
북한은 리뷰사이클 내 2016년과 2017년 연속 3차례(5~7차) 추가 핵실
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핵공격위협 발
언 등을 서슴지 않았다. 2017년 신임 트럼프 대통령도 소위 ‘로켓맨’에

정은숙,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JCPOA: 배경, 도전, 정책시사점」 세종정책브리프
(2018).
48)
Arms Control Association의 추정. Nuclear Weapons: Who Has What at a
Glance(2019.7).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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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응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18년 연초 미국,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6월 싱가포르 트럼프-김정
은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전개됐다.
2018년 트럼프 정부가 이란에 대한 불신속 JCPOA탈퇴를 결정한 사실
과 궤를 달리한 것이었다.49)
2019년 4~5월 NPT 제10차 평가회의를 앞둔 마지막 준비회의에서
는 이러한 연고로 해서 비록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위기감이 높지 않았고, 그런 만큼 북한핵문제는 이란핵문제 해결을 위한
JCPOA 위기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회원국들간 이견이 존재하
기는 했으나 대체로 2018년 이후의 북미협상을 환영하면서, 다시금 북
미 핵협상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물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뿐 이후 여전
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지속적 위협은 강조됐
다. 특히 일본이 계속 강경라인을 유지했다. 즉, 유엔안보리결의에 의거
모든 북한 WMD와 모든 사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과 시
설의 ‘완전 검증가능 불가역적 폐기’(CVID)를 촉구하면서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제재의 지속적 이행을 촉구했다. 2주간의 준비회의가 마무
리될 무렵, 북한은 5월 6일 발사체 1회, 그리고 5월 9일 평안북도 구성지
역에서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
다. 프랑스는 70개국을 대표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유감을 표하는 동시, 북미, 남북 정상회담을 환
영하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했다.50)
49)

트럼프 정부의 JCPOA탈퇴결정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Mark Fitzpatrick, Michael
Elleman and Paulina Izewics, Uncertain Future: The JCPOA and Iran’s nuclear
and missile programmes(IISS, 2019) 참조.
50)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2020 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ddress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May 10, Distribution May 13, 2019), https://un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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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사이클 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중동WMD자유지대 실천에
대한 이견들
NPT 제7조는 “NPT가 특정지역 핵무기부재 보증을 목적으로 한 지역
국가들의 조약체결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핵자유지대는
글로벌 핵비확산과 군축규범 강화를 위한 지역적 접근방식이자, 국제 평
화와 안보 공고화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51) 2020 현재, 전세계적으로
5개 핵무기자유지대조약이 체결됐다. 남미·카리브 핵무기금지조약
(Treaty of Tlatelolco 1967), 남태평양 핵자유지대조약(Treaty of
Rarotonga 1985), 동남아시아 핵무기자유지대조약(Treaty of Bangkok
1995), 아프리카 핵무기자유지대조약(Treaty of Pelindaba 1996), 그
리고 중앙아시아 핵무기자유지대조약(2006)이다. 개별국가로서는 ‘몽
골’이 스스로 핵무기자유지위를 선언하고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았다(유
엔총회 결의 55/33S, 2002).52) 그 밖 특정지역 비핵화를 다룬 조약들로
는 남극조약(Antarctic Treaty 1961),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1967), 달협정(Moon Agreement 1984), 해저조약(Seabed Treaty
1972) 등이 있다.53)
중동지역은 1995년 제5차 NPT평가회의에서 이를 지지하는 결의문

s.org/NPT/CONF.2020/PC.III/13.
유엔군축위원회가 1999년 4월 30일, 핵자유지대에 대한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권고한
바, 이에는 지역국가들의 자유로운 결정; 지역국가들 스스로의 구상 및 역내 국가 전체
의 관심과 참가; 지역조약과 유관 프로토콜 협상단계에서부터 핵무기국가들과의 협의
(핵자유지대 지위, 핵무기사용 및 위협배제 관련 법적구속력을 지닌 조약 및 유관 프로
토콜 서명과 비준 용이화); 평화적 목적의 핵과학과 기술사용 금지 불허 등이 포함된다.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the Nuclear-Weapons-Free Zones,” Report of
the Disarmament Commission,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Fifty-four
th session Supplement No. 42(A/54/42), https://www.nonproliferation.org/
wp-content/uploads/2016/05/UNDC_1999_NWFZ.pdf.
52) 유엔총회결의 55/33S(몽골의 국제안보와 핵무기자유지위).
53)
이들 조약의 원문과 지위는 UNODA Treaty Database 참조(http://disarmament.u
n.org/treaties/).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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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택됐음에도 아직 가시적 움직임이 부재한 가운데, 중동 역내외 회원
국내 이견이 분분하다. 중동 핵무기자유지대 구축을 목표로 삼던 이집트
등 ‘아랍그룹’의 제안이 1995년 NPT평가회의에서 중동결의문 채택으
로 연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25년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2005년과 2015년 NPT평가회의 합의문 도출을 어렵게 하는데
기여했다. 201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아랍그룹 등이 주축이 되어 사무
총장으로 하여금 2019년 내 유엔본부에서 이와 관련된 지역국가 및 핵
무기국가를 소집, 준비회의를 개최토록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찬성
88, 반대 4, 기권 75).54)
2019년 마지막 준비회의에서 아랍그룹은 그간 자신들이 최선을 다한
만큼 중동결의문의 3개 수탁국(러시아, 미국, 영국)들이 좀더 현실화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55) 2019년 11월 개최 예정된 유엔회의
를 두고서는 자신들은 이에 참석할 것이라 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가 회
의 참석의사를 밝히며 다른 핵보유국들의 참석을 촉구한 반면 미국은
“이스라엘 포함 모든 지역국가”들의 참여없이는 참석치 않을 것이라며,
회의 개최자체에 유감을 표했다. 영국 역시 모든 지역국가들의 동의없이
회의를 고려한 것에 우려를 표했고 참석여부는 미결이라 했다. ‘이스라
엘’은 과거 혹은 현재 이라크, 리비아, 이란, 시리아 등 중동국가들의
NPT 비준수 활동 등을 들어 자국의 NPT 가입 불가 및 유엔총회, NPT
등 소위 외부자가 부과하는 중동WMD자유지대 창설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56)

