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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핵국들은 비핵국들의 핵기술 수준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양
한 수단을 동원해 왔다. 이는 기술의 불가역성에서 기인하는 것으
로 비핵국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핵기술을 보유할 경우 수평적 핵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핵기술
수준에 대한 통제가 모든 국가에게 동일하게 작용된 것은 아니었
다. 일례로 이란과 일본의 경우 두 국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농축 및 재처리(ENR) 기술을 보유하고 싶어 했으나 일본이 상당
한 수준의 핵기술을 보유하게된 반면, 이란은 핵기술 수준을 감소
시키는 방향의 통제를 받았다.
이러한 핵기술 수준의 통제는 해당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란의 경우 2015년 P5+1과 체결한 JPCOA가 이에
해당하며 일본의 경우 1977년과 1988년의 미일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협상이 이러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 국가의 핵
기술 수준 통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두 국가가 미국을 위시한
국제주류질서에 가지는 불만족의 정도, 두 국가가 속해있는 지역
이 보이는 분쟁의 유형, 두 국가로 핵기술을 전달한 공급국의 유
형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요인이 미국 등의 핵기술 수준 통제 주
체가 통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핵확산 위협 인식을 높이거나 낮
춤으로써 실제적인 핵기술의 변화를 초래했다고 보았다.
연구에서 도출해낸 상기의 요인들이 모든 사례에서 핵확산
의 위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사례나 현재에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
았지만 과거 핵무기를 보유했던 핵포기 국가들의 사례에서는 위의
변수들이 아닌 다른 요인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핵기술 수준에 있어 차이가 나는 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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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있어서 기술 수준이 높은 국가가 아
닌 기술 수준이 낮은 국가에게 오히려 더욱 강하게 압박을 한 요
인을 찾고자 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 수준과 기술
통제의 역전이 일어난 원인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서
일본과 이란을 선택하였고, 상기 두 사례에서는 본 연구의 세 가
지 변수들이 각기 기술 통제를 약화 또는 강화시키는 방향을 설명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핵기술 수준 통제, 핵잠재력, 불만족도, 분쟁의 유형, 핵기술
공급국, 이란, 일본
학 번 : 2013-2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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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핵확산의 방지에 있어 기술의 통제는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해
왔다. 기술 발전의 불가역성을 고려한 핵국들은 비핵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무력 개입, 정권 교체,
경제제재 등의 다양한 수단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통제가 모든 국가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된 것은
아니다. 북한, 이란,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국가들은 모두
자체적인 기술 개발과 외부로부터의 기술 유입을 통해 높은 수준의
핵기술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핵기술 수준의 상승은 외부 세계로
부터 기술 수준을 낮추도록 압박을 받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는 달리,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앞의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들은 국제사회의 압력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러한 기술통제의 차별성을 가장 뚜렷이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이란과 일본을 비교할 수 있다. 이란과 일본을 비교할 때, 일본의 기술
수준이 이란의 기술 수준에 비해 훨씬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일본이

아닌

이란의

기술통제에

더욱

강한

기준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란은 2015년 7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이
포함된 P5+1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PC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하 JPCOA)에 서명하였다. 해당 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핵무기 제조가 의심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
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사찰을 받고, 우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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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의 농도와 규모를 제한하며, 이란이 보유한 원심분리기 중 기술
수준이 낮은 일부의 개체만을 한정된 시설(Natanz)에서 운영하는 대신,
그 동안 국제사회가 이란에게 가해온 경제∙금융 제재를 해제하는데에
합의하였다.1) JPCOA의 핵심은 이란이 가진 핵기술 수준을 낮추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이란에게

가해졌던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JPCOA의 구체적 시행은 20
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실제 이란의 핵기술 수준을
낮추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에 대하여 아직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
이지만, 합의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이란의 핵기술을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JPCOA에 이르기까지 이란의 핵기술 수준에 대해 국제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실제 이란에 압박을 가해왔으며 이는
<표1>에 정리되어 있다.
날짜
2003.11

조치 수단
IAEA 이사회 결의

2004.11

Paris 합의

2005.06

미국 대통령령

2006.03
2006.07
2007.02
2008.09

UN안보리 대표성명
UN안보리 결의1696
UN안보리 결의 1737
UN안보리 결의1835

2009.11

IAEA이사회 결의

2010.06

UN안보리 결의 1929

2011.11

IAEA안전조치 보고서

2011.11

IAEA이사회 결의
미 국내법
(이란 위협감소 및 시리아
인권법)
IAEA의장 보고서
미국 대통령령

2012.08
2013.05
2013.06

주요 내용
이란의 핵활동에 대한 확인 요청
이란내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의 잠정적
중지
WMD 확산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금지
이란이 IAEA에 협조할 것을 요구
이란내 농축 활동 중지
이란내 농축 활동 중지
기존 안보리 결의 이행촉구
Fordow 시설의 비공개 재처리 시설에
대한 비난
이란 재처리 시설에 대한 제재
이란 핵 프로그램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 지적
이란의 비확산 의무이행 촉구
핵확산과 관련한 주체들에 대한 선박의
서비스나 이에 대한 보험, 재보험 제공
금지
이란의 핵확산 의혹제기
이란과의 거래 금지

1) 전은주, “이란 핵 협상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원자력 정책 Brief Report,
2015-2호 (2015년 9월),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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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이란 핵기술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출처: Nuclear Threat Initiative(NTI), Country Profile, Iran, Nuclear, htt
p://www.nti.org/learn/countries/iran/nuclear/(검색일: 2016년 4월 2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기준이 된
것은 이란의 기술 수준이 높아져 간다는 데에 있었다. 한 국가의 핵기술
수준을 측정하는 것에는 여러 기준이 있으나 최근의 여러 논의들에서는
핵잠재력이 국가의 핵 기술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2) Scott D. Sagan의 정의에 따르면, 핵잠재력이란 “한 국가가
현재의 기술개발 상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심한 경우 실제 한
기의

핵무기를

개발하기까지

기간의

측정치(a

measure

of

how

quickly a state could develop a nuclear weapon if it chose to do
so from its current stat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를
의미한다.3) 즉, 핵잠재력은 한 국가의 현재 기술 수준과 첫 번째 핵무기
조립시의 기술 수준의 차이를 시간의 단위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핵잠재력의

측정은

국가들이

가지는

우라늄

매장량,

2)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Matthew Fuhrmann and Benjamin Tkach,
“Almost nuclear: Introducing the Nuclear Latency dataset,”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32(4) (2015), pp. 443-461., D.J.
Sweeney and W.S. Charlton, “Simulating State Proliferation for Nuclear
Weapons Latency,” INMM 54th Annual Meeting, 14-18 July 2013, Palm
Desert, Californica, USA., Scott D. Sagan, “Nuclear Latency and Nuclear
Proliferation,” Ch.5 in William Ptter and Gaukhar Mukhatzhanova (eds),

Forecasting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21st Century: The Role of
Theory, Vol.1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등이 있
다.
3) Sagan, 2010,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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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를 만들어낼
간접적으로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존재 등을 가지고

파악하였으나

이러한

기준은

점차

국가의

농축∙재처리(ENR: Enrichment and Reprocessing, 이하 ENR)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4)
따라서, 이란의 핵 기술 수준 통제와 관련해서도 국제사회는
ENR을 중심으로 한 핵잠재력을 축소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이란의 ENR 능력은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이란의 경우 Fordow지역에 연구 용도의 재처리 시설과 Natanz
지역에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농축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두
시설에서 나오는 핵분열 물질이 즉시 무기급으로 전환되기는 어렵다.5)
반면, 일본의 경우 농축과 재처리 시설을 모두 연구용보다 높은
수준의 용량과 능력이 확보되는 산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ENR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내에만 1,200~1,400Kg의
고농축 우라늄6)과, 10.8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7)
4)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은 크게 무기급 핵분열 물질의 확보, 핵탄두의 제작, 발사체
의 확보, 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국제사회의 감시와 통제가 가장 강
한 부분이 첫 번째 단계인 핵분열 물질의 확보이다. 이는, 탄두나 미사일의 개발
이 국가들에 의해 비밀스럽게 제작될 수 있는 것과 달리 핵분열 물질은 IAEA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ENR은 이러한 무기급 핵
분열 물질을 제작할 수 있는 시설로, 핵무기 제조의 가장 기초단계이자 가장 국
제사회의 감시가 강한 단계라는 의미에서 핵잠재력의 측정에서 중요한 단초를 제
공한다.
5) 핵분열 물질은 우라늄235와 플루토늄 239로 나눌 수 있는데 우라늄의 경우 1기
의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90%이상으로 농축된 고농축 우라늄(HEU: Highly
Enriched Uranium) 25kg이 필요하다. 플루토늄의 경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우라늄235를 연소하여 얻어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재처리
(reprocessing)라고 부른다. 재처리를 통해 얻어진 93%이상의 고순도 플루토늄
이 8kg 정도 확보되어야 1기의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핵무기 1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과 고순도 플루토늄의 양을 유의량(SQ: Significant
Quantity)라고 부른다.
6) Michelle Cann, Kelsey Davenport and Sarah Williams, The Nuclear
Security Summit: Progress Report:2013 (Washington D.C.: Arms Control
Association and Partnership for Global Security, 2013), p. 31.
7) IAEA Informationa Circular, 2015, INFCIR/549/Add.1/18 Attachment,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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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란과 일본이 핵기술 수준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일본이 아닌 이란의 핵잠재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기술 수준이 높아지는 국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이를 통제하려 하는 기존의 경향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이란의 핵잠재력을 비교할 때
일본이

더욱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기술

수준을

낮추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양 국가에게 역전되어 나타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연구질문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비핵국가들의 핵기술 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비확산 레짐의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핵기술에서 차이가
나는 두 국가 중 더 낮은 수준의 기술을 유지하는 국가에게 기술 수준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이유를 찾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기술 통제 요
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사례는 여러 가지가 발견될 수 있겠으나, 가
장 최근의 기술 수준 통제 압박을 받은 이란과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
준의 핵기술을 보유했으나 기술 수준 통제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
웠던 일본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의 변수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 중, 국가들이
가진 기술 수준의 변화가 핵무기 개발을 추동할 것이라는 기술결정론도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핵확산의 공급 측면 연구라는
형태로

변화되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8)

기술적

요인에

주목한

No.:JPM/NV-172-2015, https://www.iaea.org/sites/default/files/infcirc549
a1-18.pdf(검색일: 2016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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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핵확산 연구의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핵확산
위협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핵기술을 보유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일본, 벨기에, 캐나다, 독일 등의 많은
경험적 사례에서 기술 수준이라는 요인만으로는 핵확산의 퍼즐을 풀 수
없음이 밝혀졌고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란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여 기술 수준
이외에 핵확산의 위협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찾아보고 이것이 어떻게
다시 한 국가의 기술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란과 일본이 정말로
기술 수준에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과
이란은 모두 천연 자원으로 국내 전기 수요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9) 두 국가들은 모두 국내의 부족한 전기 공급을 충당하기
8) 핵확산에서 기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핵확산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활발
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핵무기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었던 반면, 그에
대한 공포가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핵확산에서 기술의 역할을 강조
한 연구로는 R,N. Rosecrane, “International Stability and Nuclear diffusion,”
in R,N. Rosecrane (eds.), The Dispersion of Nuclear Weapons: Strategy

and Politics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4), Lewis Dunn
and Herman Khan, Trends in Nuclear Proliferation, 1975-1995:
Projections, Problems, and Policy Options (NY: Hudson Institute, 1976),
Donald

A.

MacKenzie,

“Toward

and

Historical

sociology

of Nuclear

Weapons,” in Nils P. Gleditsch and Olax Njolstad (eds.), In Arms Races:
Technological and Political dynamics (Oslo: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990), Alex Ronald, “Was the Nuclear Arms Race Deterministic?”

Technology and Culture Vol.51(2010), Peter Lavoy, “Nuclear Myths and
Causes of Nuclear Proliferation,” in Zachary S. Davis and Benjamin
Frankel (eds.), The Proliferation Puzzle: Why Nuclear Weapons Spread

and What Reseults (London: Frank Cass, 1993), Richard K. Betts,
“Paranoids,

Pygmies,

Pariahs

and

Nonproliferation

Revisited,”

in

in

Zachary S. Davis and Benjamin Frankel (eds.), The Proliferation Puzzle:

Why Nuclear Weapons Spread and What Reseults (London: Frank Cass,
1993) 등이 있다.
9) 일본의 경우 부존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란의 경우 석유라는 부존 자원이
풍부한 것을 사실이나 국내 전기 수요량을 감당하기에 석유를 이용한 화력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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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다는 명분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까지 국내 전기생산량의 30%
이상을 원자력 발전에 의존해 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많은 수의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가동범위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43곳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 가능 상태에 있다.10) 이란 역시 원자력
발전을 통하여 국내의 전기 생산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으며 1.5%의
낮은 원자력 의존도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려는
추세에 있다.11) 두 국가 모두 전기 생산을 이유로 핵의 평화적 이용
방식인 원자력 발전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전히 원자력 관련 의료
및 에너지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두 국가에서
실제로 기술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분야인가? 이러한 질문의
답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가의

핵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로서

핵잠재력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역사적으로 두 국가의 핵잠재력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두 국가의 핵기술 수준이 확인된 후에는 핵기술 수준의 차이를
능가하여 기술 수준의 통제 요구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첫째, 두 국가가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모습이
유사한지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 타국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는 무수히 다양하다. 그러나 핵기술
통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어떠한 국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국가가 패권국에 의해 제시되는 질서에 얼마나 순응적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핵기술

통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비용이 전기사용량 보다 비싸기 때문에 전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10)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대다수의 발전 가능한 원전이 가동 중단된 상태에 있
으며 2016년 5월 현재에는 2개의 원자로에서만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IAEA
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Country Statistics, Japan, https://ww
w.iaea.org/PRIS/CountryStatistics/CountryDetails.aspx?current=JP,

검색일:

2016년 5월 18일)
11) IAEA 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Country Statistics, Iran,

http

s://www.iaea.org/PRIS/CountryStatistics/CountryDetails.aspx?current=IR(검
색일: 2016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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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가 생산∙조립된 이후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실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타국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국가가
누구를 적으로 또는 견제 대상으로 간주하여 핵무기를 생산하려고
하는지의 문제는 비확산 질서를 주도하는 패권국과 강대국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핵기술 통제를 실행하는 패권국과 강대국
집단에게 일정 수준의 핵기술을 가진 국가가 가지는 정체성으로서의
불만족도의 측정이 중요하게 작용하다. 이란과 일본에 있어서도 이러한
불만족도의 측정이 필요한데, 먼저 이란과 일본이 세계의 중심부와
주변부의 어느 곳에 속하는지, 또한 패권국이 미국과 어떠한 관계를
보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핵기술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두 국가가 처한 지역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핵기술 보유국의 불만족도가 세계적인
차원의 체제에 대한 반감을 측정하는 것이라면, 지역적 상황에 대한
고려는 그 국가를 둘러싼 특수한 상황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고려를 평가할 때 핵기술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파악되어야 할 부분은 분쟁의 유형이다. 이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핵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러한

안보적인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국가가 속한 지역이 보이는 분쟁이 어떠한 형태를 띄는
지에 따라 국제사회는 해당 국가의 핵기술 수준의 통제 여부와 수위를
조정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두 국가로 기술이 이전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핵기술의 발전이
내부적인 기술 발전과 외부로부터의 기술 유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가능해졌다. NPT상 핵국으로의 핵확산이 일어난 1차 핵확산 시기의
경우 단기간에 여러 국가에서 핵무기 기술이 획득되었는데 이는 기술의
이전이 없이는 불가능 하였다. 이후 핵국들의 기술 통제로 인하여
일찌감치 핵분열 물질의 수출 통제 등이 이루어졌으며, NPT와 IAE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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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엄격한 감시가 있어왔기 때문에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

되었다.

따라서, 핵기술 수준에 있어 기술 이전은 핵심적이면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핵기술 이전이 항상 비확산레짐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A. Q. Khan 네트워크와 같이 비확산레짐의 감시를
벗어나서 기술 이전을 시도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12)
핵기술 수준 통제에 있어서 기술 지원국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기술

이전을

관리되는지를
불투명하게

받은

국가의

보여주기
운영한다면

핵기술이

때문에
그

얼마나

중요하다.