54)

유엔총회 결정(73/546) Convening a conference on a Middle East zone free of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2018.12.22.
55) 2010년 NPT평가회의에서 핵무기국가들의 승인이 있었다.
56)
David Daniel, “Dangerous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Middle East: An Israeli
Perspective,” The SAIS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39-2(Summer/Fall
2019). 129-1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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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화적 핵이용 클러스터
다수 국가들이 글로벌 발전에 대한 평화적 핵이용의 가치를 인정하
고, 평화적 핵활동 유지를 위한 핵안전성과 핵안보 실천 중요성, 이 과정
에서 IAEA의 공로와 역할을 강조했다. 제10차 평가회의 의장으로 선출
된 그로시(Rafael Grossi,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의 국가성명에
서 제10차 NPT 평가회의가 NPT 제4조(평화목적 핵이용)의 이행을 강
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 했다. 즉, 모든 나라들이 핵에너지의 연구, 생산,
사용 접근성을 기질 수 있고,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가장 광범
위한 국제적 협력과 교류를 가능토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로시가
2019년 12월 아마노 유키오 IAEA사무총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이를
승계했지만, 새 자리에서 더 잘 NPT 제4조의 실천을 모색해 갈 것으로
보인다.

(4) NPT 평가과정 강화
NPT 평가과정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된 바, 워킹그룹 구성
대표제안(네덜란드), 회원국 투명성 강화를 위한 표준보고양식 창출 제
안(일본), 조약 이행에 있어 젠더 분석과 관점 포용 제안(아일랜드) 등이
있었다.

3. 준비회의에서 권고안 합의달성을 어렵게 했던 3대 이슈
군축 클러스터에서 리뷰사이클 내 새롭게 등장한 두 개의 대조적 이니
셔티브(TPNW & CEND), 그리고 비확산 클러스터에서 1995년 결의문
채택이후 25년간 진척을 보이지 않는 중동WMD자유지대 실천에 대한
이견들이 회원국들로 하여금 제10 NPT평가회의에 대한 권고안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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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하는 대표적 요소였다고 하겠다.
첫째, 언급했듯이 회원국간 포괄적이고 급격한 성격의 ‘핵무기금지조
약’(TPNW 2017)에 대한 입장 차이가 두드러졌다. 그간 핵무기국가들
의 핵무기를 토대로 한 소위 ‘억지력 기반(deterrence-based) 안보체
계’ 정당성을 비난해 온 비핵무기국가들의 결연한 의지의 표출이라 하지
만, 핵무기국가들과 그 동맹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상당수 비
핵무기국가들은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인도주의’ 재앙에 초점을 두면서
구속력있는 조약을 목표로 해 왔다. 2014년과 2016년 유엔총회에서 이
들은 ‘핵군축 협상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키로 했고, 그 결과가 2017
년 핵무기국가들과 그 동맹국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으
로 탄생한 TPNW다.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등 핵무기국가들과 그
동맹국들은 NPT와의 병존불가성, 검증부재, 국제안보 무책임성 등을
지적하며 반대했고, 전문가집단내 더러는 주도국가들이 인도주의 피해
를 앞세워,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며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다.57)
둘째, 2018년 처음 제시된 미국의 ‘핵군축환경조성’(CEND) 이니셔티
브에 대해서도 아직 비핵무기국가, 특히 비동맹국가 등의 호응이 크지 않
다. 미국이 2018~19년, 제2차, 제3차 NPT준비회의 세션에서 CEND
대화의지를 피력한 배경에는 리뷰사이클 내 핵경쟁(중국, 러시아, 파키
스탄 등) 및 핵확산(북한, 이란 등) 요소를 안고 있는 현재 글로벌 핵질서
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년도(2017) 탄생한 ‘핵무기금지조약’(TPNW)
여파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CEND 이니셔티브는 핵군축
책임을 지정학적 경쟁에 몰입하는 핵무기국가들 모두, 그리고 비확산 규
정을 준수해야 하는 모든 비핵무기국가들이 같이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
다. 처음 이 구상은 “조건”(Condition)조성을 요구했으나 일련의 피드
57)

핵군축 속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David Cortright & Raimo Vayrynen, Towards
Nuclear Zero(IISS, 2010; James E. Doyle, Renewing America’s Nuclear
Arsenal: Options for the 21st Century(IISS,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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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을 반영, “환경”(Environment)조성으로 대치했다.58) 궁극적으로 군
축에 이르는 안전한 국제안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화를 해가자는 요
지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증강 잠재력, 북한, 이란의 핵확산 현
재 및 잠재력을 눈앞에 두고 핵군축을 감행하는 것은 국제안보를 불안
하게 하는 무책임한 일이라 강조한다. 이에 대해 이란 등 반론국들은
CEND구상이 NPT 조약, 그리고 NPT평가회의(1995, 2000, 2010)
에서 합의된 일련의 군축관련 의무와 결정들을 백지상태로 만듦으로써
서방이 오랬 동안 유지해온 “단계별” 접근방식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
한다.
셋째, 중동WMD자유지대 창출에 대한 이견이다. 이에 대한 1995년
제5차 NPT평가회의의 결의는 아립국가들과 이란이 NPT효력 무기한
연장을 수용하는 대신 제안한 방책이었다. 이에 따라 2000년 제6차
NPT평가회의가 사실상의 핵무기국가임에도 여전히 NPT 미가입국인
중동국가 이스라엘에게 비핵국가로 NPT에 가입할 것을 요청했으나 수
용되지 않았다. 2005년 제7차 NPT평가회의에서는 합의문 불가의 한 요
소가 됐다. 2010년 제8차 NPT평가회의에서 2012년 이에 대한 회의를
소집키로 합의했으나 막상 개최되지 않았다. 다만 2012~14년 몇몇 다
자협의에 이스라엘 포함 중동지역 거의 모든 국가들이 참석했지만, 성과
는 없었고 결국 2015년 제9차 NPT평가회의 합의문 도출 실패의 중요한
요소중 하나가 됐다.
이에 제10차 평가회의를 앞두고 2018년 유엔총회에서 아랍국가들이
58)