국가의

실제적인

한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가가

핵기술을

기술

수준과

무관히

국제사회는 기술 수준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 핵무기의
종국적인 성격상 국제사회에서는 관련 기술을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공개되지 않는 기술 수준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북한의
경우에서 잘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란과 일본에 핵기술을 이전한
국가군을 살펴보고 이들이 기술 수준의 투명성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투명성의 차이는 결국 외부세계로
하여금 그 국가의 핵확산의 위협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그
국가의 핵기술 통제의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란과 일본을 대상으로 ‘두 국가가 실제적인 핵
기술 수준이 얼마나 차이를 보였는가?’ ‘두 국가가 국제체제로서 미국
패권중심의 질서에 가지는 불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두 국가가
속한 중동과

동아시아가

가지는 분쟁 유형의 차이는

무엇인가?’

‘일본과 이란에 기술을 이전한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의 기술 이전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 에 대한 질문의 답을
12) 핵민감기술의 이전과 관련하여 사실상의 핵국으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2차 확
산 시기에는 상당수의 비밀스러운(covert) 기술이전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례
에는 프랑스-이스라엘, 중국-파키스탄, 파키스탄-북한 등이 포함된다.(Matthew
Kroenig, Exporting the Bomb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2010), pp. 19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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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음으로써 이란과 일본에서 핵기술 통제 요구의 역전이 일어난 요인을
분석해볼 것이다.

3.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핵기술 수준 통제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핵기술 수준 통제라는 종속변수를
확인해야 한다. 핵기술 수준의 통제라는 개념은 핵기술 수준과 이에
대한 통제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먼저,

이란과

일본에서의

핵기술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은 두 국가의 핵잠재력을 포함한 핵능력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국가 모두 지속적으로 ENR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핵기술 수준을 상승시키는 움직임을 보였었다. 그러나 이란의 경우 JPC
OA를 통해 이전보다 핵기술 수준이 낮아지게 된 반면, 일본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을 통해 ENR능력 활용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획득하고 이를 실제 핵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술 수준의 변화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통제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났다고 본다. 즉, 이란의 경우
국제사회로 하여금 이란의 핵기술 상승을 묵인할 수 없는 요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수준의 통제기제가 작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란의 핵기술 수준이 실제로 낮아지게 되었다. 이에 반해 일본의
핵기술 상승을 억제하는 통제기제는 미약하게 작동하였거나 혹은 오히려
일본의 핵기술 상승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었고 일본은
이전보다 높은 핵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만족도,
분쟁의 유형, 공급국의 유형이라는 독립변수가 핵확산 위협 인식이라는
매개변수를 거쳐 핵기술 수준 통제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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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란과 일본의 핵기술
수준 통제가 발생한 시점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란의 경우 2015년 서명한 P5+1과의 JPCOA를 핵기술 수준
변화의 기점으로 볼 수 있다. <표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란이
포괄적인 협상안인 JPCOA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와 수많은 마찰이
있어왔으며 이로 인해 이란은 핵기술 수준의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
다. 구체적으로 기존 약 19,000개의 원심분리기를 6,104개로 줄이고,
기술적으로 더 발전한 2세대 원심분리기 IR-2의 작동은 중지하고 1
세대 원심분리기 IR-1만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
6,410개의

원심분리기중

5,060개만을

이용하여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게 된다. 농축 농도와 관련해서도 이란은 최소 15년 동안 3.67%
이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을

것이며

15년간

우라늄

농축을

목적으로 신규 시설을 건설할 수도 없다. 운영이 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Fordow 시설의 경우 향후 이 시설에서는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도록 하고, 본 시설을 오직 평화적인 목적의 핵, 물리 및 기술 센터로
전환하여 합의된 연구 분야의 국제협력만 추진하게 된다. 특히, Fordow
시설에서는 어떠한 핵분열 물질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Arak 지역의
중수로의 경우 국제협력을 통해 현대화를 위한 재설계 및 재건축은
지원받지만,

무기급

플루토늄은

생산하지

않도록

재처리

활동은

금지된다. 이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사용 후 핵연료는 해외로 반출될
것이다.13) 이를 통해 이란은 확연하게 핵기술 능력이 감소하는 방향의
개입을 경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이란보다 이른 시기에 핵기술 수준에 대한 협상을
경험하였다. 1977년 후쿠다 수상이 미국을 방문하여 도카이무라 재처리
시설의 가동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된 미일 간의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협상은 1988년에 마무리 되었다. 1950년대부터 꾸준히
원자력 발전에 투자를 지속해온 일본은 1970대 초 발생한 Oil Shock
13) 전은주, “이란 핵 협상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원자력 정책 Brief Report,
2015-2호 (2015),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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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 자급도를 높이려고 하였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높여 원자력 의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1977년 4월 미국 카터 대통령은
상업용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와

신원자력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고속증식로의

개발을

사실상

금지하는 발표를 하였다. 이로 인해 1977년 토카이무라 현에 재처리
공장의 운영을 시작하려했던 일본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원래의
계획대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일본의
재처리 시설 가동과 카터 대통령의 비확산에 대한 강경노선 발언이
맞물리면서 초기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특히,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하지

않는

‘혼합추출’을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과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구분한 일본의 ‘단체추출’ 방식이 주요 대립 의제로
거론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재처리로부터

얻어지는

플루토늄을

초산플루토늄의 형태로 단체추출한 후에 이를 같은 공정으로 얻어진
초산우라늄과 혼합하여 액체상태로 보관하는 ‘혼합저장’방식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1차 교섭이 마무리 되었는데 이는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2> 1977 재처리 합의에서 미∙일의 주요 주장과 합의내용
출처:

전진호,

“미일

원자력

국제협력-로카쇼무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제 27호(2006),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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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리

시설

가동을

미국의회는 1978년 핵비확산법(NNPA: Nuclear Nonproliferatio
n Act)를 제정하였는데 미국의 원자력 자재 및 기술의 수출, 미국산
핵물질의 재처리, 제 3국 이전에 대한 사정동의에 관해서 기준과 수속을
정하고 핵비확산에 협력하는 국가에게는 핵연료공급보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핵비확산법은 향후 미일간
사전동의권을 논의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고도 하였다. 1977년
협정은 원래 1979년 만기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협상을 통하여 이를 19
81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1981년 7월 레이건 대통령은
핵확산 위험이 없는 선진 원자력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재처리와
고속증식로 개발을 막지 않겠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토대로

1981년

10월

30일

미일

양국은

재처리

장기협정을 1984년 12월까지 체결하며 재처리 시설의 능력의 범위인
연간 210톤의 가동 범위 내에서의 운행을 보장하며, 제 2재처리공장에
대해서는

주요한

안전조치의

조치를

취하지

관점으로부터

않는다는

의견을

종래의

교환한다는

제약을

내용의

없애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레이건 행정부에 들어 이전 카터 행정부와 달리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유연한 태도를 확인한 일본은 포괄동의방식에 의한 협정
추진을

위해

진행하였으나

1982년부터
별다른

1984년까지

진전을

10차례에

보이지는

걸쳐

못했다.

협상을

지속적으로

포괄동의방식을 주장한 일본과 78년의 핵비확산법에 근거한 미국의
요구는 85년에 서면으로 진행된 11차 ,12차 협상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고

조속한

협정의

타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두

국가는

협정안과 실행협정의 작성을 분리시켜 담당함으로써 간극을 메우고자
하였다. 이후 추가적으로 3회의 협상을 거쳐 마침내 1987년 미일간
신협정안에 대한 양국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협정안의 핵심은 일본이
제출하는 원자력활동계획의 범위 내에서 미국이 30년에 걸쳐 일괄해서
사전동의를

해주는

형상・내용변경

및

포괄동의방식의
저장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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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었다.
조건인

재이전,

미국의

동의를

재처리,
기존

개별심사방식에서

장기

프로그램

방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핵연료주기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 20여 년간 이 합의는 일본의 핵기술 개발 분야의 자립성을
보호하고, 이를 통한 핵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일조해 왔다.
이 뿐만 아니라 양국 정부는 지속적인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에는 미국, 일본, 프랑스 및 캐나다와 함께 제4대
원자로개발계획(GEN-4)에 합의하였으며, 2006년에는 일본이 미국에서
추진

중인

국제원자력에너지파트너십(GNEP)

구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 원자력의 이용 확대와 핵확산 위험
관리를 위하여 미일원자력공동행동계획(US-Japan Joint Nuclear Ener
gy Action Plan: JNEAP)을 개시하는 등 양국의 원자력 분야 협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0년 3월, JNEAP 조종위원회는 원전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 이슈를 추가 협력 분야로 정하였다. 2012년 양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처리 및 원자력 안전에 관한 “포괄적
전략적 대화 및 공동 활동”을 조성하기 위한양자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일본과 이란은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양국 모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통제를 통하여 핵기술 수준이 조정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통제의 방향이 이란의 경우 핵기술 수준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일본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결과적으로 핵기술 수준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과정에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핵기술을
낮추라는

압력이

존재하였고,

끊임없이

미국의

동의를

요구하는

일방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통제의 일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핵기술 수준 통제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서
1)중심부 국가로서 일본이 가지는 불만족도와 주변부 국가로서 이란이
가지는 불만족도의 차이, 2)싸움의 형태로서 상호간 소멸을 원하는
분쟁을 추구하는 중동과 게임의 형태로서 상호간 소멸을 원치 않는
분쟁을 추구하는 동아시아의 분쟁 유형 차이, 3)기술 이전의 투명도가
높은 국가로서 미국, 영국과 투명도가 낮은 중국, 러시아의 공급국

- 14 -

차이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이 변수들이 어떻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설계에 있어서 상기의 독립변수들이 핵기술 통제
수준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핵확산 위협이라는 매개변수를 거쳐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본다. 독립변수로 제시된 3개의 요인은 국가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부분이므로 이 요소들이 높은 것이 곧바로 핵기술
수준에 대한 통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의
세 요소가 핵문제와 연결되기 위하여 이 요소들이 핵확산 위협이라는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국제사회의 핵기술 통제 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가 핵확산
위협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기술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통제가 작동하게 되고, 핵확산 위협이 낮은 국가에게는 느슨한 수준의
통제가 발생하거나 통제기제를 거치더라도 핵기술 수준이 상승할 수
있는 방향의 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본다.

4.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교사례연구(comparative case study) 방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핵기술 수준이 높은 국가들 중 핵기술
통제를 받은 국가로서 이란과 받지 않은 국가로서 일본을 선택하여 상기
국가들의 통제 수준에 영향을 미친 독립 변수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란과 일본에 대하여 미리 설정된 독립변수가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결론에 이르러 이 두 국가에 나타난 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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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문헌검토

1. 핵기술 수준 검토 수단으로서 핵잠재력

한

국가의

핵능력(nuclear

capability)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된다. 대체로 핵능력은 핵의 평화적 이용(peaceful use of nuclear
power)과 무기화 능력(weaponization)의 두 측면으로 파악된다. 핵
잠재력(nuclear latency)이란 평화적 이용 능력을 바탕으로 무기화
능력을

파악하는

핵잠재력이란

것이라

“한

할

국가가

수

있다.

현재의

Scott

D.

기술개발

Sagan의

상태에서

경우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심한 경우 실제 한 기의 핵무기를 개발하기까지 기간의
측정치(a measure of how quickly a state could develop a nuclear
weapon

if

it

technological

chose

to

do

so

from

its

current

development)14)”로

보고

있다.

John

state

of

Carlson에

따르면 핵잠재력이란 “평화적 핵 이용 프로그램을 가진 국가가 핵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의

핵능력을

갖게되는

상황(the

situation where a state has established, under a peaceful nuclear
program,
production

dual-use
of

capabilities

nuclear

that

could

weapons)15)”으로

be

used

정의된다.

for

the

Matthew

Fuhrmann과 Benjamin Tkach의 경우 핵잠재력을 가진 국가는 자신이

14) Scott D. Sagan, “Nuclear Latency and Nuclear Proliferation,” in
(eds.), Forecasting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21 Century, Volume1 (Stanford, Californica: Stanford University Press,
William

C.

Potter

st

2010), p. 80.
15) John Carlson, “’Peaceful’ Nuclear Programs and The Problem of Nuc
lear Latency,” NTI, Analysis, Articles, available at http://www.nti.org/ana
lysis/articles/peaceful-nuclear-programs-and-problem-nuclear-latency/,
(검색일: 2015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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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 경우 핵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빠르게 무기를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16)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이 공통으로 내포하고 있는
바는

핵잠재력을

가진

국가는

현재에는

핵무기를

소유하지

않은

비핵국이며,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핵무기를 조립∙생산할 수 있도록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핵 잠재력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아니며

핵확산의

문제를

논의할

때

주된

확산

변수로서

다루어지던 개념이다. 따라서 핵확산의 구성요소로서의 핵 잠재력은
오랫동안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핵 잠재력 연구의 기초를 제공한
Stephen Meyer는 핵무기 개발을 7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들을 열거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핵 잠재력 측정 변수를
도출하였으며

그의

연구는

오랫동안

핵잠재력

측정의

기준을

제시해왔다. Meyer의 연구는 <표3>에 정리되어 있다.
핵무기 생산능력

지표

(핵 잠재력 측정 요소)

국가의 채광 경험
내생적 우라늄 매장량
금속학자
철
건설인력
시멘트

채광활동에 동원된 인력
영토내 우라늄 매장량
철 생산 경력
철 생산 경력
철 생산 경력+시멘트 생산 경력
시멘트 생산 경력
질산 생산 경력 또는

화학공학자

황산 생산 경력
질산 생산 경력 또는

질산

황산 생산 경력 + 무기질 질소

비료 생산

전기생산능력
원자력공학자, 물리학자,

경력
200MWe상당의 전기 생산 능력
첫 핵무기 조립시까지 최소 3년의
연구용

화학자

원자로 작동

16)

Matthew

Fuhr

mann

and

Benjamin

Tkach,

“Almost

Nuclear:

Introducing the Nuclear Latency Dataset,”Conflict Management
Peace Science, Vol. 32, No. 4 (September 2015), pp. 1-2.

- 17 -

and

석유 증류 경력

원자로용 흑연

+ 코크스 생산 경력
자동차 생산 경력 또는

전기 전문가

자동차 조립 경력 + TV나 라디오
생산 경력
위의 요소를 갖추 국가에는 충분한 숫자의 폭파

폭파전문가

전문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

<표3>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출처: Stephen M. Meyer, The Dynamics of Nuclear Prolifer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p.185–192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이후, Richard Stoll17), Jo and Gartzke18), Sagan19)등에 의해서
국가의

핵잠재력이

측정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표4>에

정리되어 있다.
Fuhrmann과 Tkach는 최근 전 세계의 253개 농축∙재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를 발표하였다. 일명 핵 잠재력 데이터(Nuclear
Latency dataset: NL dataset)로 불리는 이 자료에는 1939년부터
2012년 까지 존재가 확인된 농축 재처리 시설에 대한 정보가 존재한다.
정보의 유형으로는 해당 시설들의 소속 국가, 시설명, 농축 재처리 시설
로서의 정체성, 농축 재처리 유형, 규모, 건설 개시 및 종료일, 작동 개
17) Jeremy Buhler, “Latent Capacity Proliferation Model,” http://es.rice.ed
u/projects/Poli378/Nuclear/Proliferation/model.html#ref1(검색일: 2016년 4
월 13일)
18) Dong-Joon Jo and Erik Gartzke, “Determinants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51, No. 1(2007),
Dong-Joon Jo and Erik Gartzke “Codebook and Data Notes for
Determinants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2006) Stoll과 Jo and
Gartzke의 연구에서도 핵잠재력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시간의 형태가 아닌
<표2>와 같은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자원의 요소 중 몇가지자 충족되었는지를 기
준으로 표시하였다. Stoll의 연구에서 일본과 이란은 10가지의 기준 중 10가지를
모두 가진 full latent국가로 평가되었으며, Jo and Gartzke의 연구에서도 일본
과 이란 모두 7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full latency를 가진 국가로 평가되었
다.
19) Sagan(2010),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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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및 종료일, 비밀유지여부, IAEA 및 지역적 안전조치 대상 여부, 군
사적 목적의 사용 여부, 시설의 다국적 소유 여부, 외국의 원조 여부가
포함된다.
Stephen M. Meyer의

Scott D.Sagan의 연구(1977기준)

연구(1982기준)
핵잠

핵잠

해당국가

재력

1년

일본, 독일 연방, 남아프리카공
화국,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
란드, 캐나다, 아르헨티나, 스
페인, 이스라엘(총 10개국)

4년

파키스탄, 독일 민주공화국, 체
코슬로바키아, 스위스, 노르웨
이, 브라질, 타이완, 유고슬라
비아, 스웨덴, 한국, 오스트리
아(총 11개국)

6년
10년
이상

해당국가

재력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터키,
그리스(총 5개국)
이란, 리비아, 이라크, 멕시코,
칠레, 북한, 쿠바, 나이지리아,
알제리, 핀란드(총 10개국)

1년

일본, 서독, 남아프리카공화국, 벨
기에, 타이완,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스웨덴(총 9개국)

4년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스위스, 이
집트, 스페인, 한국, 인도네시아, 동
독, 체코슬로바키아, 호주, 파키스
탄, 이란, 노르웨이, 브라질, 멕시코
(총 15개국)

6년
이상

기타 국가들

<표4> 국가들의 핵잠재력20)
출처: Meyer(1984), p.152-153와 Sagan,(2010), p.92.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Fuhrmann과 Tkach 자료의 중요성은 최근 핵 잠재력에 대한
연구를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경제적, 산업적 능력이 아닌 ENR능력으로
압축시켰다는 점이다. 이전의 경제적, 산업적 능력에 대한 포괄적인
Sagan의 경우 Albert Wohlstetter외, Swords from Plwshares: The
Military Potential of Civilian Nuclear Energy (Chicago: University of

20)

Chicago Press, 1977))를 바탕으로 해당 핵잠재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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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채택하는 방식은 전세계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핵잠재력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핵확산의 위협은 평화적이든
군사적이든 핵관련 시설을 이미 보유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평화적 용도의 원자력 발전시설이 없는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려할 경우 우라늄의 확보, 기술인력의 확보, 철 및 필요
천연자원의

확보부터

무기급으로의

핵분열

물질

생성에

필요한

ENR시설의 확보까지 거쳐야하는 단계가 매우 늘어나게 되는데 이 경우
핵잠재력의 계산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21)
이란과 일본이 국제사회와 핵기술 통제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질
때 고려된 사항도 ENR을 기준으로 하는 핵기술 수준이다. 두 국가 모두
농축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재처리 시설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사회가 핵잠재력을 기간으로 도출하여 평가한 것은
아니더라도

JPCOA의

결과로

낮아진

관점에서 파악이 가능하며, 일본의

이란의

핵능력은

핵잠재력의

핵기술 수준 역시 ENR능력을

바탕으로 핵잠재력 관점에서 파악이 가능하다.
ENR능력을 바탕으로 평가된 핵잠재력은 본 연구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였다. 첫째는 사례선정의 기준이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이 되는 이란과 일본을 선택한 이유는 두 국가의 핵잠재력이 타국에
비해 높다는 것이었다. 기술결정론적인 핵확산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국가들의 핵확산 위협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기술 수준을
낮추기 위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
출발하였다.

따라서, 핵기술 수준이 높은 국가를 선정해야 했고 이

기준에 따라 일본과 이란이 선정되었다. 둘째는 종속변수의 역할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기술 통제 협상에 따른 기술 수준의 감소이다.
기술 수준의 변화 파악을 위해서는 기술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21) 최근 ENR시설을 보유한 국가들을 기준으로 도출하는 핵잠재력은 짧게는 수일
에서 길어도 몇 년의 범위 내에서 핵무기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단기간의 핵무기 제조를 염두해 두고 평가하는 핵잠재력의 평
가에서 우라늄의 확보 등 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요소에 대한 고려는 정확도를
낮출 뿐 아니라 분석의 의의를 감소시킨다고 본다.

- 20 -

필요하였으며

이

기준을

핵잠재력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핵잠재력은 사례로 선정된 두 국가의 공통된 특징이자
종속변수로서 분석될 것이다.

2. 핵확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핵확산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국제사회가 가지는 핵확산 위협
인식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2016년을 기준으로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경험이 있는 국가는 단 13개 국으로 이 국가들에 한정시켜 핵확산의
원인을 찾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결과만을 도출할 수 있다.

22)

따라서,

핵확산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만이 아니라
핵확산의 위협이 높은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왔다. 바로 이 점이
핵확산 원인에 대한 연구가 핵위협 인식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핵확산의 원인에 대한 연구들은 실제로 핵무기를 갖게 된 국가들
뿐만 아니라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핵무기 보유까지
연결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도 분석을 제공한다. 핵확산의 관점에서
이는 실제적인 확산이 아닌 확산의 위협을 평가한 것이며 이런 점에서
핵확산 연구는 핵기술 통제에 영향을 미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연결하는 매개변수로서 핵확산 위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핵확산의 원인 연구는 크게 수요 측면의 요인과 공급 측면의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요측면의 연구는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외의

행위자와

환경적

22) 2016년 기준 핵무기 보유 경험이 있는 국가는 NPT상의 핵국 5개국(미국, 러
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과 사실상의 핵국 4개국(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
한), 핵포기국(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남아프리카공화국) 4개국으로
총 13개 국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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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여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욕구를 추동했는지를
분석한다. 공급측면의 연구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국가들의 기술적,
산업적, 경제적 능력이 핵확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이러한
능력을 획득하는 과정과 획득된 능력이 핵무기 개발에 미치는 효과들에
주목하였다.
수요 측면의 핵확산 요인으로 주로 지목되는 것은 국가들이
경험하는 안보적 위협, 국가 위신, 정권의 안정, 정치 체제, 지도자의
성향 등이 있다. 안보적 위협을 중시하는 연구는 주로 신현실주의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들은

국가들이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의 동맹을 통해 발생하는 억지(deterrence)력에
주목하였다.23) 국가 위신이 핵확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연구들은 핵무기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에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보았다. 핵무기를 획득함으로써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가지게 되는
지위가 상승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들의 핵확산 욕구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24)
정권의 안정에 주목한 연구들의 경우 국내적 지지기반이 약한
23) William Epstein, “Why States Go-And Don’t Go-Nuclear,”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430, (March 1977), pp.16-28, John J. Mearsheimer,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15, No.1, (Summer 1990), pp. 5-56, Benjamin Frankel, “The
Brooding
Shadow:
Systemic
Incentives
and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in Benjamin Frankel and Zachary S. Davis (eds.), The

Proliferation Puzzle: Why Nuclear Spread and What Results (London:
Frank Cass, 1993), Scott D. Sagan,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3 (Winter 1996-1997), pp.54-86, Kenneth N. Waltz,
“More May Be Better,” in Scott D. Sagan and Kenneth N. Waltz (eds.),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 Enduring Debate (New York, NY:
W.W. Norton & Company, 2012), Betts(1993)
24) Anthony C. Arend, “Do Legal Rules Matter?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Politics,” Virginia Jou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8
(Winter 1998), Sagan(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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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력들이 핵무기 획득에 대한 의지를 선전함으로써 핵무기가 가지는
안보적 기능, 국가위신 등에 대한 일종의 신화를 통해 지지기반을
강화하려 했다는 것이다.25) 정권의 안정에 대한 기대효과는 정치 체제
별로 상이해지는데 개인적인 통치에 기반한 군주제 국가들의 경우
국내적 반대를 쉽게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핵확산의 위험이 더욱
높으며, 민족주의적이고 급진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을 경우 핵무기
개발로 인한 제재에 큰 중요성을 두지 않기 때문에 역시 핵확산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았다.26)
반대로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핵확산 위협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핵무기 획득을 선호하는 관료와 엘리트들의 힘과 권한이 제한
가능해지며, 대중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핵무기 개발의 비용에 대한
대중에로의 전가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27) 그러나 정권의 성격에
대한 이와 같은 일반적 분석과 달리 Hymans는 극단적인 개인 통치에
기반하여
신가산제

군주에

대한

국가에서는

충성심
오히려

확보의

수단으로

핵확산

위협이

위협을
더욱

사용하는
낮아진다고

평가하였다. 그 이유는 견제와 균형이 부족해지면서 핵무기 보유를 위한
기술 발전의 임계점을 넘기 위한 관료들의 능력과 노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라고 본다.28) 또한, Hymans는 국가 정체성 관념(NIC:Natioanl
25) Lavoy(1993)
26) Etel Solingen,

“The

Political

Economy

of

Nuclear

Restrai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2, (Winter 1994), pp. 126-169, Etel
Solingen, Nuclear Logics: Constraining Path in 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2007), Christopher R. Way
and Jessica Weeks, “Making It Personal: Regime Type and Nuclear
Proliferation,” American Jounal of Political Science, Vo. 58, No. 3, (July
2014), pp. 705-719.
27) Lawrence S. Wittner, Resisting the Bomb: A History of the World

Nuclear disarmament Movement, 1954-1970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Joseph Cirincione, Bomb Scare: The History,
Theory and Future of Nuclear Weapons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Michael

Barletta,

“Nuclear

Security

and

Peace: Nuclear Confidence-Building in Argentina and
Brazil,” National Security Studies Quarterly, Vol. 5 (1999), pp. 19-38.
divers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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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Concep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 차원의 변수가
핵확산

위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공포나

자존감과

같은

변덕스러운 감정에 좌우될 수 있는 인물이 국가 지도자가 될 경우
공포를 없애고 자존감을 높이는 수단으로 핵무기를 추구하려는 동기가
강화되기 때문에 핵확산 위협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29)
공급 측면의 확산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주로 핵기술 수준의
상승이다. 기술의 불가역성과 기술 발전으로 인한 핵무기 수요 증가를
핵확산 원인으로 평가하는 이 연구들은 핵기술과 노하우가 정치적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30) 구체적으로는 핵기술이 개발자들의
내부적 논리, 경력, 제도적・제정적 이해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기술
상승이 자연스럽게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31) 공급
측면 연구에서 좀 더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는 학자들은 기술의 자율적인
특성으로 인해 인간의 주체성이 기술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지적한다. 핵개발 의지라는 심리적인 변수가 기술의 영향을 받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핵개발 의지를 견인한다고 보는 것이다.32)
이처럼 기술적인 요인에 주목한 공급 측면의 연구들은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국가들이 어떠한 경로로 이러한 기술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분석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한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다 최근에는 다시 공급 측면의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Matthew

Kroenig과

Matthew

Fuhrmann의

연구가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외부로부터의 핵기술 이전이 핵확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중 Kroenig은 핵기술 개발과 관련한
28) Jacque E.C. Hymans, “Assessing North Korean Nuclear Intentions and
Capacities: A New Approach,“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8, No.
2 (2008), pp. 259-292.
29) Jacque E.C. Hymans, The Psychology of Nuclear Proliferation: Identity,

Emotions and Foreign Poli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30) Rosecrane(1964), Dunn and Khan(1976)
31) MacKenzie)1990)
32) Ronald(2010), Lavoy(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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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 기술(sensitive technologies)의 이전 만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보는 반면, Fuhrmann은 핵기술의 이중용도(dual use) 특성 때문에
민감 기술뿐만 아니라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술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핵기술 이전이 핵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33)
본 연구에서 핵확산 위협이라는 매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산출해낸

불만족도,

분쟁의

유형,

공급국의

유형

중

불만족도와 분쟁의 유형은 수요 측면의 요인으로, 공급국의 유형은 공급
측면의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불만족도와 분쟁의 유형의 경우
국가들이 느끼는 핵무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상승시킴으로써 핵무기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두 요인은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불만족도가 높을수록,
분쟁의 유형이 핵무기 개발을 더욱 추동하는 형태일수록 핵확산 위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이와는

달리

공급국의

유형은

어떤

국가로부터 핵기술을 이전 받았는지를 바탕으로 국가들의 핵기술 특성을
결정함으로써 핵확산 위협을 평가하게 한다.
Kroenig이나 Fuhrmann은 기술의 수준이 핵확산 위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수준보다는 공급국의 차이에

33) Matthew Kroenig, Exporting the Bomb: Technology Transfer and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2010), Matthew Kroenig, “Exporting the bomb: Why States Provide
Sensitive Nuclear Assista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3, No. 1 (February 2009a),
“Importing the Bomb: Sensitive

pp. 113-133, Matthew Kroenig,
Nuclear Assiatance and Nuclear

Proliferation,” The Journal of Conflic Resolution, Vol. 53, No. 2 (April
2007, Matthew Fuhrmann, Atomic Assistance:
How “Atoms for Peace” Programs Cause Nuclear Insecurity (Ithaca,
2009b), pp. 161-180,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2012),

Matthew

Fuhrmann,

“Spreading Temptation: Proliferation and Peaceful Nuclear Coopration
Agreement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No. 1 (Summer 2009a),
pp. 7-41, Matthew Fuhrmann, “Taking a Walk on the Supply Side: The
Determinants of Civilian Nuclear Cooperation,” Journal
Resolution, Vol. 52, No. 2 (April 2009b), pp. 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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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nflict

따른 기술의 투명성이 핵확산 위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차이가
있다.

3. 소결

본 연구의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와 관련하여 이미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종속변수인 핵기술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은
핵잠재력 연구를 통해서 제공된다. 이란과 일본이 국제사회와의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의 핵기술 수준의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핵잠재력에 대한 연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최근 핵잠재력을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ENR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독립변수인

불만족도,

분쟁의

유형,

공급국의

유형은

핵확산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핵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변수들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이는 핵확산 연구가 실제 핵확산이 이루어진 경우만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 핵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즉 핵확산의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핵확산 위협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수요 측면의
요인은 주로 안보적 위협, 국가 위신, 정권의 안정, 정치 체제, 지도자의
성향 등이 제시되었으며, 공급 측면의 요인으로는 핵기술 수준의 상승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게 될 세 가지 독립변수 역시 각
변수별로 수요 측면 또는 공급 측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하지 않았던 부분 중 특히 이란과 일본의 경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독립변수의 제시가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변수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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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이 이란과 일본의 핵확산 위협 평가에 더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본 연구에서 목적은 이란과 일본이 겪은 핵기술
수준의

변화를

비교하는

데에

있어

보다

설명력을

갖는

변수를

도출하고, 기존 연구들의 설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3장에서는

설명함으로써

각

이란과

변수들이
일본의

작용하는

사례를

매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Ⅲ. 핵기술 통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

1. 불만족도

한 국가의 현재 세계 질서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을수록 국제사회
는 해당 국가의 핵기술 수준 상승으로부터 더 큰 핵확산 위협을 느끼게
되며 핵기술 수준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본 연구에서의 불만족
도는 그 국가가 패권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를 나타내는 정도로 패권국과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 체제의 유사성 및
패권국과의 대외관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즉, 한 국가가 패권국과
의 정치 및 경제 체제의 유사성이 적을수록, 패권국과의 관계가 부정정
일수록 해당 국가의 불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 불만족도가 높아지게 되
면 그 국가의 핵기술 향상에 대해 느끼는 위협의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
에 이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이다. 어떤 국가의 불만족도를
가늠할 때 그 국가가 중심부 국가인지 주변부 국가인지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James M. Goldgeier와 Michael McFaul은 냉전 이후 세계를 중
심부와 주변부 국가로 나누었다. 중심부 국가들의 특징으로 경제적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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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정치적 민주주의, 팽창에 대한 유인 부재가 있다고 보았으며, 중심
부 국가들에게 핵무기는 안보 딜레마를 약화시키는 수단이 된다고 보았
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 간에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 분쟁

이 무력적 방법을 통해 해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 이에 반해 주변부
국가들은 단일한 정치체제를 갖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부터 군주정까지
다양한 정치 체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완벽한 억지가 불가한 상태에 있
다고 보았다. 또한, 주변부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중심부 국가들
로의 의존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주변부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보다
는 중심부 국가와의 경제적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그
리고 무엇보다 주변부 국가들에게는 부의 획득이나 정권을 보호하기 위
한 목적 때문에 팽창의 압력이 지속된다고 본다.34)
안보를 추구함에 있어서도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국가들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탈냉전기 중심부 국가들의 행위는 균형
(balancing)보다는 편승(bandwagoning)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는 독일이나 일본이 핵무기를 추구할 것이라는 신현실주의의 예측과
달리 두 국가 모두 핵무기 보유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증
된다고 볼 수 있다. Goldgeier and McFaul은 이러한 독일과 일본의 선
택은 핵무기 개발로 인한 정치적∙외교적 비용이 이를 개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지나치게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35)
한편, 탈냉전기 국제적 환경은 주변부 국가들의 핵무기에 대한 수
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냉전 직후의 주변부 국가들은 안
보적으로 강대국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주변부 국가들 간의
호전적인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받지도 않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냉전기
에는 이데올로기적 명분을 통해 통제받고 보호받던 주변부 국가들의 안
보는 중심부 국가들의 핵심 이익(vital interests)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