∙“Creating the Conditions for Nuclear Disarmament(CCND),” Working paper
submitt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April 18, 2018), Second session,
Geneva, 23 April–4 May 2018, https://undocs.org/NPT/CONF.2020/PC.II/W
P.30.
∙“Operationalizing the Creating an Environment for Nuclear Disarmament
(CEND) Initiative,” Working paper submitt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pril 26, 2019). Third session, New York, 29 April–10 May 2019, https://undo
cs.org/pdf?symbol=en/NPT/CONF.2020/PC.III/W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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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급히 사무총장에게 2019년 회의소집권을 부여하는 데에 성공했고,
2019년 NPT평가회의 마지막 준비회의에서 미국은 11월로 예정된 회
의 개최결정을 부당하다고 판단, 참가를 거부했다. 마침내 2019년 11월
18~22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지역국가와 미국을 제외한 4개 핵무
기 국가가 뉴욕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결과 참가국들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중동WMD자유지대 창출 의지를 재확인하고 매년 11월
1주간 회의과정을 갖기로 선언했다.59) 그러나 이 회의로써 문제가 완화
된 것은 아니다. 지역국가중 하나인 이스라엘이 참석치 않았음은 물론
1995년 NPT회원국이 채택한 결의문, 유엔총회결의(2019.12.12.), 그
리고 중동과 이스라엘의 핵능력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IAEA 결의 등이
심층 고려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60)
요컨대, 리뷰사이클 내 핵군축 제안으로 새로 출현한 ‘핵무기금지조
약’(TPNW)과 ‘핵군축환경조성(CEND) 이니셔티브’ 그리고 25년 전부
터 아랍국가들이 주장해온 “중동WMD자유지대” 창출 문제가 제10차
평가회의를 앞둔 마지막 준비회의의 권고안 합의를 어렵게 하는데에 대
표적으로 기여했다. 핵무기국가들과 그 동맹국들은 TPNW에 대한 어떤
토론에도 민감했고, 반대로 군축속도론을 펼쳐온 여러국가들에게 미국
의 CEND구상이 흥미로울 수 없었다. 또한 이스라엘을 향해 중동WMD
자유지대 협상에 합류하라는 요구는 아랍국가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
의 역사적, 지정학적 특수 안보환경을 고려하는 서방국가들에게 합리적
으로 수용되기 어려웠다. 코로나19 향방에 따라 2020말 혹은 2021 개최
59)

Political declaration adopted at the fir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n the Esta

blishment of a Middle East Zone Free of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ttps://front.un-arm.org/wp-content/uploads/2019/12
/A-conf-236-6-annex.pdf.
60)

UN General Assembly, “Establishment of a Nuclear Weapon-Free Zone in the
Region of the Middle East,” A/RES/74/30, December 12, 2019; IAEA General
Conference, “Application of IAEA Safeguards in the Middle East,” Resolution
GC(63)/RES/13, September 201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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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제10차 NPT평가회의에서 이 이슈들은 이변이 없는 한 또다시 합의를
모색하기 어려운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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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레짐에 대한 설명모델들: 자유주의·제도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

1. 레짐이론
국제관계이론 측면에서 저비스(Robert Jervis)는 레짐을 “상대가 상
호적으로 응대할 것이라는 기대하, 국가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제약을 가
하는 원리, 규칙, 규범”이라 했다.61) 1980년대 이후 대표적 레짐이론가
로 명성을 지닌 크라스너(Stephen Krasner) 역시 레짐을 보다 광범위
하게 “주워진 이슈 영역에서 행위자들의 기대수렴을 용이하게 하는 규
범, 정책결정, 절차를 지닌 제도들”이라 정의한다.62) 공식적 기구부터
비공식 그룹까지 제반 인간 상호작용을 포함한다고 하겠다.
국제협력 설명모델로서 레짐이론은 국가들간의 협력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자유주의·제도주의’ 전통에서 비롯됐고 압도적으로 많은 수
의 레짐연구자들이 이에 토대로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에 대
해 낙관적이지 않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도 레짐이론은 수용가능한 매
력적 설명모델이다. 다만 레짐이론내 이 두 조류는 ‘국제협력의 성격’과
‘국제기구 및 제도의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해왔다. 자유주의
자들은 국제제도가 국가들간 이익수렴에 유리한 환경을 유도하기 때문
에 협력을 용이하게 한다고 믿는다. 반면 현실주의자들은 레짐은 단지
국제체계내 권력배분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짐하의 협력은 레짐
이 없었다해도 있었을 협력이라 믿는다.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안보와
Robert Jervis,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2(Spring
1982), 357.
62)
Stephen Krasner,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2(Spring 1982), 185.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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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익을 위해 레짐을 구축하기 때문에 레짐은 국가들에 대해, 특히
강대국들에 대해 독자력을 지니기 어렵다고 본다. 레짐들은 독립변수인
권력과 종속변수인 협력 사이 매개변수들일 뿐이다.”63)
레짐에 대한 제3의 설명모델로서 행위자들의 지식과 가치에 기반한
구성주의 국제정치 모델도 고려할 만하다. 1990년대 이후 구성주의 학
파의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구성주의자들은 ‘자유
주의·제도주의’와 현실주의적 관점이 공히 합리주의적 이익 혹은 권력
에 기반한 접근방식이란 점에서 둘 다 오류라 지적한다.64) 국가가 늘 합
리적 행위자가 아닌 점, 이익이 늘 정태적이지 않은 점을 강조한다. 국가
의 오늘 국제협력 동인이 미래 결과에 대한 고려에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의 경험 및 학습, 가치, 그리고 행위자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맥락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요컨대, 레짐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실증주의적 이익 혹은 권력이 아니라, 인식과 환경의 복합적 콤플레
스인 것이다.

2. 핵비확산레짐과 레짐이론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는 레짐의 국제협력 증진효과에 토대를 둔 자유
주의·제도주의 관점을 택하고 있다. 적어도 NPT레짐 50년 ‘성과’측면
은 이에 부합되는 바가 크다. 네오-리버럴에 속하는 코헤인(Robert

Stephen Krasner,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2(Spring, 1982), 185-205.
예로서 현실주의 Susan Strange 등은 World Bank, IMF 등 전후 주요 국제기구들이 미국
의 대전략 기제였다고 본다. Susan Strange, “Cave! hic dragones: a critique of regime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2(Spring 1982), 479-496; “The Persistent
Myth of Lost Hegemo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4(1987), 551–574 참고.
64)
Friedrich Kratochvil, Rules, Norms and Decisions(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참조.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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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ohane)은 아래 이유에서 국제레짐이 협력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크
다고 본다: (i) 회원국들의 행동 모니터(모니터 결과 규범 준수 여부에 대
한 정보공유, 위반시 제재 부과, 이를 통한 레짐이탈 최소화), (ii) 교류비
용 감축(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미래 합의비용 감축 및 협력가능성 제
고); (iii) 회원국 상호간 협력에 대한 기대 축적(반복을 통해 가까운 장래
상호작용이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과 명성의 중요성).65) NPT 수탁국 포
함, 회원국들 모두는 장기적 혹은 다층적 관점의 국익추구 및 궁극적 국
제평화와 안보 달성을 위해 자유주의·제도주의 차원에서 NPT 규범제정
및 준수, 그리고 모니터링 절차를 수용함으로써 핵비확산과 핵군축, 핵
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한 NPT 레짐의 출범 및 목표이행 진척에 기여한
것이다. 지난 50년 회원수의 급증(46에서 현재의 191), 레짐태동기 우
려했던 기아급수적 핵확산에 대한 억제 성과, 핵무기국가들의 핵군축 노
력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IAEA의 사찰검증과 평화목적 핵협력, 비확산 의무 비준
수 국가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 5년 주기 회원국의 이행을 평가하고
새로운 이행방향을 모색해온 아홉 차례의 NPT평가회의 정기 개최 등은
NPT레짐의 유용성을 용이하게 한 주요 기제였다. 더구나 NPT는 독립
된 레짐인 동시 여타 레짐들과 유기적으로 얽혀 소위 ‘레짐 콤플렉
스’(regime complex)를 구성하고 있다.66) 그만큼 NPT의 붕괴가 단순
하지 않음을 말한다. 핵사찰과 검증, 평화적 핵에너지 기술협력(제4조)
센터역을 수행하는 IAEA외에도 ‘쟁거(Zangger)위원회’(1971), ‘핵공
65)

66)

Robert Keohane, “The demand for international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2(Spring 1982), 325-355; Keohane, “Regimes and the limits
of realism: regimes as autonomous variabl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2(Spring 1982), 497-510.
regime complex는 위계적 질서 속에 있기보다는 느슨한 협력관계를 이루면서 부분
적으로 중첩되고, 같은 목적을 지닌 레짐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Karen J. Alter &
Sophie Meunier, “The Politics of Regime Complex,” Perspectives on Politics
7-1(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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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그룹’(1974) 등 여타 핵확산방지를 위한 수출통제레짐 및 관련협의체
가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67)
국제정치 현실주의에 따르면 적어도 안보부문에서 다자협력을 기초
로 한 레짐은 초기에 불안정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기만과 이탈 등이
발생, 레짐의 존속과 유지가 어렵다. 더군다나 다자협력은 양자협력보다
어려운데 NPT는 191개 회원을 갖고 있고, 회원국 관계도 단순히 핵무기
국가와 비핵무기 국가로 이분된 것만도 아니다. 핵무기국가내 미, 중, 러
경쟁과 불신이 있고 비핵무기국가중 미국과의 동맹국들이 있는가 하면
비동맹권과 중립국들이 있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다. 비확산과
군축의 균형적 이행 진전에 대해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핵비확산 레짐은 지난 50년 우여곡절속에서도 여전히 건
재하며 더하여 소기의 성과를 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본고는 NPT레짐의 한계나 도전측면에서 현실주의적이고 권
력배분적 대립과 갈등요소를 전적으로 간과하기 어려움을 인정한다. 레
짐의 태동부터 이후 운용과정, 그리고 2019년 제10차 NPT평가회의에
대한 권고안 합의부재까지, 행위자들에게 ‘절대적 득’과 나란히, 혹은 이
보다 더 강하게 ‘상대적 득’에 기초한 국익 고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리코(Joseph Grieco)같은 신현실주의자들은 권력에
기반한 패권안정론(hegemonic stability)의 시각에서 레짐을 본다. 그
는 때때로 레짐이론이 패권안정론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강력한 패
권국이 오히려 성공적이고 강건하며, 탄력성있는 레짐을 만든다고 본
다.68) 그리코의 관점은 어느 정도 전후 NPT레짐의 태동과 유지를 국가
67)