34) James M. Goldgeier and Michael McFaul, “Core and Periphery in the
Post-Cold War Era,”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l. 2(Spring
1992), pp. 469.
35) Goldgeier and McFaul(1992), p.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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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주변부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자구책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변부 국가들
은 무기 구입과 무기 생산능력 확장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였고 지역
내의 경쟁하는 주변부 국가들 간의 안보딜레마가 심화되었다.36)
Glenn Chafetz는 Goldgeier와 McFaul의 논의를 발전시켜 안보에
대한 위와 같은 중심부와 주변부의 차이가 핵확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
다. 그는 냉전 이후 핵확산의 양상에 대한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탈피하
여 중심부 국가들이 아닌 주변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핵확산이 일어날 것
이라고 예상하였다.37) Chafetz의 정의에 따르면 중심부 국가들은 공통
의 가치와 공유된 정체성(common values and shared identification)
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와 정체성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
의 경제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이를 기반으로 그는 5개의 중심 강대국을 선정하였으며, 여
기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이 포함된다. 이들을 중심부 국가
로 선정한 자세한 이유도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는 1)군사력 및 경제력,
2) 정치적 힘, 3)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4)미국과의 동맹 등이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주변부 국가들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
탄과 같은 구소련 국가들과 이란, 이라크, 인도, 파키스탄, 중국, 대만 등
이 포함된다고 보았는데, 이 국가들은 패권국인 미국과 가치와 정체성
두 가지를 모두 공유하지 못하거나 두 가지 중 한 가지만을 공유하는 국
가들이다.
Chafetz는 위 5개의 중심 강대국들을 포함한 중심부 국가들은 단
기적인 힘의 추구(short-term pursuit of power)보다는 UN, NATO,
미일상호방위조약과 같이 체제(system)에 의해 규제되는 국제 환경을
선호한다고 보았다.38) 즉, 이 국가들은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우선
36) Goldgeier and McFaul(1992), p. 487.
37) Glenn Chafetz,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Neorealist

Perspective,” Security Studies, Vol. 2, No. 3-4 (1993), p. 128.
38) Chafetz(1993),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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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를 두고 있으며 체제를 훼손시킬 수 있는 개별적인 힘의 추구 행위를
자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 안정성에 대한 존중이
핵무기 분야에서 나타난 것이 독일과 일본의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심부 국가들 간의 무력 분쟁을 막고 핵확산을 방지하는 매
커니즘으로서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한다. 국가들의 지대추구
행위는 제국주의적인 편향을 만드는데, 사회적 통제의 비용이 적게 드는
민주주의에서는 이러한 편향이 적은 반면 사회적 통제를 위한 비용이 많
이 드는 전제국가에서는 편향이 커진다. 이로 인해 전제국가들은 팽창정
책을 펴기 쉽고, 전쟁이 더 발생하기 쉬워지게 된다.39) 즉,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중심부 국가들의 경우 특정 개인이나 집단으로의 권력 집
중이 일정 수준 이상을 상회할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기본적
인 특징으로서 권력의 기초는 국민들에게 있으며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일지라도 한정된 기간에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팽창정책을 통해 대중의 지
지를 확보하더라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팽창에 대한 유인이 더 적다. 반면, 주변부 국가들 중 전제정치 체제를
가지는 국가들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권력이 독점된다, 이 국가
들의 경우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로의 세력 팽창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결국 이 국가들은 팽창 정책을
채택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며 이는 핵무기 분야에 있어서 핵보유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 논의는 Michael Doyle의 민주평화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Doyle의 논의에서는 대중의 존재, 협력의 경험, 경제적 상호의존 등이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 무력 분쟁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제시되었
다.40) Doyle의 논의 역시 핵확산의 논리에 적용할 수 있다. 중심부 국
39) David Lake, “Powerful Pacifists and War,”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6, No. 1 (March 1992), p. 24.
40) Michael W. Doyle,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No. 4(December 1986), pp.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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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은 협력의 경험을 통하여 비확산 레짐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체제
(regime)라는 수단을 통하여 안보를 달성하는 것이 개인적인 힘의 추구
행위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별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의 개발로 인해 전반적인 비확산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
보다는 비확산 레짐을 통하여 안보를 보장받는 방식을 택하게 되기 때문
이다. 이와는 달리 주변부 국가들은 자유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에 평화적 협력의 규범에 대한 신뢰가 낮다. 따라서 이 국가들은 냉
전 이후 신현실주의의 예측대로 자위(自衛)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핵확산
의 위험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41) 협력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
가들은 무력을 증강시킬 유인이 되는 공포와 야망(fear and ambition)
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핵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42)
탈냉전의 세계를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눈 Goldgeier와 McFaul과
Chafetz의 분석에서는 중심국가와 주변국가를 나누는 기준을 크게 정치
체제(민주주의)와 경제제도(자본주의)로 제시 되었다. 이 두 가지 기준
은 여전히 큰 설명력을 가지지만 국가들이 현재의 질서에 대해 가지는
불만족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정치체제와 경제적 상호의존에 더하여 패권국과의 관계가 한 국가가
가지는 불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분석을 추
가하고자 한다.
상기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라는 기준은 민주주의와 경제적 상호
의존이라는 확실한 변수를 제시함으로써 어떤 국가가 중심부에 속하고,
어떤 국가가 주변부에 속하는지를 뚜렷이 알려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핵확산의 위협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택한 국가들에게 핵
확산 위협이 항상 부재한 것은 아니다. 일례로, 한국의 경우 건국 이래
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하여 유지해 오고 있으나 시기에 따라 핵
확산 위협의 정도는 다르게 평가된다. 특히나, 북한과의 관계나 국내정
치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 되었을 때 핵확산 위협이
41) Chafetz(1993), p. 129.
42) Chafetz(1993),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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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 의한 핵
무기 개발 시도나 2000년대 노무현 정권기의 핵무장론이 거세진 시기를
이에 대한 예로 볼 수 있다.
국가들의 불만족도에 주목하여 논리를 전개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세력전이이론을 들 수 있다. 세력전이 이론들에서 불만족도는 모두 양적
방법을 통한 검증을 위해 계량화 될 수 있는 변수로 조작되었다.
Organski와 Kugler는 도전국가의 불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력

증대속도’라는 변수를 사용하였다.43) 즉, 도전국가의 국력증대가 지배
국가의 국력증대 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일어날 때 세력전이 전쟁이 일
어난다고 본 것이다. 이후 국력증대 속도에 대한 논의는 지배국과 도전
국 각각의 개별적인 국력 측정에서 벗어나 지배국과 도전국이 동맹국이
나 주변 국가들로부터 지원받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발
전하였다.44)
Werner는

불만족도

측정을

위해

Douglas

Lemke와

Suzanne

‘비정상적

군사비

지출

증가(extraordinary

military

buildups)’라는 개념을 개발하였는데, 도전국의 군사비 지출의 단순 증
가가 아닌 추세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군사비 증가를 측정하고자 한 것이
다. 이 변수는 군사비를 지출할만한 국내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도전국이 오인(misperception)으로 인하여 잘못된 결정으로 군사비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변수로 채택되었다.45) 세력전이이론에 동맹논의를 접목
하여 불만족도를 도출하려는 시도로서 김우상의 경우 동맹의 패턴이 지
배국이 가지는 유형과 유사할 경우(예를 들어,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패
턴이 북대서양조약기국와 유사할 경우) 불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
43) A.F.K. Organski and Jacek Kugler. The War Ledger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ch. 1, 김우상, “세력전
이이론,”우철구, 박건영 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서울: 사회평론,
2004), p. 134에서 재인용.
44) 김우상(2004), p. 134.
45) Douglas Lemke and Suzanne Werner. "Power Parity, Commitment to
Change, and War." i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0, No. 2
(June1996),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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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46) 그 외에도 동맹에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있는지를 가지고도 체
제에 대한, 특히 지역적 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도 보았
다.47)
상기의 불만족도 측정 요소들은 양적방법을 통한 검증을 위해 계
량 가능한 변수로 통제된 것이지만, 불만족도의 개념이 지배국에 의해
제시되는 질서(order)또는 규칙(rules)에 대한 거부의 정도라는 데에는
합의점이 있다.48) 본 연구에서는 불만족도의 측정 요소로서 패권국과
46) 김우상(2004), p. 135. 동맹을 매개로 두 국가 사이의 만족도와 불만족도를 평
가하려는 시도의 대표적인 예로 Tau-b와 S-Score를 들 수 있다. Tau-b는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Kendall의 Tau 분석 기법을 대상이 되는 두
국가의 동맹 구성(portfolio)의 유사성 측정을 위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Bueno
de Mesquita에 의해 개발되었다.(Bruce Bueno de Mesquita, The War Trap,
1981, p.109-118) 동맹 구성은 비동맹(non-alliance), 우호조약(entente), 중
립 및 불가침조약(neutrality and non-agression pact), 방위동맹(defense
alliance)의 네 단계로 나누어지며, 두 국가의 동맹 구성 유사성 정도에 따라 완
전한 일치를 보이는 값(1)부터 완전한 불일치를 보이는 값(-1)으로 두 국가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S-Score는 Curtis S. Signorino 와 Jeffery M.
Ritter에 의해 개발된 계수로 Tau-b가 동맹(alliance)의 유사성(similarity)이나
상이성(dissimilarity)이 아닌 긍정적 연합(positive association) 또는 부정적
연합(negative association)정도만을 나타낸다고 보았다.(Curtis S. Signorino
and Jeffery M. Ritter. 1999. “Tau-b or Not Tau-b: Measuring the
Similarity of Foreign Policy Posi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3:115-144) 즉, Kendall의 Tau계수가 가지는 약점으로 인하여 양 극단의 값
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고, 유형을 단 4가지로 구분한 동맹의 유사성 분석에서의
이러한 극단값의 부정확성은 분석의 정확도를 떨어뜨린다고 보았다. Signorino와
Ritter는 Tau계수가 가지는 극단값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계수로 S계수를 제
시하였고, 동맹의 구성이나 계수의 극단값이 Tau-b와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의
Tau-b계수의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Tau-b와 S-Score 모두 대상이 되는 두 국가가 동맹에서 보이는 행태를 분석하
여 서로에게 가지는 만족(satisfaction) 또는 불만족(dissatisfaction)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세력전이 이론가들에 의해 사용되었으나, 본 연구
에서는 관계의 질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
수의 제시를 배제하였다.
47) Ronald L. Tammen et al., Power Transitions: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New York, NY: Seven Bridges Press, 2000), p. 13.
48) Woosang Kim, “Power Parity, Alliance, Dissatisfaction and Wars in
East Asia, 1860-1993,”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6,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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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가의 정치・경제 체제의 유사성 및 패권국과의 관계라는 변수를
채택함으로써 세력전이이론들이 공유한 개념으로서 지배국에 의해 제시
되는 질서 또는 규칙에의 성향을 판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관계’라는 변수는 정량화된 방식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
문에 정성적인 분석을 통하여 분석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이 패권국인 미
국과 가지는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지역내 분쟁의 유형

핵확산 위협을 평가하여 국가들의 핵기술 수준을 통제하는 데에
있어 해당 국가가 속한 지역이 가지는 분쟁의 유형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갈등(conflict)이나 분쟁(dispute)이란 어떤 동기나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하나의 구체적 반응이 다른 하나의 동기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반응과 양립 또는 조화될 수 없는 경우에 발생49) 하는
것인데, 이러한 갈등과 분쟁의 양상이 해당 국가가 직면한 위협의 수준
과 양상을 대표한다.
국가들은 자신이 처한 위협의 수준과 양상에 따라 위협을 제거할
수단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높은 수준의 위협에는 강한 수단을 적
용하여 위협의 요소를 제거하려할 것이고, 낮은 수준의 위협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단을 사용하여 이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
여 핵무기는 실제 핵무기가 가지는 위협의 제거 효과와 무관하게 파괴력
만을 기준으로 절대적 위협의 수단으로서 고려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가들이 직면한 위협의 수준과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해당 국가가 선택
할 수 있는 위협제거의 수단으로서 핵무기가 고려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

5 (October 2002), p. 658.
49) 권기수,“국제분쟁 원인에 관한 소고( II ) 과학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한
국동북아논총』, 제25집 (2002),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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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한다. 이때, 국가들이 처하게 되는 갈등이나 분쟁의 유형은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국제정치가 지정학(geopolitics)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다는 측면에서 한 국가가 속한 지역이 가지는 분쟁의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갈등의 양상을 구성할 것이다.
Anatol Rapoprt는 갈등의 유형을 싸움(fight), 게임(game), 토론
(debate)으로 구분하고 해당 유형별로 갈등의 배경, 진행과정 그리고
결과까지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먼저, 싸움의 경우 싸움의 상대,
즉 적(opponent)은 귀찮은 존재이고, 존재가 사라지거나 규모 또는 중
요도가 축소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싸움의 목적은 적에게 해를 입히고,
적을 파괴하고, 진압하거나 쫓아내는 것이다. 싸움과 달리 게임에서는
적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게임에서 참가자들은 규칙을 공유하며 그러한
규칙 내에서 참가자들이 최선을 다할 때, 게임이 성립한다.50) 토론은 상
대방을 설득시킴으로써 자신과 유사한 의견을 가지게 하거나 자신의 의
견에 동조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토론에서는 상대방이 갖는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이는 반드시 합리적 절차에 의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51)
Rapport의 갈등 구분은 주로 개인과 집단 간의 분쟁에 대해 분석
하고자 한 것이지만, 이러한 구분은 국가 간 분쟁의 유형을 구분하는 데
에도 단초를 제공한다. 무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든 아니든 국가 간 분쟁
의 원인과 유형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하나의
기준으로 지금까지 존재해온 모든 국제 분쟁의 유형을 구분할 수는 없기
에 여기에서는, 적국의 존재에 대한 판단에 따른 분쟁의 강도를 기준으
로 Rapport의 분석을 접목해 보고자 한다.
먼저, 싸움의 경우 적국의 존재를 부인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
다. 싸움의 발생은 적국이 있음으로써 가능해지지만 싸움의 결과로 일방
이 노리는 것은 상대방의 부분 또는 전부의 소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50)

Anatol

Rapport.

Fights,

Games,

University of Michigan, 1974), p. 9.
51) 권기수(2002),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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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bates

(Arbor,

Ann:

The

싸움의 결과에 대한 논리는 상대방과 내가 가지는 이해관계가 제로섬
(zero-sum)적으로 정의되는 상대적 이익의 측면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
다. 즉, 상대방의 이해의 증진은 나의 이해관계에 도움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나의 이익을 축소 또는 제거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경
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상대방을 제거하고 상대방의 이
익까지 차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제관계에서 일국이 타국을 제거하는 것은 계약이나 협정
등의 평화적 방법이기 어렵다. 국가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주권의 제거, 또는 정부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만 보더라도 무력 분쟁 없이 타국의 존재를 제거 또는 축소하기 어렵다.
이는 펠로폰네소스 전쟁부터 2차 대전까지 국가 간 무력 분쟁을 통해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임의 경우, Rapport가 이야기 했듯이 적국의 존재가 필연적이
다. 여기에서 필연적이라는 의미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긍정적이라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게임 역시 분쟁의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적대심이나 경쟁의식 등의 요인이 기저에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싸움과의 가장 큰 차이로서 게임은 상대방의 부분적 또는 전체의 소멸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차이는 역시 상대방과 내가 가지는 이
익의 성질에 따른 것인데, 게임의 경우 이익의 특성은 제로섬이라기보다
는 절대적 이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상대방의 이익의 증대나 축소와 무관하게 나의 이익이 정의되
기 때문에 많은 위험을 감소하면서 상대의 부분적 또는 전체의 소멸을
기대하지는 않게 된다. 따라서 게임의 경우 무력 분쟁의 유형보다는 신
경전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미-소간의 냉전이나 EU
내부의 주도권 경쟁 등이 이에 해당된다.
토론은 위의 두 가지 분쟁과는 목표의 차원에서 다른 측면을 갖는
다. 이는 이익이 상대방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존
재를 긍정하는 것에 더하여 상대방이 나에게 동조해주는 상태에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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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론의 수단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채택되어야 하고, 무력분쟁이나 신경전이 아닌 협상을 통해 이
루어지게 된다. 협상을 방법으로 하는 토론을 분쟁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토론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변
경이 필요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의 종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 국가의 핵확산 위협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국가가 또는 그 국
가가 속한 지역이 상기의 분쟁 중 어떤 유형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나 그 분쟁이 싸움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핵확산의 위협은 실제적인 것이 된다.
싸움의 형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존재의 소멸에 대한 위협과
공포는 분쟁 당사국들에게 공유된 것이며, 이는 해당 국가들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들이 느끼는 위협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핵무기 보유의 수요증가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싸움의 형태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핵무기는 억지의 수
단을 넘어 실제 사용 가능한 무력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국가들이 판단하기에 핵확산의 위협 정도는 더욱 커진다.
게임이나 토론의 형태에서 핵무기는 파괴력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두 유형 모두 상대방의 존재를 긍정하기 때문에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서의 핵무기가 효과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게임이나 토론의 분쟁을 겪는 국가나 지역에
서의 핵확산 위협은 싸움에서 보다는 낮게 평가된다.
결국, 핵확산의 위협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의 핵기술 수준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가들이 상대방의 존재의 소멸이나 축소를
고려하는지의 여부이다. 이러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 싸움의 경우 핵무기
가 수단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고려가 배제된 경우 핵무기
가 적절한 수단으로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게임이나 토론의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억지나 설득의 수단으로 핵무기가 고려될 수도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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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한 국가가 핵무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
직접 개입, 비난 등의 비용을 치러야 하는데 게임이나 토론에서 상대를
단지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핵무기 채택을 위해 이러한 비용을 감
수한다고 보기 어렵다.
싸움의 유형에 있어서도 핵무기의 실제 사용뿐만 아니라 억지의
수단으로 고려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싸움에서의 핵무기에 대한 고려
와 게임이나 토론에서의 핵무기에 대한 고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는 게임에서는 상대의 소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가자들에 의
해 공유되기 때문에 핵무기가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도 억지를 온전히 발
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한 지역에서의 분쟁이 싸움의 형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 속한 국가가 핵기술 수준을 높이고 있을 때, 외부에서는 이
국가에 대하여 실질적인 핵확산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게임이나 토론의 형태를 띠는 지역에 속한 국가들에서는 핵기술
수준의 증가가 핵무기 프로그램의 개발보다는 원래 그 국가가 주장하는
의도(주로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의 확보)대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크다. 따라서 한 국가가 속한 지역의 분쟁의 형태는 국가들의 핵확산 위
협을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국가들의 핵기술 수준 통제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 기술 공급국의 유형

한 국가의 핵확산위협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그 국가에게 기술
을 전달한 국가의 성격은 중요한 변수가 된다. 기술 공급국은 핵확산의
위협 평가에 있어 기술을 이전 받은 국가의 투명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 여기에서 투명성이란 전달된 기술의 수준과 전달의 방식의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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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정도를 의미한다.
핵문제와 관련하여 기술의 전달은 주로 양자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기술의 수준이나 전달 국가와 무관하게 핵기술의 이전은
언제나 외부세계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전달이
실제 이루어진 당시에 외부에 밝혀져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기술의 전
달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거나 외부에 공개된 것과 다른 수준과 방법으
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보
고 후자의 경우는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
투명성이 높은 기술 이전의 경우 어떠한 기술이 전달되는지에 대
한 정보가 외부에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받은 국가가
새롭게 획득하게 되는 기술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반대로, 투명성이
낮은 기술 이전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기술 이전을 받은 국가가 새로운
기술을 이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에 대한 정보가 있더라도 이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국제사회는 핵문제와 관련하여 국가들의 핵기술에 대하여 보수적
으로 관리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투명성이 낮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기술 수준이 이미 국제사회에 위협이 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높은 수준의 기술 통제를 결정한다.52) 결
국, 어떤 국가로부터 핵기술을 전달받았는지의 여부는 해당 국가에 핵기
술의 투명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핵확산 위협을
평가한 국제사회의 결정에 의해 핵기술 통제의 수준이 결정된다.
1953년 이후로 핵 기술 이전을 시도한 국가는 크게 3개의 그룹으
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
프로그램을 필두로 민간핵기술의 전파를 시작한 미국과 그 밖의 서방 국
52) 이러한 국제사회의 행위의 예로는 대표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결
정이 있으며, 국제사회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이라크 전쟁
을 개시한 계기 역시 위협에 대한 보수적 판단이 전제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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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이다. 미국은 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평화를 위한 원자력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원자력 기술 이전을 활발하게 이행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약 30여 개국이 참여하게 되었고 이들 국가 대부분이 현재까
지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대부분 경제적
인 유인을 이유로 원자력 기술의 이전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도 핵무기 비보유국 이기는 하지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술의 이전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두 번째 그룹은 냉전기 미국 및 서방 국가들과 대립해온 공산주의
국가들이다. 러시아의 경우 1949년 핵실험이 성공한 이래로 중국, 이란,
북한 등의 국가에 민감 기술 이전을 시도하였고, 중국은 1964년 고비사
막에서의 핵실험이 성공한 이후로 파키스탄, 이란, 알제리 등의 국가에
기술이전을 시도하였다. 이 국가들의 핵개발이 활발하던 시기는 냉전이
한창이던 1950~60년대로 이 시기 두 국가의 적대국은 미국과 서방세계
였다. 이후 1968년 NPT체결 이후, 점점 더 많은 국가가 비확산체제로
편입되고,NPT상 핵국에 해당하는 두 국가의 국가이익도 비확산을 옹호
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기술이전을 시도한 국가
들을 볼 때, 그들의 공산주의적 편향 또는 반미/반서구적 편향이 반영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그룹은 파키스탄의 과학자인 Abdul Qadeer Khan을 중심
으로 하는 일명 A. Q. Khan네트워크 이다. Khan은 파키스탄 핵프로그
램을 구축하고 완성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로 리비아, 북한, 이란 등
일명 ‘불량국가’로 일컬어지는 국가들에게 민감 기술을 암암리에 전파
한 것으로 유명하다.53) Kroenig은 A. Q. Khan 네트워크가 Khan이라
는 개인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파키스탄 정부에 의해 주도되
었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소련의 약화로 인해 일방주의 세력으로 부상하
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파키스탄 정부의 계산이 깔려있다고 본다.54)
53) Kenneth M. Pollak, Unthinkable: Iran, the Bomb, and American Strateg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13), p. 35.
54) Matthew Kroenig, A Time To Attack: The Looming Iranian Nuclear

- 40 -

A. Q. Khan 네트워크의 기술 이전 투명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해당 네트워크가 가지는 개인주의적 특
성에 있다. Kroenig은 Khan 네트워크의 활동을 파키스탄 정부의 주도
로 이루어진 정부 활동으로 간주하였지만, 실제 기술 이전의 거래는
Khan이라는 개인이 전면에 나선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 이었
다. 이러한 개인적인 수준의 거래는 국제적인 차원의 통제가 어렵다. 개
인이라는 행위자가 국제적으로 규제를 받는 규칙들의 주된 통제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Khan이라는 행위자가 국가를 대신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재와 행위에 대한 구체적 파악이 어렵기 때
문이다.
둘째로 파키스탄이라는 국가가 비확산 질서에서 가지는 독특한 위
치 때문이다. Kroenig의 논의를 수용하여 Khan이 파키스탄 정부를 대
신한 국가 행위자라 할지라도 파키스탄은 사실상의 핵국이라는 점을 지
적할 수 있다. NPT상 핵국과 달리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는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지만 그 규모와 수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국가들은 NPT의 주요 미가입국이며 비확
산레짐을 훼손시키는 국가군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러한 파키스탄으로
부터 핵기술을 이전 받았다는 것은 기술 이전의 수준과 방식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하게 한다.
상기의 세 그룹 중 첫 번째 그룹인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경우 기
술 이전의 과정에서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 이유는 미국
의 경우 자신이 주도하는 비확산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먼저 체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술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이
다. 그 외의 프랑스나 영국, 독일과 같은 국가 역시 비확산체제를 옹호
해야 하는 의무와 동시에 미국의 우방으로서 미국 주도의 질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비확산레짐에서 벗어난 기술 이전을 시도하기 어렵다. 프랑
스의 경우, 이스라엘로의 기술 이전 과정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압력에도

Threa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4),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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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비밀스런 방법으로 민감 기술을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핵
확산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져 비확산 질서가 확립되지 않았었다
는 점을 볼 때 예외의 경우로 간주할 수 있다.55)
그러나 첫 번째 그룹과 달리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의 경우 비확산
체제의 유지보다는 핵기술 이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에 대한 이
익 추구가 더 크게 작용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와 중국도
NPT상 핵국으로서 비확산 질서에 대한 의무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미국과 같이 비확산질서에 대한 철저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
니다.
이 국가들은 경제적 이익, 공통의 적에 대한 견제, 자유주의에 대
한 반발 등의 유인 등을 비확산의 기조보다 우선하여 고려한 경우가 많
았다. 이러한 유인은 이 국가들이 비확산 체제의 감시를 피해 각자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기술이전을 실행하게 하는 계
기가 되었다.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높
은 국가군에서 기술 이전을 받은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가지는
반면 냉전기의 공산국가들이나 파키스탄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은 국가
들은 낮은 수준의 투명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4. 소결

이상에서는 국가들이 현재의 주류 국제체제에 가지고 있는 불만족
도, 한 국가가 속해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 핵기술을 공급
해준 국가의 유형이 핵확산의 위협을 평가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먼저, 불만족도 변수의 경우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 경제체제로
55) Kroeniq(2010), c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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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자본주의를 공유하는 지의 여부로 국가들을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국가로 나눌 수 있다. 중심부 국가들의 경우 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제국주의적 편향으로 인한 팽창의 유인이 감소하게 되고 주변부 국가들
중 전제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은 반대로 팽창의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
이때 팽창의 방식으로 핵무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이는 핵
확산 위협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적 자본주의에 있어서도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은 경제적
상호의존이 강하기 때문에 협력의 경험이 내재화되어 있다. 이러한 협력
의 경험은 협력을 안보 획득 매커니즘을 신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비
확산 레짐을 통한 국제협력을 중요하게 여기게 함으로써 핵무기 수요 감
소에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주변부 국가들의 경우 경제적인 상호의존이
중심부 국가들에 종속됨으로써 실제적으로 경제의 형태는 상호의존이 아
니라 중심부 국가들의 경제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주변부 국가
들에게 협력의 경험이 부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 이러한 협력의 부재
로 공포에 대하여 개별적인 힘을 키우는 방식으로 대처하게 된다. 이때
고려되는 수단으로서 핵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외부
국가들에게 핵확산의 위협을 증가시킨다.
국가의 불만족도를 정치체제와 경제체로만 나누어 설명하는 것에
는 한계가 있는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에서 핵확산 위
협이 모두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만족도를 가늠
하는 요소로서 패권국과의 관계라는 변수를 추가하였다. 이 변수는 정성
적 방법에 의하여 각각의 사례에서 해당 국가들이 패권국과 어떠한 관계
를 맺어왔는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핵확산 위협을 높이는 또 다른 요소로서 국가들이 속한 지역이 어
떠한 분쟁의 유형을 가지는지가 있다. 싸움의 유형에 속하는 분쟁이 나
타나는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들은 타국의 소멸을 가정하는 경우가 많
다. 이는 국가들로 하여금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무력의 사용을 고려하
게 하며 가장 강력한 무력의 수단으로서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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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높아지게 한다. 싸움과 달리 게임이나 토론 형태의 분쟁이 나타나
는 지역의 경우 상대방의 소멸까지 가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경전이나
협상의 방식이 채택되며 이 경우 핵무기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다고 보
기 때문에 핵확산의 위협이 낮은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국가들의 핵기술 획득에 있어 어떤 국가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았는지도 핵확산 위협 평가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 핵기술에
있어 공급국은 크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국가들,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 A. Q. Khan 네트워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국가들은 기술 이전의 투명도가
높다. 이들은 현재 유지되는 확산 체제를 유지할 유인이 크며, 이를 스
스로 위반할 경우 체제 유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서 비
밀스러운 방식을 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과거 공산주의
국가로서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 비확산체제 유지에 대한 유인보다는 경
제적 이익이나 전략적 고려 등 개별 국가에게 주는 유인이 더 크게 작용
할 때가 많으며, 이 경우 비확산레짐에 위배된 기술 이전을 행할 수 있
다는 점에서 투명성이 낮다.
A. Q. Khan 네트워크는 개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점과 이
네트워크가 파키스탄이라는 국가를 대표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핵국으로
서 파키스탄이 가지는 고유한 위치 때문에 투명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본다. 투명성이 낮은 공급자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을수록 국제사회가 기
술의 수준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핵확산 위협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게 된다.
이러한 핵확산 위협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다시 한 국가의 기술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통제하는 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핵확산 위협
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핵기술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핵
확산 위협이 낮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핵기술을 유지 또는 증가
를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통제의 수준이 결정되게 되며 각 독립변수와 매
개변수, 종속변수의 관계는 <표5>에서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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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불만족도
분쟁의 유형
공급국의
유형

민주주의
자본주의
패권국과의 관계
싸움
게임 또는 토론
미국 및 서방 국가
과거 공산주의 국가
A. Q. Khan 네트워크

핵확산위협

핵기술통제

(매개변수)
+
+
+

(종속변수)
+
+
+

<표5> 독립변수의 유형과 매개변수 종속변수와의 관계56)(저자작성)

Ⅳ. 이란의 핵기술 통제 수준에 영향을 미친 요인

1. 이란의 핵잠재력

이란은 민간 핵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매우 원대한 계획을 발표해
왔으며 그 노력은 핵연료 주기 전체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져
왔다. 핵연료와 관련하여 이란은 우라늄 광산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우라늄의 채굴(mining) 채광(milling), 정련(processing) 기술을 보
유하고 있다. 이란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작은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20%이하로 농축된 우라늄이 사
용된다.
56) 표의 +와 –는 독립변수의 각 요인이 핵확산 위협 이라는 매개변수와 핵기술 통
제라는 종속변수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를 보여준다. +는 정의 관계를 –는 부의
관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핵확산 위협이 낮아지고
이를 토대로한 핵기술 통제의 정도 역시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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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첫 번째 발전용 원자로는 Bushehr에 건설되었는데 2010
년 8월에야 운행이 시작되었다.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통해 건설되기 시
작한 Bushehr 발전소의 저농축 우라늄 역시 러시아로부터 공급되어 왔
으며, 사용 후 핵연료 역시 러시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57)
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능력으로서의 이란의 핵잠재력
평가의 결과는 <표6>에 정리되어 있으며,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란의 핵잠재력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평가되었다.