∙Zangger위원회는 NPT발효와 함께 제3조 2항의 해석을 위해 출범했다. 회원국들의
핵수출통제정책 해석 조율을 기한다. 5개 핵국가 포함 39개국이 회원이다. http://ww
w.zanggercommittee.org/.
∙핵공급그릅(NSG)은 핵 및 핵관련수출 지침의 이행을 통해 핵무기비확산에 기어코자
한다. 1974년 설립, 현재 48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한국은 1995년 가입했다. https://
www.nuclearsuppliersgroup.org/en/about-n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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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략의 중심에 둔 미국, 이를 수용한 소련과 영국의 공동이니셔티브
등에서 볼 수 있다. 이같이 리더십 부재시 레짐의 탄생과 운용이 순탄치
않다는 주장은 이해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아주 극단적 입장에서 루지스
카(Jan Ruzicka)와 같은 이는 NPT레짐내 미·소 두 초강대국의 “NPT
창출공모, 핵물질과 기술 접근방지를 위한 강압외교 및 무력사용, 비확
산레짐의 목표 및 기술유지를 위한 제도논쟁, 비확산 규범을 통한 특정
위계질서 창출 등 4종의 권력관계 흥정이 선의로 가려져 있다”고 주장하
기도 한다.69)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 어떤 회원국도 국제평화와 안보
에의 기여를 궁극적 목표로 한 NPT레짐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음은 물론
레짐붕괴를 꺼리고 있어, 극단적 유형의 권력기반 레짐설명모델의 설득
력은 감소되고 있다.
NPT레짐에 대한 구성주의적 시각은 자유주의·제도주의와도 현실주
의와도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 예컨대, 1945년 인류사 최초이자 유일
했던 핵폭탄 투하의 인적, 물적 재앙, 냉전기 양대 진영간 핵경쟁 및 핵전
쟁 위기, 세계화, 그리고 이미 지난 50년간 핵제로를 향한 NPT 의무규정
의 내재화 및 학습경험은 레짐의 효용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 혁명과 이념, 비동맹운동과 식민지배의 역사,
유구한 역사를 지닌 중동지역 갈등과 불신 등 여타 다양한 과거 경험과
학습, 가치들은 레짐의 국제협력 효력을 어렵게 하는 현실주의적 설명모
델에 좀더 부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미·중·러 강대국 패권 및 지정
학 경쟁이 첨예화된 이즈음, 코로나19 팬데믹의 사회정치적 맥락이 레짐
의 존립과 국제협력 유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구성주의의 경험, 학습, 가치 변수들은 단순히 국제규범이나 기술차원에
68)

Joseph Grieco,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A Realist Critique of
the Newest Liberal 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3(Summer,
1988), 485-507.
69)
Jan Ruzicka, “Behind the veil of good intentions: power analysis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International Politics 55(May 2018), 36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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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다루기 어려운 민감한 영역으로서 부단히 회원국 NPT외교에서 고
려되어야 할 요소다. 본고는 이를 5년 주기 NPT평가회의 리뷰사이클 각
각의 국제안보환경과 핵질서를 짚는 방식으로 대신했다.

Ⅴ. 레짐에 대한 설명모델들: 자유주의·제도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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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글로벌 핵비확산레짐의 평가와 전망

인류사상 처음으로 1970년 다수 국가들이 소위 핵무기라는 신종의 가
공할 무기의 비확산을 목표로 NPT레짐을 발효시켰다. 지난 50년 몇 차
례의 도전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회원국들은 레짐으로부터의 이탈(북한
예외)이나 붕괴를 원치 않았고, 그 가치를 보존해 왔다. 지난 50년 노정에
서 아홉 차례 개최된 5년주기 NPT평가회의(4주간)는 냉전을 가로지르
며 그때그때 회원국들의 조약 및 이전 평가결정 이행을 평가하고 차기
평가회의 좌표를 설정하는 디딤돌 역할을 해 왔다. 합의문을 배출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했으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비확산, 군축, 평화적
핵에너지 사용이란 무거운 주제를 놓고 거대규모 회원국들이 이행평가
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정기적 만남과 대화, 협상을 이어왔다는 점이다.
냉전기 NPT 1.0 버전하 네 차례 NPT평가회의가 냉전구도하 제한적으
로 미·소 양자간 핵군축 협상을 관리하고 핵비확산을 도모하는 정치선언
적 성격이었다면, 보다 강화된 평가과정을 수반한 냉전종식이후 NPT
2.0 버전하 다섯 차례 평가회의는 구체적 이행스텝과 액션플랜을 위한
회원국 포럼의 장이 됐다(2000년 13개 스텝 & 2010 액션플랜 등).
완전치 않으나, 즉, 여전한 한계 내지 도전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자유
주의·제도주의 관점에서 지난 50년 비확산 레짐의 성과와 유용성을 부
정하기 어렵다. 첫째, 보편성 확대다. 1970년 46개국이던 회원국수는
NPT효력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했던 1995년 이미 178개국으로, 그리
고 현재의 191개국(북한포함)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팽창, 오늘날 세계
최대 군비통제레짐이 됐다. 출범당시 미·소 주도라며 레짐을 수용치 않
던 후발 핵무기국가 프랑스와 중국도 냉전종식 후 1992년 NPT에 가입
했다. 회원국 증대는 레짐 초기 회원국들이 우려했던 글로벌 보편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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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성 문제에 따른 긴장과 불안감의 축소를 말한다. 191개 회원국 중에는
NPT 미가입 시기에 개발한 자국 핵무기를 파괴한 후 비핵무기 회원으로
가입한 남아프리카공화국(1991), 신생독립후 자국 영토내 소련핵무기
를 러시아로 이전하고 비핵무기 회원으로 가입한 우크라이나(1994), 카
자스흐탄(1994), 벨로루시(1993)도 있다.70) 그러나 여전히 글로벌 비
확산레짐의 보편성에 대한 도전이 NPT를 탈퇴한 북한은 물론 NPT밖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로부터 오고 있다. NPT회원국들은 레짐출범
시부터 미가입국들의 비준수에 따른 불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었다.
회원국들은 레짐을 탈퇴한 북한은 물론 이들 3국이 1967.1.1. 핵무기국
가가 아니었던 만큼 IAEA의 검증하 자신들의 핵무기를 해체하고 비핵국
가로 가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회원국 급증에 따라 이제 남은 미가입
국은 이들 3개국과 남수단(2011 독립)뿐이다. 이들로 인해 레짐의 비확
산도, 핵군축도 완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 누누이 NPT평가회의에
서 지적되어 왔다.
둘째, 레짐 태동전 우려됐던 핵무기확산의 기하급수적 증대는 없었다.
2020년 현재 핵무기국가는 9개국(5개 NPT체제내 핵무기국가, NPT밖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3개국, 그리고 NPT를 탈퇴한 북한)이며 이중
북한만이 비확산 의무를 위반하고 핵국가가 됐다. 물론 북한 외에도
NPT 역사속에서 비핵무기 회원국 중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도했던
나라들이 없지 않다. 이라크와 리비아의 경우 각각 국제사찰단의 사찰,
그리고 자발적 종료결정 등으로 의혹을 해소했다. 현재는 북한과 이란,
그리고 시리아가 비확산 도전요소로 지목받고 있다. 특히 북한은 회원국
들로 하여금 NPT탈퇴규정(제10조)의 불완전성을, 그리고 북한과 이란
은 공히 평화적 핵에너지사용(제4조)관련 IAEA의 사찰검증 강화필요성
을 일깨우는 데에 기여해 왔다.
70)

정은숙,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비핵화 사례,” 박기덕·이상현 편 『북핵문
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세종연구소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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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핵군축(제6조) 차원에서 본다면 적어도 미·소(러)가 전략무기통
제와 감축에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속 NPT 제6조의 역할을 간과하기 어
렵다. 실제로 NPT레짐 발효후 미·소(러)가 체결한 모든 전략무기통제협
정들은 서문에 NPT 제6조를 여러 군축동기중 하나로 언급해 왔다. 냉전
종식전후 미·소(러)는 정점대비 약 88%의 감축을 이행했다.71) 영국과
프랑스도 일방감축을 선언, 실천해 왔다. 중국은 선제공격불용(No first
Use)과 최소억지력 보유를 표방하나 핵무기 투명성은 배제하고 있다.
요컨대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비확산레짐 50년의 성과를 간과할 수
없다. 다만 적어도 향후 5~10년 중단기적 레짐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2015년 제9차 NPT평가회의에서 회원국들간 이견으로 합의문이 불발된
이후 현재까지 NPT의 핵비확산·핵군축 쟁점에 대한 합의가 수월치 않
다. 자칫 연거푸 2회 NPT평가회의 합의문 도출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되고 있는 제10차 NPT평가회의(당
초 2020.4~5월 예정)를 위한 마지막 준비회의(2019.4~5)에서의 권고
안 실패 배경과 이유들은 리뷰사이클 내 국제안보환경 및 핵질서 불안정
성을 반영하는 동시, 중단기적으로 합의전망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을
안겨준다. 마지막 준비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레짐의 존립과 목표이행에
합의하면서도 불가피 이견을 노정했다. CTBT비준, FMCT협상, 미러
INF조약(2019.8 소멸)과 New START(2021.2 만료예정)의 운명, ‘핵
무기금지조약’(TPNW, 2017) 및 미국이 2018년 제시한 ‘핵군축환경조
성’(CEND)구상 등 쟁점들이 대두됐다.72) 1995년 결의문 채택이후 계

71)
72)

https://www.armscontrol.org/factsheets/USRussiaNuclearAgreements.
최근 국제전략불안정에 관한 이슈는 Survival 특집호(2019)의 글들 참조: Alexey
Arbatov, “Mad Momentum Redux? The Rise and Fall of Nuclear Arms Control,”
Survival 61-3(2019); Brad Roberts, “Debating Nuclear No-first-use, Again,”
Survival 61-3(2019); Kjolve Egeland, “Arms, Influence and the Treaty on the
Probihition of Nuclear Weapons,” Survival 61-3(2019). 강대국 전략핵 경쟁 측면
은 Seyom Brown, “The New Nuclear MADness,” Survival 62-1(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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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 ‘중동WMD자유지대’ 건설에 대한 역내외 국가들간 불신과 이견도
여전했다. 더하여 리뷰사이클 내 2018년 미국의 이란핵 문제 해결을 위
한 다자협정(JCPOA, 2015) 탈퇴와 이에 대한 이란의 경고는 중동 핵확
산 위험 재점화 우려를 안겨주었고, 북미 하노이 핵협상 결렬(2019.2)도
비확산 부문 낙관적 전망을 안겨주지 못했다. 여기에 NPT밖 핵을 보유
한 인도와 파키스탄간 긴장관계까지 어우러져 큰 변수가 없는 한, 제10
차 NPT평가회의의 모습이 정치시상가 홉즈(Thomas Hobbes)의 ‘만
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으로 퇴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하여 중단기적 레짐 불안정성이 곧 레짐의 위기나 붕괴로 직결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NPT에 토대를 둔 글로벌 비확산레짐이 지
난 50년 여러 도전요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듯, 향후 50년 핵비확
산, 핵군축, 평화적 핵이용 달성을 목표로 지속될 것이라 전망된다. 지금
까지 북한을 제외한 거의 모든 회원국들은 NPT평가회의가 합의문 도달
에 실패한 경우에 조차 NPT목표에 대한 지지와 활성화를 강조할 뿐,
NPT무용론이나 레짐의 위기 혹은 붕괴가능성에 힘을 주지는 않았다. 더
하여 2020년 3월 5일 NPT 발효 5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서 5개 핵무기
국가 외무장관들은 “이 획기적 조약이 서명 2년만인 1970년 발효된 이
후 전세계 국가와 인류의 안전, 번영에 끼진 무한한 공헌을 기념하며,
NPT의 제반공약을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비확산과
평화적 핵에너지 사용, IAEA 검증의 중요성, 나아가 “모두의 안보를 해
쳐지지 않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지지 및 자
신들에 부과된 “핵군축과련 효과적 조처에 대한 선의의 협상 추구”의무
도 재확인했다.73)

73)