Meyer

Stoll

Jo & Gartzke

(1984)

(1992)

(2007)

이란의

10년

Full

Full

핵잠재력

이상

latency

latency

Sagan
(2010)

4년

<표6> 핵잠재력 연구에서 도출한 이란의 핵잠재력
출처: Meyer(1984), p.152-153와 Sagan(2010), p.92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6>에서 알 수 있는 점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란은 4개의
국가군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0년 이상의 핵잠재력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후의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Stoll과 Jo and
Gartzke의 연구에서 이란의 핵능력은 최고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란이 모든 국가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핵능력을 가진 국가군에 속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Stoll과 Jo and Gartzke의 연구 모두 full latency를 가지는 국가가 전
체 국가들 중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실제 국가들의 원자력
57) Bae, Jung-Ho. and Jae H. Ku.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0) pp.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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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나 핵무기 제조 기술단계에 대한 고려보다는 ‘TV 및 라디오 생
산능력’ 또는 ‘자동차 생산능력’ 등의 대체 변수(proxy variables)
를 사용함으로써 국가들의 능력이 고평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이란의 핵능력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것과 달리,
비록 1977년의 데이터를 사용하긴 했지만 Sagan은 이란의 핵능력을 서
독이나 브라질과 같은 수준인 4년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이란 내에 이
미 핵시설이 존재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ENR 시설이 건설될 경우 단
기간에 핵무기 제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상기 핵잠재력 연구들은 이란의 핵능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변수를
제시하여 보여주고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보여
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데이터들이 이전의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의 연구들에서 ENR 시설이 있는 국가들의 핵능력이
주로 이 시설들의 능력을 기초로 평가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기인한
다.
2015년 이란과 P5+1국가들 간에 포괄적핵협력협상(JCPOA)이
이루어지면서 이란의 핵능력 대부분이 공개 조정되었고, 이때 공개된 정
보를 바탕으로 이란의 핵잠재력 평가에 대한 단초가 제공되었다. Olli
Heinonen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18,000기의 작동 가능한 1세
대 IR-1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9,000기는 작동 중이며
나머지 9,000기는 작동을 멈춘 상태이다58). Natanz와 Fordow에 설치
된 9,000기의 원심분리기들을 가지고 우라늄 원석을 가공하여 핵무기 1
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유의량 25kg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핵무기
1기를 만드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6~7개월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란이 우라늄 광석에서부터 농축우라늄을 만들지 않고 기
존에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던

3.5%수준으로

농축된

육불화우라늄

58) Olli Heinonen, “Iran's Nuclear Breakout Time: A Fact Sheet”, http://be
lfercenter.ksg.harvard.edu/publication/25174/irans_nuclear_breakout_time.ht
ml(검색일: 2016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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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6)을 사용할 경우 이 시간은 3개월까지로 단축된다. 또한, 이란은
Natanz에 1세대 보다 발전된 2세대 원심분리기인 IR-2를 1,000기 보
유하고 있는데 2세대 원심분리기 1,000기와 1세대 원심분리기 18,000
대를 모두 사용할 경우 이 시간은 1개월로 단축된다.
2014년 4월 John Kerry 미 국무장관은 상원 대외관계 청문회에
서 이러한 이란의 핵분열물질 생산능력에 대한 계산을 기반으로 이란이
2개월 만에 핵물질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59) 2개월이라는 기간
이 핵무기의 조립과 발사 능력까지 포함한 기간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단
기간에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물질의 제조가 가능하다는 시각
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식시켰다.
이에 이란은 2015년 6월 이례적으로 자국의 핵능력을 파악한 국
가보고서인 “How long would an Iranian ‘breakout’ really take?
를 발표하였다. 이란 핵능력에 대한 상기와 같은 과장된 평가가 당시 진
행 중이던 P5+1과의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이었다. 해당 보고서에서 이란은 자신들이 2002년부터 IAEA의 감독을
받아 핵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3년부터 IAEA 추가의정서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IAEA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우라늄 전환
활동을 해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Arak 지역의 재처리 시설과
관련해서도 해당 시설의 설비는 연구와 의료용으로 사용한 정도의 수준
일 뿐 미국이나 여타 국가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무기급 플루토늄의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이란은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루트를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라는 2가지로 나누고 각각에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여 발표하였다. 우라늄 농축에 2개월 만이 소요될 것이라는 John
Kerry 국무장관의 분석과 달리 이란의 계산에 따르면 우라늄 농축에만

59) Reuters, “Kerry Says Iran Nuclear ‘breakout’ window now seen as t
wo months”, 2015년 4월 8일, http://www.reuters.com/article/us-iran-nuc
lear-usa-breakout-idUSBREA3719I20140408(검색일: 2016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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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이를 무기화하는 데에는 6개월이 소요되고
미사일 전달체계에 필요한 시간은 현재로서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핵
잠재력은 36개월 이상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플루토늄 재처리 방식을
택할 경우 이 시간은 더욱 길어져, 플루토늄 재처리에만 총 84개월이
소요되어 무기화까지의 6개월을 더하면 미사일 전달체계 시간을 제외하
고라도 총 92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발표하였다.60)
이란이 자국의 핵능력을 검토한 자료를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
만 핵분열 물질의 생산이 바로 핵무기 제조로 이어지지 않는 다는 점과
이란 내 모든 핵시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IAEA의 감시와 통제가 작동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예측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시설의 가동률에 따라 이란의 핵능력에 대한 평가가 달
라지기는 하겠지만 2015년 이란과 P5+1간의 합의가 온전히 이행될 경
우 이란의 핵잠재력은 핵분열물질 생산에 필요한 6~7개월과 핵무기 제
조에 필요한 6개월을 더한 12~13개월이 될 것이다.

2. 이란의 불만족도
냉전 직후의 시기와 비교할 때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 중심의 중
심부 국가 구성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hafetz가
제안한 중심부와 주변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정치체제,
상호의존도가 높은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라는 중심부를 규정하는 특성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해 판단할 때 일견 이란은 대
통령제를 채택한 민주주의로 간주될 수 있다. 이란의 대통령은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란은

“신정주의(theocracy;

60) 이란 핵에너지 웹사이트 nuclearenergy.ir, 2014,” “How long would an Ir
anian ‘breakout’ really take?”http://www.iranfactfile.org/wp-content/up
loads/2015/01/Breakout.pdf(검색일: 2016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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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ayat-e faqih; islamic guardianship)와 민주주의라는 양대 이념이
결합된 독특한 정치체제”를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란 헌법
57조는 “The powers of the government are vested in the 3
branche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absolute Supreme Leader
and the Islamic leadership.”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란 내에서 제일의
권력을 갖는 존재를 대통령이 아닌 최고 지도자(Supreme Leader)라고
규정하였다.
이란의 입법부와 행정부는 민주주의(선거)에 따라 구성되나, 신정
주의 수호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특히 최고지도자가 지속적으로 관
리하는 “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는 국정 전반에 걸쳐 감
독∙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해임권(국회 3/2 찬성을
통해), 국회통과 입법안에 대한 승인권(상원 역할), 헌법 해석권(헌법재
판소 역할), 대선/총선 입후보자 자격심사(선거관리위원회 역할) 권한
등 광범위한 권한 보유하고 있다.61)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최고 지도자가 직선제를 통하여 선
출된다면 이란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
나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성직자 86인으로 구성된 국가지도자운영회의
(The Assembly of Experts)에 의해 선출되고, 최고지도자 역시 성직
자 신분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란은 여전히 정치체
제 면에서 주변부 국가에 머무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호의존도가 높은 경제체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이란의 경우를
파악하는 것은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자원 보유국
이자 세계 1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이다. 그러나 경제 구조에 있어 이란은
원유라는 막강한 부존자원을 가지고 수출중심경제의 행태를 보일 수 있
61) 주한 이란 대사관 홈페이지 “이란 정치체제 및 통치기관 구조, http://oversea
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
5&boardid=5292&seqno=1002835&c=&t=&pagenum=1&tableName=TYP
E_LEGATION&pc=&dc=&wc=&lu=&vu=&iu=&du=, (검색일: 2016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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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미국發 원유 공급 충격에서 보았듯이 원유 수입국들에게 이란은 유
일한 대안이 아니다.
게다가 이란은 핵문제로 인하여 미국과 EU로부터 강력한 경제제
재를 받으면서 경제자립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는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한 방안으
로 이란의 석유의존형 경제체제를 바꾸고 자급자족형의 경제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기 위해 저항경제(economy of resistence)구축을 언급하였
다.62) 또한, 이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율
이 낮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63) 이란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높지 않
다고 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이전이기는 하지만 정치체제와 경제적 상
호의존을 바탕으로 중심부와 주변부를 구분한 Chafetz 역시 이란을 중
심부 국가가 아닌 주변부 국가로 분류하기도 하였다.64)
마지막으로 불만족도의 척도로서 이란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 평가
해 볼 수 있다.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호전과 악화의 반복된 양상을 보
이다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는 관계가 악화되는 양상으로 고착화 되어
갔다. 이란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러시아의 세력 각축장으로서 이
란 북부 지역에 영국의 개입 저지를 위한 독립 괴뢰 정부가 수립되는 등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65) 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소련에
의한 북부 이란 지역의 점령은 미국의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제
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미국은 이란의 가장 중요한 서방 동방 세력이
되었고, 전후 냉전 질서 하에서 미국과 이란은 상호 군사방위협정을 체
결하는 등 우호적인 양상을 보였다.66) 그러나 1960년대부터 시작된 미
국의 정책 변화는 미국에 대한 이란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먼저 1962년

62) 한국수출입은행, 『Post Sanction, 이란 경제 전망과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
2016, p. 26.
63) 수출입은행(2016), p. 25.
64) Chafetz(1993), p. 129.
65) 장병옥, 『이란외교정책론: 이슬람에서 핵무장까지』 (서울: 한국외국어대학출판
부, 2006), pp. 33-34.
66) 장병옥(2006), pp. 71-72.

- 51 -

초, 타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의 중점 사안이 원조 공여에서 차
관으로, 군사지원에서 경제지원으로 변화되면서 이란 관료 사회의 불만
을 사게 되었다. 이란은 자국을 터키와 같이 소련과 마주한 취약 지역으
로 분류하고 두 나라에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기대하였으나 미국은 위에
언급한 중점 사안에 맞추어 이란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였다.67)
이에 대한 반발로 이란은 1967년 초에 소련과 무기협정을 맺기는
했으나 미국과의 관계가 바로 악화 일로에 들어선 것은 아니었다. 이란
은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져있던 미국에게 지지를 표명하였고 존슨 대
통령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이란에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지원과 무기를
제공하였다. 이후, 닉슨 독트린의 목표와 팔레비 정권의 이해관계가 일
치되면서 이란은 미국 외교정책의 모범적 적용국가로 선택되기도 하였
다. 1973년 유가가 급등하면서 벌어들인 오일 달러를 미국이 생산한 무
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면서 이란은 미국의 주요 대리국으로서 “페르시
아만의 경찰국가”로 등장하기도 하였다.68)
이러한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1979년 호메
이니 추종자들에 의한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 점거 사건 이후이다. 이슬
람 혁명의 결과로 그동안 억눌려있던 이란의 급진적 민족주의 세력의 반
미감정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 양국의 갈등은 고조되었
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이란이 대미 석유 금수 조치
로 맞섰고, 이란의 재미 예금 전액 인출 및 재이란 미국 투자의 국유화
조치에 미국이 재미 이란 공적 자산(公的資産) 동결조치로 맞서면서 첨
예한 대립이 계속되었으며, 아라비아해·인도양에서 미국의 해군력에 의
한 무력시위가 전개되었다.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의 발발과 알제리
의 주재를 통해 해당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개선
되지 않았다.
냉전의 종식은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계기로 작용
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미국의 경우 중동정책에 있어 소련의 봉쇄를 위
한 기점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이익을 가지고 있었는데 1987년에 이미
67) 장병옥(2006), pp.76.
68) 장병옥(2006), p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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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598호를 통해 이란에 정전을 요구하면서 공산진영과 자유
진영이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9년에는 미국이 봉쇄
해야할 소련이라는 국가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그나마 미국이 가지고 있
던 중동 우호 정책에 대한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해 미국은 이란의 도움을 받아 이라크에 압력을 가
하였다. 걸프전 기간 동안 이란은 중립을 선택함으로써 이라크를 중동에
서 고립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이후 미국과 이란은 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갖게 되었으나 1992년 클린턴 행정부 취임 후의 이란에 대한 ‘이중봉
쇄’정책은 이러한 기회를 말끔히 날려버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중봉쇄 정책이란 중동에서의 이란과 이라크, 양 국 모두에 대한
봉쇄정책을 의미한다.69) 클린턴 정부의 이란에 대한 봉쇄의 명목으로는
핵무기 개발 의혹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위성사진 등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로 제기된 이란의 핵개발 의혹으로 인해 이란은 미국
제재의 대상이 되었다. 1995년 3월 클린턴은 대통령령을 공포하여 이란
과의 통상을 금지하였다. 또한 1996년 8월에는 ‘이란・리비아 제재법
(ILSA: Iran-Lybia Sanctions Act)를 제안하여 제재대상 외국기업에
대한 1천만달러 이상의 대출금지, 대상기업의 수출금지, 대상기업의 수
입금지, 대상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조달금지, 대상금융기관과의 미정부
공채 거래금지, 수출입은행의 대출거부 등 전방위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가하였다. 클린턴 행정부 2기에는 이란에 개혁적 성향을 가진 하타미 대
통령이 당선되면서 양 국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국
에서는 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으로 인해서, 이란에서는 최고
지도자를 위시한 보수파의 영향으로 인해 큰 진전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클린턴 2기에 그나마 진전의 조짐을 보인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발언으로 인해 온전한 악화 일로로 접어들게
되었다. 미국에서의 일방주의 회기로 인해서 이란에서는 하타미 대통령
의 개혁의 목소리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2005년에는 강경파인 아흐
마디네자드 대통령이 당선되기에 이르렀다.
69) 다카하시 가즈오 저, 이용빈 역. 『이란과 미국:이란 핵 위기와 중동 국제정치의 최
전선』, (파주: 한울 아카데미, 2014), p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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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과 네오콘의 테러와의 전쟁과 대량살상 무기 파괴의
대상을 이란으로 돌리게 된 것은 2002년 이란 반정부 조직인 무자헤디
네 할크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위성사진 공개였다. Natanz 지역의 우라
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해당 폭로로 인하여 이란은 <표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비핵화 압력을 받는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3년 하타미 대통령은 미국에게 핵문제 해결, 이스라엘 승인,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반 이스라엘 세력에 대한 군사 원조 중지를 조건
으로 경제 제재 해제, 체제 보장, 중동에서의 이란의 지위 보장을 요구
하는 이른바 Grand Bargain을 제안하였으나, 이라크 전 초기 승리의 분
위기에 도취된 부시 행정부는 이를 즉시 거절하였다.70)
악화 일로를 걷던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오바마 정부에 들어 전환
의 양상을 보였다. 이란 핵무기에 있어서는 여전히 엄격한 입장을 가지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2009년 3월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이란과의 대화 의지를 보
여준 오바마 대통령은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두 통의
친서를 보내는 등 화해의 무드를 조성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시기에도 이란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환경 들이 상존했다. 먼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란 위협론을 제기했다. 또한, 아야톨라 하메니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강한 보수 성향의 정치 지도자 였기에 미국과의 대화
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한 대응이라도 보이
는 듯 오바마 정부 역시 경제제재 압박을 통해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려
는 움직임을 보였다. 2012년 이란 원유 보이콧을 통해 리알(rial)와의
가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금융 제재를 통한 자산 동결로 인해
2012년 이란의 경제성장률은 –6.6%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2013년 결국 이란이 경제제재에 백기를 들고 핵기술 수준 감소를
조건으로 JPCOA 합의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이란은 지속적으로 악화되
는 관계에 있었다. 이는 이란에 개혁적 성향의 지도자가 집권할 때 미국
에는 일방주의가 만연하게 되는 등 시기적으로 어긋나게 되는 문제도 있
70) 다카하시 가즈오(2014), pp. 20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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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핵문제라는 요소를 두고 두 국가가 끊임없이 대립하는 구도가 형
성되었던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JPCOA에
서명함으로써 양 국간에 합의가 모색되기는 했으나 이러한 합의에 이르
는 과정이 미국이 이란으로 인해 제기되는 핵확산 위협 수준을 낮게 인
식 했다거나 이란이 미국을 위시한 P5+1에 대해 가지는 불만족도가 줄
어들어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속된 경제제재로 인하여 이란의
서구사회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
황에서 미국이 이란의 핵확산 위협을 낮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란과의 협상 과제 중 핵문제를 가장 우위에 두고 기술 수준을 낮추는 방
식을 택함으로써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중동에서의 주된 분쟁의 유형: 싸움
중동은 지구상에서 가장 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 중 하나
이다. 소위 ‘체질적인 불안정성(inherentquality of instability)’이라
는 표현이 상용될 만큼 중동에서의 분쟁은 고질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
이러한 분쟁이 상습화된 지역으로서 중동의 분쟁이 가지는 특징은 분쟁
상대에 대한 소멸을 바라는 싸움의 형태로 분쟁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기 간
1947-1949
1948-1949
1954-1962
1956-1957
1961-현재
1962-1970
1967
1971
1973
1975-1990
1979-1989
1980-1988
1987-1993
1989-1996
1990-1991
1991-2002

명
칭
인도-파키스탄 분리 독립 폭력 사태
1차 중동 전쟁(아랍국가 대 이스라엘)
알제리 독립 전쟁
2차 중동 전쟁
쿠르드 분쟁
북예멘 내전
3차 중동 전쟁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
4차 중동 전쟁
레바논 내전
1차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란-이라크 전쟁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2차 아프가니스탄 전쟁
걸프전쟁
알제리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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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991-현재
1991-현재
1992-1995
1998-1999
2001-현재
2001-현재
2003-2013
2006
2010-현재
2011-현재
2011
2011-현재
2013
2013

체첸 전쟁 등 구소련 내 민족 분쟁
소말리아 내전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전쟁
3차 아프가니스탄 전쟁
파키스탄 내란
이라크 전쟁
레바논 전쟁(이스라엘 대 헤즈볼라)
‘아랍의 봄’ 이후 광범한 소요 사태
이라크 내란
리비아 내전
시리아 내전
말리 내전
나이지리아 내란