Joint Statement by the Foreign Ministers of China, France, Russ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Fiftieth Anniversary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March 10, 2020). https://vienna.usmissi
on.gov/joint-statement-on-the-fiftieth-anniversary-of-the-npt-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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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개 NPT회원국들은 자유주의·제도주의의 “계몽된 이기심”(enlightened
self-interest)에 의해 얼마간 비확산과 군축이행 진전에 얽힌 현실주의
적 이견과 갈등, 그로 인한 한동안의 불안정을 경험한 후, 복원력을 발휘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레짐을 위기로 몰아넣고 붕괴까지 이르게 하기에
는 회원국 전체에게 돌아가는 국제 평화와 안보라는 ‘절대적 이득’과 각
각의 입장에서 얻게 될 ‘상대적 이득’의 붕괴라는 합리적 계산이 나올 것
으로 보인다. 구성주의 차원에서 레짐 규정이 상당정도 내실화된 부분도
있다. 레짐붕괴시 전후 비확산을 국가대전략의 중요요소로 삼아온 미국
도, 미국의 핵전략을 능가하기 어려운 중국과 러시아도, 평화적 핵에너
지 사용의 이점을 누리고자 하는 비핵국가들도 모두 패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레짐을 파괴하고 새로운 레짐을 재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것도 국제정치학에서 중요한 가설중 하나다.
다만 지난 50년 계속해 왔듯 평가과정 강화노력, IAEA사찰 강화 및 제재
강화 노력, 그리고 북한사례를 통해 새롭게 레짐 탈퇴관련 조건 및 절차
강화 노력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북한핵의 글로벌 지평이다. 북한은 비핵무기회원으로 NPT에
가입한(1985)후 IAEA 사찰과 검증마찰 및 탈퇴선언(1993, 2003), 이후
여섯 차례 핵실험(2006~2017)과 핵보유선언, 핵위협 시위를 벌였다.
현재까지 ‘유일무이’한 회원국의 레짐이탈이다. 1995년 제5차 NPT평
가회의 이후 매번, 즉, 2000년, 2005년, 2015년 연속 회원국들에 의해
심대한 글로벌 비확산 도전요소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나아가 2006
년 이후 지난 14년간 북한은 유엔안보리의 비확산 제재 대상국이 되어
현재는 거의 포괄경제제재 수준의 부문제재를 받고 있다. 100개 이상의
주요 국가기관과 인물들은 별도로 자산동결, 여행금지 대상명단에 포함
됐다. 비확산 카테고리로는 유엔사상 첫 제재였고, 같은 해 두 번째로 비
확산 제재대상이 되었던 이란은 핵프로그램 의혹을 받고 있을 뿐, 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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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탈퇴한 바 없다.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보유 정당성을 인정치 않음은
물론 조속히 NPT복귀 및 IAEA 안전조치에 임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
해 왔다. 변수가 없다면 차기, 즉, 제10차 NPT평가회의에서도 여타 쟁점
들과 함께 회원국들의 비확산, 군축, 평화적 핵이용 등 NPT목표 이행을
더디게 하는 도전요소중 하나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책임있는
글로벌 중견국이자 비확산레짐의 존립과 안정성 유지를 지지해 온 대표
적 국가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미래지향적 백년대계의
남북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검증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NPT레짐에의 복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 점에서
북한의 노력을 견인하는 데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글로벌 핵비확산레짐의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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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略語)
ABM조약(Ant-Ballistic Missile): 탄도탄요격조약
CEND(Creating an Environment for Nuclear Disarmament): 핵군축
환경조성
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완전·검증가
능·불가역적 폐기
ENCD(Eighteen Nation Committee on Disarmement):18개국군축
위원회
FMCT(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무기용 핵분열물질 생산금지
조약
INF조약(Intermediate Nuclear Force): 중거리 핵전력조약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미사일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공동포괄행동계획
LTBT(Limited Test Ban Treaty): 제한적 핵실험금지조약
NPT(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
SALT(Strategic Arms Limitation Treaty): 전략무기제한조약
SLBM(Submarine Launched-Ballistic Missile): 잠수함발사미사일
START(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전략무기감축조약
TPNW(Treaty on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핵무기금지조약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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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NPT조약 원문
Text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74)
The States concluding this Trea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to the Treaty, Considering the devastation that would be visited upon all mankind by a nuclear war and the consequent need
to make every effort to avert the danger of such a war and to take
measures to safeguard the security of peoples, Believing that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would seriously enhance the
danger of nuclear war, In conformity with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calling for the conclusion of an agreement on the prevention of wider dissemination of nuclear weapons,
Undertaking to co-operate in facilitating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feguards on peaceful nuclear
activities, Expressing their suppor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other efforts to further the applic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feguards system, of the principle of safeguarding effectively the flow of source and special fissionable materials by use of instruments and other techniques at certain
strategic points, Affirming the principle that the benefits of peaceful applications of nuclear technology, including any technological
by-products which may be derived by nuclear-weapon States from
the development of nuclear explosive devices, should be available
for peaceful purposes to all Parties to the Treaty, whether nuclear-weapon or non-nuclear-weapon States, Convinced that, in
furtherance of this principle, all Parties to the Treaty are entitled
to participate in the fullest possible exchange of scientific in-

74)

https://www.un.org/disarmament/wmd/nuclear/npt/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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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 for, and to contribute alone or in co-operation
with other States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applications of atomic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Declaring their intention to achieve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he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nd to undertake effective measures in the direction of nuclear disarmament, Urging the co-operation of all
States in the attainment of this objective, Recalling the determination expressed by the Parties to the 1963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s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in its Preamble to seek to achieve the discontinuance of all test
explosions of nuclear weapons for all time and to continue negotiations to this end, Desiring to further the easing of international tension and the strengthening of trust between States in order to facilitate the cessation of the manufacture of nuclear weapons, the liquidation of all their existing stockpiles, and the elimination from national arsenals of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of their delivery pursuant to a Treaty on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Recall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States must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at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re
to be promoted with the least diversion for armaments of the
world’s human and economic resources,