<표7> 세계 2차 대전 이후 중동과 이슬람권에서의 분쟁
출처: 정의길, 『이슬람 전사의 탄생: 분쟁으로 보는 중동 현대사』(서울: 한겨
레출판, 2015), pp. 8-2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7>을 통하여 1945년 이후 중동과 이슬람권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들을 확인할 수 있다. 1997년부터 중동 지역에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해가 없을 만큼 다양한 원인에 기반 하여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끊
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중동 분쟁의 원인은 주로 종교적인 원인
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종교적 대립은 기독교와 이슬
람 간의 대립과 이슬람 내부의 종파 간 대립으로 구분된다.
먼저, 종교간 분쟁으로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분쟁은 외형
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중동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국제화된 분쟁이다. 표면
적으로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갈등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의 연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정치적인 문제로 치부된
다. 1948년 수립된 국가로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아
랍 세력과 주권 독립을 인정받으려는 이스라엘의 대립이 종교적인 대립
을 뛰어넘는다고 보는 것이다.71)

71) 최성권, 『중동의 재조명』,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11), pp. 37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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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만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정치적 분쟁으로 파악하
든, 실제 종교를 주된 원인으로 하는 종교 분쟁으로 파악하든 이스라엘
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싸움의 형태이다.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동일한 영토에서의 생존권에서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드러나며 이 분쟁을 둘러싼 분쟁의 양상이 극단적인
무력 투쟁과 테러리즘이라는 형태로 나타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종교간 대립으로 구분되는 중동의 분쟁 구조
출처: 연합뉴스, “<초점> 레바논 사태로 본 중동 분쟁 지도,”(2006.07.17.)h
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46&newsid=2006
0717040112999&p=yonhap(검색일: 2016년 3월 8일)

중동에서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또 하나의 종교적 대립은 이
슬람 내의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립이다. 전 세계 이슬람교도 가운데 수
니파는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다수파이고, 시아파는 수적 열세를 보이
고 있다. 국가별로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리아, 이집트, 예멘, 레
바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대부분 국가에서 다수 종파지만, 시아
파는 이란과 이라크 등에서만 다수 종파이다. 시아파가 정국주도권을 잡
아온 이란과는 달리, 이라크는 시아파가 다수 종파임에도 수니파가 줄곧
정권을 잡으면서 시아파가 박해를 받아 왔다.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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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니파와 시아파의 이러한 갈등은 중동 전체의 격동과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는 예멘과 시리아 내전에선 정부군·반군의 전투가 격화되고 있
기 때문이다. 서방은 양국 갈등이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세력을
키워 반(反)IS·반(反)테러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73)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은 이슬람 세력 내부의 분쟁이긴 하지만 범아랍
주의 라는 대전제 하에서 아랍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종파의 차이가 배타성을 격화시키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바로 이점
이 종교의 내부적 갈등임에도 불구하고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쟁이 싸움
의 형태를 띌 수 있는 부분이며, 실제로 이 종파 내 분쟁의 양상은 격화
되어 가고 있다.

<그림2> 중동 국가별 이슬람 종파 분포도
출처: 조선닷컴, “수니파·시아파, 1400년째 왜 싸우나,”(2016년 1월 5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05/2016010500676.ht
ml?Dep0=twitter&d=2016010500676(검색일: 2016년 3월 8일)

72) 연합뉴스, “이라크 내전위기 뿌리는 1천400년된 수니-시아 갈등,” (2014년
6월 14일),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6/14/0605000
000AKR20140614025600009.HTML, (검색일: 2016년 3월 10일)
73) 조선닷컴, “수니파·시아파, 1400년째 왜 싸우나,”(2016년 1월 5일), http://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05/2016010500676.html?Dep0
=twitter&d=2016010500676(검색일: 2016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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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란 핵기술의 공급국

이란의 원자력 기술 개발도 여타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되
었으며, 1957년 3월 5일 이란과 미국은 원자력 협력 협정을 맺었다. 당
시 팔라비 왕조의 Mohammad Reza왕(Shah)의 통치 아래 서방 세계와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던 이란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의 일환으로 테
헤란 대학에 테헤란 원자력 연구 센터를 짓고 5 메가와트 급의 연구용
원자로를 공급받기로 하였다.74)
이 거래는 원만히 이루어져 1967년에 연구용 원자로의 가동이 시
작되었다. 1974년 이란 정부는 이란 원자력 에너지 법(Atomic Energy
Act of Iran)을 제정하고 여러 나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수입하고자
하였다. 1976년에는 서독이 Bushehr에 2기의 경수로 건설에 착수하였
고, 1977년에는 Ahvaz에 2기의 원자로를 건설하기로 하는 계약을 프랑
스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미국의 핵정책이 우라늄 농축
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에 대한 접근을 강하게 막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서 이란의 농축∙재처리 기술 획득은 연기되었다.75)
이후 1979년 주이란 미국 대사관 점거사건과 1978년 이란 혁명
을 통한 이란 왕조의 축출로 강경파인 호메이니(Ayatollah Khomeini)
가 다시 집권하게 되었고, 이는 이란의 원자력 기술 획득에 대한 국제사
회의 감시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라크와의 전쟁을 끝낸 이란은 1980년대 이후 원자력 기술에 더
욱 큰 관심을 보이게 되었는데 주로 파키스탄과 중국, 러시아를 통해 기

74) Kroenig(2014), p. 10.
75) 평화를 위한 원자력 프로그램은 이란 뿐만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등 사실상
핵국들이 처음 원자력 프로그램을 갖는 것에도 일정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이유
로 Matthew Fuhrmann은 평화를 위한 원자력 프로그램을 포함한 평화적 목적의
기술 이전이 핵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였다.(Fuhrmann(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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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이전 받고자 하였다. 1990년 이란은 중국으로부터 27 KW의 소형
원자로 1기와 300 MW 규모의 칭산(Qinshan)원자로 2기를 제공받기로
합의하였다.76) 그러나 이 거래는 칭산 원자로가 플루토늄 제조에 사용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미국의 강력한 압력으로 인하여 무산되었다.77)
해당 거래는 무산되었으나 중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우라늄 전환 기술과 전자기방식에 의한 동위원소분리 사이클로트론
(calutrons)을

전파함으로써

이란이

레이저동위원소분리법(laser

isotope separation)을 개발하려는 시도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78)
1992년 이란은 러시아와 양자원자력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1995년 4월 러시아는 클린턴 정부의 핵확산 우려에 대한 압박에도 불
구하고, 이란과 2기의 원전용 원자로와 다수의(unspecified number
of) 연구용 원자로 건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79) 미 당국자들은 해당
시설이 무기급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
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러시아 과학자들이 이란의 핵연료주기 완성을 지
원하였으며 Arak지역에 40MW 규모의 연구용 중수로를 건설하는 것을
도운것으로 본다.80)
이란의 ENR 기술에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준 것은 파키스탄의
A. Q. Khan이다. A. Q. Khan은 1989년에 파키스탄의 1세대 P-1원심
분리기 설계를 제공하면서 이란에 ENR 기술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1995년에는 좀 더 발전된 P-2원심분리기 기술도 A. Q. Khan을 통해
전달되었다. 우라늄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
76) Joseph Cirincione et, al., Deadly Arsenals: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Threats,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2005), p.
303.
77) Nuclear

Threat

Initiative(NTI),

Country

Profile,

Iran,

Nuclear,

http://www.nti.org/learn/countries/iran/nuclear/(검색일: 2016년 4월 2일)
78) Kroenig(2014), p. 17
79)Washington Post,“RUSSIA PROMISED TO SELL CENTRIFUGE PLANT
TO IRAN,”(1995.04.29.)https://www.washingtonpost.com/archive/politics/
1995/04/29/russia-promised-to-sell-centrifuge-plant-to-iran/99afd483
-a459-4a9b-90a7-9b9f70ac9ed5/(검색일: 2016년 4월 20일)
80) Nuclear Threat Initiative(NTI), Country Profile, Iran, Nuclear,
http://www.nti.org/learn/countries/iran/nuclear/(검색일: 2016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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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재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하는 북한의 증식형
원자로 방식과 달리 파키스탄은 고속 회전하는 원심분리기에서 가스추출
방식(gaseous form)을 통해 기체인 우라늄 헥사플로이드를 추출한 후
여기에서 U-238과 무기급으로의 전용이 가능한 U-235를 분리하는 방
식을 채택하였다. 이란은 이후 자체 기술 발전을 통하여 IR-1, IR-2
원심 분리기 모델을 생산해 내는데 이는 모두 가스분리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파키스탄 모델을 채택한 것일 뿐 아니라 실제 디자인에서도 A. Q.
Khan의 원심분리기 모델과 유사하다고 보여진다.81)
이란의 핵시설들은 2002년 이란국가저항위원회(National Council
of Resistence of Iran)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공개된다. 이 집단은
Natanz의 농축 시설을 비롯해 Arak에서 건설중이던 경수로의 존재까지
국제사회에 공개82)함으로써, 이란은 핵시설에 대한 IAEA와 국제사회의
감찰과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란이 핵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이
란에 해당 기술을 공급한 공급국들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원자
력 기술의 이전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에 의해 주도된 것
과 달리 1980년대 이후 ENR 기술의 획득은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술 공급국의 전환은 단순히 행위자의 변환만
을 의미하기 보다는 기술이전과정에서의 투명성의 저하로 이어졌다.
미국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프로그램의 경우 1953년 아이젠하워
(Dwight D. Eisenhower) 대통령의 연설을 기반으로 추진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하여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기술 개발에 대한
원조라는 명백한 단서가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용도에 대한 강력한 조건
은 기술 제공국과 수혜국 모두에게 그 의도를 숨길 유인을 제거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프랑스로부터의 기술 이전은 좌절되었다 할지
라도 독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가능했던 것은 독일로부터 이전한 기술이

81) Pollack(2013), pp. 35-36.
82) NTI(2016), Pollack(2013),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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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후에 ENR 기술 이전은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들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이란으로의 기술 이전이 내부 고발
자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나서야 불투명성이 확인되었다.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이전의 경우 미국 정부로 부터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기술 이전이 암암리에 이루어졌다.
이란의 핵기술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은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으나, 2002년에 시설들이 거의 완공되거나 건설에 착수한 이후에야
밝혀지게 된 것은 기술 공급국의 묵인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만
약, 냉전기 질서 하에서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이전이 발생했다면 이는
이데올로기적인 대립 구도 하에서 세계가 양분된 구조적인 이유로 인하
여 자연히 기술 이전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이전이 냉전의 종식이 시작되고, 미국 중심의 단극
적 세계질서가 고착화되어 가는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은 러시아가 이란
으로의 기술 이전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겨주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란이 핵기술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공급자는
A. Q. Khan을 중심으로 하는 파키스탄의 핵공급 네트워크 이다. A. Q.
Khan 네트워크는 비국가행위자로서 핵확산위협에 가장 많은 일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뿐만 아니라 리비아, 북한 등 고위험국가들에
핵심 부품과 우라늄 농축 기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 행위자는 비
록 Khan이라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로 묘사되긴 하지만 파키스
탄의 국가 이익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83) 이란으로의 핵기술
이전 시기 파키스탄은 미국과의 반목을 겪고 있었으며, 이란, 리비아, 북
한으로의 민감 기술 이전을 통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체계에 타격
을 주려는 목적을 가졌다.84) 이러한 파키스탄의 목적은 단순 경제적 목
적을 위해 기술 공급을 결정한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기술 이전의 결과로

83) Kroeniq(2010), pp. 135-136.
84) Kroeniq(2010), pp. 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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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이란의 변화에 더욱 주목하게 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 기
꺼이 비밀스런 방법으로 기술이전을 시도하게 한 것이다.
이란이 핵문제로 인해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02년 폭로 이후의 일이다. 이후 이란은 2007년 A. Q. Khan 네
트워크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음을 시인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IAEA
의 사찰요구의 대상이 되었으며 UN 안보리 결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되어 핵확산의 위협 국가로 인식되는 과정에서
어떤 국가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왔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을 보여주
는 것이며 이는 기술 이전국이 국제체제의 관리의 대상인지의 여부와 여
기에서 이어지는 기술이전국의 투명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을 보
여준다.

5. 소결

이란이 현 세계 질서에 대해 가지는 불만족도, 중동에서의 분쟁의
유형, 공급국으로서의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의 특징은 모두 이란의 핵
확산 위협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란은 미국
과 애증의 관계를 지속시키며 관개 개선과 악화를 경험해 왔으나 1979
년 이후의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란의 신정
주의라는 독특한 정치구조 및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경제체제와 맞물
리면서 이란의 불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분쟁의 유형 면에 있어서도 이란은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종교 간
분쟁과 이슬람 내부의 수니파 시아파 간의 갈등이라는 종교 내 분쟁의
양상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두 갈등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격화되는 움직
임을 보이면서 싸움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공급국에 있어서도 러시아,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주로 기술을 이전 받아 왔으며 특히,
A. Q. Khan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파키스탄으로 부터의 기술 이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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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의 기술 수준에 대한 투명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상기의 모든 요소들은 외부세계가 평가하기에 이란의 핵확산 위협
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최근의 포괄적핵협력협상
에서 강대국들은 이란의 핵기술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통제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Ⅴ. 일본의 핵기술 통제 수준에 영향을 미친 요인

1. 일본의 핵잠재력
일본은 1950년대부터 활발하게 원자력 기술에 투자해 온 국가로
매우 높은 수준의 핵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평화
를 위한 원자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원자력 기술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높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보유했다고 평
가받는다. 기존 핵잠재력 연구의 결과는 <표8>에 정리되어 있으며, 표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기와 무관하게 일본의 핵잠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일본의
핵잠재력

Meyer

Stoll

Jo & Gartzke

(1984)

(1992)

(2007)

Full

Full

latency

latency

1년

Sagan
(2010)

1년

<표8> 핵잠재력 연구에서 도출한 일본의 핵잠재력
출처: Meyer(1984), p.152-153와 Sagan(2010), p.92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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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우라늄 부존자원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함에도 불구하
고 남아공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했으나 포기한
국가들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과 유사한 수준의 핵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85) Sagan의 2010년 평가에 있어서
도 일본은 핵분열물질의 금속으로의 전환, 무기 설계, 무기 제작, 핵실험
이라는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에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 받았다.86)
일본의 핵기술 수준 평가에 있어서 일본이 핵실험을 시행하지 않
아 핵무기 개발까지 예상된 것보다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
석도 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NAVA, 영국의 VALCAN과 유사한
GEKKO-ⅩⅡ라는 관성레이저(inertial laser)계열의 핵융합 실험 장치
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레이저 핵융함 장치는 핵실험을 통하지 않고도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공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일본
이 만약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면 핵실험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87)
위와 같이 기존 핵잠재력의 평가요소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 국가
들의 핵능력 평가의 기준이 되는 ENR 기술에 있어서도 일본은 높은 수
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일본은 1개의 농축 시설과 2개의 재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농축 시설은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촌에 위치하
며 재처리 시설은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촌과 이바라키현 도카이촌에 건
설되어 있다. 먼저, 일본의 우라늄 농축 기술과 관련하여 로카쇼무라 시
설의 농축 능력을 평가해볼 수 있다.