Have agre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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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Ⅰ
Each nuclear-weapon State Party to the Treaty undertakes not to
transfer to any recipient whatsoever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or control over such weapons or explosive
devices directly, or indirectly; and not in any way to assist, encourage, or induce any non-nuclear-weapon State to manufacture or
otherwise acquire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or control over such weapons or explosive devices.
Article Ⅱ
Each non-nuclear-weapon State Party to the Treaty undertakes
not to receive the transfer from any transferor whatsoever of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or of control over such
weapons or explosive devices directly, or indirectly; not to manufacture or otherwise acquire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and not to seek or receive any assistance in the manufacture of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Article Ⅲ
1. Each non-nuclear-weapon State Party to the Treaty undertakes to
accept safeguards, as set forth in an agreement to be negotiated
and concluded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the Agency’s safeguards system, for the exclusive purpose of verification of the fulfilment of its obligations assumed
under this Treaty with a view to preventing diversion of nuclear
energy from peaceful uses to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Procedures for the safeguards required by this
Article shall be followed with respect to source or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whether it is being produced, processed or
used in any principal nuclear facility or is outside any such
facility. The safeguards required by this Article shall be applied
<별첨>: NPT조약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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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ll source or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in all peaceful nuclear activities within the territory of such State, under its
jurisdiction, or carried out under its control anywhere.
2. Each State Party to the Treaty undertakes not to provide:(a)
source or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or(b) equipment or material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the processing, use or production of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to any non-nuclear-weapon State for peaceful purposes, unless the source
or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shall be subject to the safeguards
required by this Article.
3. The safeguards required by this Article shall be implemented in a
manner designed to comply with Article IV of this Treaty, and to
avoid hampering the economic or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Parties 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peaceful
nuclear activiti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nuclear material and equipment for the processing, use or production of nuclear material for peaceful purpos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d the principle of safeguarding set forth in the Preamble of the Treaty.
4. Non-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shall conclude
agreements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Article either individually or together
with other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Negotiation of such agreements shall commence within 180 days from the original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For States depositing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fter the 180-day period, negotiation of such agreements shall commence not later than the date of such deposit.
Such agreements shall enter into force not later than eighteen
months after the date of initiation of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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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Ⅳ
1. Nothing in this Treaty shall be interpreted as affecting the inalienable right of all the Parties to the Treaty to develop research,
production and use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without discrimination and in conformity with Articles I and II of this
Treaty.
2. All the Parties to the Treaty undertake to facilitate, and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fullest possible exchange of equipment, materials an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for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Parties to the Treaty in a position to do so shall also co-operate in contributing alone or together with other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applications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especially in the territories of non-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with due consideration
for the needs of the developing areas of the world.
Article Ⅴ
Each Party to the Treaty undertak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in accordance with this Treaty, under appropriate international observation and through appropriate international procedures, potential benefits from any peaceful applications of nuclear explosions will be made available to non-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and that the charge to such Parties for the explosive devices used will
be as low as possible and exclude any charg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Non-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shall be able to obtain such benefits, pursuant to a special international agreement or agreements, through an appropriate international body with adequate representation of non-nuclear-weapon
States. Negotiations on this subject shall commence as soo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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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e after the Treaty enters into force. Non-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so desiring may also obtain such benefits pursuant to bilateral agreements.
Article Ⅵ
Each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undertakes to pursue negotiations in good faith on effective measure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t an early date and to nuclear disarmament,
and on a treaty on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Article Ⅶ
Nothing in this Treaty affects the right of any group of States to
conclude regional treaties in order to assure the total absence of
nuclear weapons 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Article Ⅷ
1. Any Party to the Treaty may propose amendments to this Treaty.
The text of any proposed amendment shall be submitted to the
Depositary Governments which shall circulate it to all Parties to
the Treaty. Thereupon, if requested to do so by one-third or mor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the Depositary Governments shall
convene a conference, to which they shall invite all the Parties to
the Treaty, to consider such an amendment.
2. Any amendment to this Treaty must be approved by a majority of
the votes of all the Parties to the Treaty, including the votes of all 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and all other Parties which,
on the date the amendment is circulated, are members of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for each Party that deposits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f the amendment upon the deposit of
such instruments of ratification by a majority of all the Parties, including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f all nuclear-wea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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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Party to the Treaty and all other Parties which, on the
date the amendment is circulated, are members of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reafter,
it shall enter into force for any other Party upon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f the amendment.
3. Five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a conference
of Parties to the Treaty shall be held in Geneva, Switzerland, in order to review
the operation of this Treaty with a view to assuring that the purposes of the Preamble and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are being
realised. At intervals of five years thereafter, a majority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may obtain, by submitting a proposal to
this effect to the Depositary Governments, the convening of further conferences with the same objective of reviewing the operation of the Treaty.
Article Ⅹ
1. This Treaty shall be open to all States for signature. Any State
which does not sign the Treaty before its entry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this Article may accede to it at any
time.
2. This Treaty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by signatory States.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nd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are hereby designated the
Depositary Governments.
3. This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after its ratification by the
States, the Governments of which are designated Depositaries of
the Treaty, and forty other States signatory to this Treaty and the
deposit of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For the purpos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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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eaty, a nuclear-weapon State is one which has manufactured and exploded a nuclear weapon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 prior to 1 January 1967.
4. For States whos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e deposited subsequent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i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5. The Depositary Governments shall promptly inform all signatory
and acceding States of the date of each signature, the date of deposit of eac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of accession,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and the date of receipt of any
requests for convening a conference or other notices.
6. This Treaty shall be registered by the Depositary Governments
pursuant to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Ⅺ
1. Each Party shall in exercising its national sovereignty have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Treaty if it decides that extraordinary
events,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Treaty, have jeopardized the supreme
interests of its country. It shall give notice of such withdrawal to
all other parties to the Treaty and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ree months in advance. Such notice sha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extraordinary events it regards as having jeopardized its supreme interests.
2. Twenty-five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a conference shall be convened to decide whether the Treaty shall continue in force indefinitely, or shall be extended for an additional fixed period or periods. This decision shall be taken by a
majority of the Parties to the Treat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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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Ⅻ
This Treaty, the English, Russian, French, Spanish and Chinese
texts of which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Depositary Governments. Duly certified copies of this
Treaty shall be transmitted by the Depositary Governments to the
Governments of the signatory and acceding Stat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triplicate, at the cities of London, Moscow and
Washington, the first day of July,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ixty-eight.
Note:
On 11 May 1995, in accordance with article X, paragraph 2,
the Review and Extension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decided
that the Treaty should continue in force indefinitely (see decis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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