로카쇼무라의 우라늄 농축 능력은

1년에 1,050톤의 분리작업단위(SWU)를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이다.88)

85) Meyer(1984), pp. 152-153.
86) Sagan(2010), p.92.
87) 신성택, "핵무장 넘보는 일본의 핵능력," 『통일연구원』, 2012년 6월 29일, p.
2.
88) China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ssociation and China Institute of
Nuclear Information and Economics,
Materials,”(September 2015),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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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Japan's

Nuclear

농축우라늄의 유의량(SQ: Significant Quantity) 25Kg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는 42,0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이는 해
당 농축시설을 100% 가동시켰을 때의 예측치이므로 다소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미 농축된 우라늄의 양을 가지고 핵기술 수준을 평가하
는 것은 다르다. 이는 예측치가 아닌 실제 보유량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
이다. 로카쇼무라 시설에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이 농축한 저
농축 우라늄의 양은 총 1,698톤89)으로 시설의 생산능력을 100% 가동
하여 얻어지는 연간 1,050톤의 생산량을 20년간 유지했다고 보았을 때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 수치 역시 다른 비핵국가들이 보유한
농축우라늄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유의량(SQ)을 적용한다면 이는
약 68,000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90% 이상 농축된 고농축 우라늄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해당 농축 우
라늄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일본은 연구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고농축 우라늄 역시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다.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의 진행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200에서 1,400 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
졌다.90)해당 고농축 우라늄은 대부분 미국과 영국에서 연구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인데, 2014년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국제 고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보유량을 실효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한 이후, 해
당 보유량의 변화에 대한 발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고농축 보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91) 저농축 우라늄 보유량에 훨씬
못 미치기는 하지만 일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만으로도
52기 정도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
89) China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ssociation and China Institute of
Nuclear Information and Economics(2015), p. 23.
90) Michelle Cann et, al., The Nuclear Security Summit: Progress Report,
(Washington D.C.,: Arms Control Association, 2013), p. 31.
91) China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ssociation and China Institute of
Nuclear Information and Economics(2015),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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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는 저농축 우라늄 보유와는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제작 과정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만큼 핵잠재력을 파격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핵무기의
제조과정은 핵분열 물질의 생산, 핵탄두의 생산,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
는 미사일 기술의 개발 단계로 나눌 있다, 이 중 국가들은 핵분열 물질
의 생산에 가장 많은 통제를 받고 있는데 핵분열 물질의 생산이나 거래
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런데 일본은 이미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함으로써 핵무기의 제조에서 핵
분열 물질의 생산 단계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핵잠재력 역시
이전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1년보다 낮은 수개월 내지는 수일의 수준이
라고 평가한다.
플루토늄 보유에 있어서도 일본은 이미 상당 수준의 핵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비핵국가 중 유일하게 완성된 핵연료주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2015년을 기준으로 총 43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원자로들에서 생산 가능한 플루토늄의 양은 8.4톤에 이른다.92) 플루토
늄의 유의량(SQ)은 보통 8Kg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본은 세계최고 수
준의 야금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3Kg의 플루토늄으로 임계
질량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93) 이 경우 일본내 원자
로들이 모두 작동될 경우 일본은 28,000개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플
루토늄을 얻게 된다. 8Kg의 유의량(SQ)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해당 플
루토늄은 핵무기 1,050개의 제조가 가능한 양이다.
일본은 플루토늄 역시 이미 생산된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표9>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본은 1993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플루토
늄을 보유하여 왔다.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각각 일본의 영토와 영
국 및 프랑스의 국외 보유로 나뉘어서 산정된다. <표>에서는 일본의 영
토 내 플루토늄 보유량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었으며 영토 내의 플루토늄
92) China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ssociation and China Institute of
Nuclear Information and Economics(2015), p. 11.
93) 신성택(2012),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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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량과 영국과 프랑스에서 보유중인 국외에서 보유중인 플루토늄 양을
합하여 빨간색으로 표시되었다. 일본정부가 IAEA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
르면 2014년까지 일본은 총 48.8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10.8톤은 일본 내에 저장되어 있으며 37톤은 프랑스와 영국에 보관
되어 있다.94)
이는 고농축 플루토늄의 유의량(SQ)인 8Kg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약 6,100기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일본의 야금기술 수
준을 고려한 유의량(SQ)으로 계산하면 16,266기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 역시 일본이 무기급의 핵분열 물
질을 보유하고 있어서 핵잠재력의 평가에서 이 부분의 기간만큼을 단축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9>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 변화
출처: China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ssociation and China
Institute of Nuclear Information and Economics(2015), p. 4.

94) IAEA Informationa Circular, 2015, INFCIR/549/Add.1/18 Attachment,
Ref.No.:JPM/NV-172-2015,
https://www.iaea.org/sites/default/files/infcirc549a1-18.pdf(검색일: 2016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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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핵기술 수준은 핵분열 물질의 확보 차원에서만 검토하더라
도 확실히 이란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대부분 보유량이
해외에 저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내에 보존되어 있는 양의 플루토늄만
으로도 이미 수천 개에 이르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보존된 농축우라늄 보유량만을 고려했을 때에도 엄청난 수의 핵무
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이란이나 북한과 같
은 핵개발을 의심받는 국가들이 아직까지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사일 기술에 있어서도 압도적으로 발전해 있다. 일본은 오렉스
(OREX)라는 대기권 재돌입 실험 장치를 통해 대륙간 탄도탄 개발에 필
요한 데이터를 확보해 놓았으며, 즉각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로켓인
M-4에 대해서는 세계 정상급의 기술을 구축해 놓음으로써 대륙간 탄도
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5) 이미 30년도 전에 핵
잠재력이 1년이라고 평가 받은 일본은 현재 1년 이하의 핵잠재력을 가
진 것이 확실해 보인다. 또한, 핵무기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미사일 기
술 역시 완성단계이기 때문에 총 핵잠재력은 실제 가지고 있는 연료를
핵탄두로 만들어 미사일에 탑재하는 시간이다. 어떠한 방식의 핵분열 물
질을 사용하여 어떤 핵탄두에 탑재할 것인지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이는 수개월 내지는 수 일 정도의 단시간일 것으로 예상된다.

2. 일본의 불만족도

Chafetz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중심부
국가로 분류된 국가 이다96). 일본의 정치 및 경제 체제의 양상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중심부 국가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스스
로도 중심부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정치제도
의 경우 입헌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 조
95) 신성택(2012), p. 4.
96) Chafetz(1993), p. 134.

- 69 -

직, 사법 조직, 행정 조직이 분리되어 있으며,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대
통령은 존재하지 않지만 총리대신에 의해 내각이 구성된다.
이란과 유사하게 행정부 최고지도자와 다른 특수한 권력을 가진
‘천황’의 존재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의 천황은 이란의 최고지도자
(Supreme Leader)와 같이 대통령보다 우위의 권한을 갖는 제 1권력자
가 아니라,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
만”을 한다.97) 또한, 이란의 정치체제와 일본의 정치체제가 가지는 가
장 큰 차이는 종교 역할이 정치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종교지도자의 지위를 가져야 하며 이것이 종교라는 비민주적
요소가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일
본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제체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완성된 자본주의의 모습
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6년 명목 기준 일본의 GDP는 4조
4,126억 달러로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3위에 해당하며(World Bank)
무역규모 역시 2015년 기준 1조 2,494억 달러로 세계 5위의 수준이
다.98) 이러한 무역규모의 수준과 GDP 총액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일본의 경제체제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질서에서 경제
적 상호의존도가 높은 자본주의 체제를 보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일
본이 정치 및 경제 체제에 있어서 중심부 국가들과 유사성을 보이는 단
순한 기준으로만 판단한다면 일본의 불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이 분명하
다.
그러나 일본의 불만족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패권국인 미국과
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의 불만족도에 대한 논의는 다소 복잡한 양상
을 띄며, 특히 미국과 일본 간에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논의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1988년대까지의 미・일관계를 고려할 때는 단순히 일본
97) 주한 일본 대사관 “Japan Fact Sheet” http://web-japan.org/factsheet/ko/
pdf/kr08_governmental.pdf (검색일: 2016년 4월 23일)
98)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
he-world-factbook/geos/ja.html (검색일: 2016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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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만족도를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Bruce Cummings는 일본과 미국의 관계의 안정적인 관계가 150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Matthew Perry 제독의 흑선
이 일본에 도착하여 미일화친조약이 맺어진 1854년 이후로 미국에게 일
본은 줄곧 놀라움의 대상이었으며 근면함, 진취적이며 활동적인 면을 갖
는 민족으로 여겨졌다고 평가한다.99) 본격적인 미국과 일본의 우호관계
는 1952년 미일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미일안보조약)의 체
결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유사시 미군의 참전과 미군의
일본 주둔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본 조약의 체결로 인해 양국은 동맹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미일동맹은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북아
시아에서 두 국가를 공동운명체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일동맹이 60여 년간 지속되는 동안 두 국가 간에 아무런
대립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71년 7월의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신경제정책의 발표는 일본으로 하여금 동맹에서 방기의 딜레마를 느끼게
하였다.100) 당시 도쿄에 주재했던 아민 매이어 미국 대사마저 “키신저
를 베이징에 파견했다.”라는 닉슨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서 ‘베이징’
을 ‘베트남’을 잘못 말한 것으로 착각하게 했을 정도로 닉슨대통령의
갑작스런 방중 발표는 갑작스러운 것이었다.101) 닉슨 대통령의 갑작스
런 발표로 인한 쇼크는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미국이 일본을 배제한 채
동북아시아의 전략을 구상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게 하였고 이
를 계기로 미・일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좀 더 독
립적인 외교노선을 추구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닉슨 쇼크 이후로 미국은 좀 더 현실주의 외교노선을 본격적으로

99) 브루스 커밍스, “1등 (혹은 2등): 1894~2014년간의 동아시아 질서 에서 일
본에 대한 미국의 선호,“ 『아시아리뷰』, 제 4권 2호 (2015), pp. 133-134.
100) 이기완, “미일관계와 동맹의 딜레마(1960~1972): 일본 측 정치동학을 중심
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 17권 1호 (2009), pp.73-75.
101) 소토카 히데토시, 혼다 마사루, 미우라 도시아키 저, 진창수, 김처수 역, 『미일동
맹: 안보와 밀약의 역사』, (파주: 한울 아카데미, 2006), pp. 26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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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면서 전략적 선택을 지속하였다. 닉슨독트린을 발표함으로써 대외
정책에서의 지나친 개입주의를 벗어나 기존에 미국이 안고 있던 안보적
부담을 상대국에게 분산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미국의 영향
력을 잃지 않은 채로 베트남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중국 및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북베트남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하였다. 그 결과
1972년 5월 닉슨은 브레주네프 공산당 서기장과의 만남을 통해 전략무
기제한조약(SALT Ⅰ)을 체결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미국이 이러한 외교노선을 보이는 동안 일본에서는 자주국방을 주
요 안건으로 방위정책을 재편하는 ‘나카소네 구상’이 제기되었다. 미
국의 데탕트정책이 본격화된 1970년 1월에 일본 방위청 장관에 취임한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국토 방위에 있어 일본의 역할을 좀 더 주도적으로
설정한 ‘자주 방위 5원칙’을 제시하였다. 미국과 일본 간의 임무 분담
을 명확히 해서 양국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입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제
시된 이 계획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지는 동안 꾸준히
발전시켜온 경제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기인하는 면이 컸다.102) 그러나
개헌 논의와 합쳐져 일본 내에서도 군국주의로의 회기라는 비판을 받은
나카소네의 주장은 자민당 내에서도 뜨거운 찬반 논쟁을 일으켰으며 이
듬해 나카소네가 방위청 장관을 사임하게 되면서 일단락 되었다. 추가적
으로 미국은 1972년 미중공동성명서에서 미중관계 개선이 우방의 희생
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일본의 방기 위협을
해소하였다.103)
나카소네 구상이 사라진 후에 일본에서는 미국과 일본 군사력의
역할 분담을 정의하고 자위대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미일 안보
조약과 헌법의 정합성을 부여한 ‘구보 구상’이 주목받게 되었다. ‘기
반적인 방위력’이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제시된 구보 구상은 1975년 방
위청 장관에 취임한 사카다 미치타에 의해 지지되었고, 일본의 핵무장으
로 인한 안보 효과가 없으며 일본의 방위비를 GNP의 1%로 한정함으로
102) 소토카 히데토시 외(2006), pp. 296-299.
103) 이기완(2009), p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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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최소한의 방위력만을 유지하는 것을 기조로 하였다.

1976년 7월에

는 미일 방위협력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해 두
국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해당 위원회에
서는 기반적인 방위력 개념에 근거하여 미일간의 동맹을 실질적인 수준
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정사항의 결정이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는 베트남 전쟁의 패배로 인해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감소함으로써 생
긴 공백을 일본이 부담함으로써 더욱 긴밀한 동맹관계를 구축하는 것으
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8년의 미일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의 확정은 일본 자
위대의 역할을 본토 방위에 전념하는 소극적 방위정책에 머무르게 하였
다는 점에서 미일관계의 비대칭성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78년 당시
가이드라인의 체결 자체가 미일간 대립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가이
드라인의 체결로 일본은 최소한의 기반적 방위력만을 갖게 되면서 일본
내부에서 자민당의 세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사회
당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등의 반동이 있기도 하였다.104)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한 신냉전의 도래는 미
일동맹의 강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시
작된 일본의 대미 수출 증가로 인한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1977년 철강
무역마찰과 1970년 말 자동차분쟁으로 인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은 경제문제 있어서는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양국 정부는 경제문
제를 안보와 분리해서 취급함으로써 경제 분야의 갈등이 소련의 위협 증
가를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1978년 일
본은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기지의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본이 부담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경제문제와 군사문제를 분리시키면서
도 미국의 불평을 잠재우는 데에 성공했다.105)
경제 분야의 마찰을 줄이면서 공고해지던 미일동맹은 1981년 출
104) 박철희,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로: 미일동맹 및 위협인식의 변화와 일본방위
정책의 정치,” 『국제정치논총』 , 제 44집 2호 (2004), pp. 172-173.
105) 소토카 히데토시 외(2006), pp. 32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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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 레이건 행정부가 대소 강경노선을 취하고 군사력 강화에 착수하면
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일본에 15% 국방비 증액을 요
구하면서 동시에 일본 헌법상 위헌이 될 수도 있는 인도양에서의 해군력
증강을 주장하였다. 미국으로서는 중동 등 전략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했
을 경우 대규모 군사력 투입과 보급을 위한 병참연락 해상교통로
(SLOC: Sea Lines of Communication)를 일본이 방어하게 함으로써
인도양에서 미국이 져야 하는 군사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해 군사적인 의미로는 북서태평양에서만 군
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지나친 군사비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81년 5월 스즈키 총리가 레이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을 가진 후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연설에서 ‘해외 자원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교통로에 대해 1,000해리에 걸쳐 자위의 범위 안
에서 지켜나가겠다’는 이른바 ‘대미공약’ 발언을 하게 되었고 이후
이에 발목을 잡혀 미국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
게 되었다.106)
1982년 12월 내각에 취임한 나카소네 총리는 취임 이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스즈키 총리 시절 발발된 해상교통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였다. 나카소네 총리는 이미 82년 12월 예산편성에서 방
위비를 원안이 5.1%에서 6.5%로 증가시키는 작업을 마치고 미국을 방
문했기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과 나카소네 총리의 정상회담은 양국의 방
위 마찰 해결에 급물살을 타게 하였다. 1983년 1월 19일 두 번째로 만
난 두 국가의 정상은 구두로 공식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미일공조의 강화
와 일본의 분담 증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나카소네 총리가 《워싱
턴 포스트》 지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불침 항공모함 발언’으로 인
해 일본이 평화헌범에 위배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
냐는 논쟁이 일기도 했으나 나카소네 총리는 훗날 이 발언으로 인해 오
히려 미국의 불신과 의심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었다고 회상하였다.107)

106) 소토카 히데토시 외(2006), pp. 336-351.
107) 소토카 히데토시 외(2006), pp.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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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나카소네 정부를 통해 미국은 강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실
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미일 관계의 공고화를 표방하였고 1985년 9월
에는 ‘중반기 업무예산’을 ‘중반기 방위력 정비계획’으로 격상시키
는 등 실질적으로 미일이 긴밀한 관계로 도약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관계 중심이 중국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국이 안보적 위협에
처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나 닉슨 쇼크로 인해 일본이 느낀 동맹에서의 방기 위협은 미국이
대만에서 철군한 후에도 일본이 대만에 주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통해
미중 국교정상화에도 미일동맹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완화되었다.
1977년 시작되어 1988년 협정 발효에 이르기까지 미일 신원자력
협력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이 지속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1970년대 초 미국의 갑작스러운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전략으로 인하여 일본은 소외감을 느끼고 불만족도가 높아질 요
인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외교적 조
치에 대해서 일시적인 외교적 고립을 느끼기는 하였으나 이를 미일동맹
의 틀안에서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은 베트남 전쟁의
패배와 소련과의 신냉전으로 인해 예민해진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하였다. 이에 더하여 ‘나카소네 구상’에서
드러난 일본의 자주 국방에의 노력은 소련과의 마찰로 인한 미국의 방위
비 분담 노선과 궤를 같이 함으로써 갈등이 아닌 협력의 방향으로 해결
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미일동맹을 중시한 일본 스스로의 노
력과 국제정치적인 환경이 맞물리면서 미일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협상
당시 미일의 관계는 지속적인 파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고해지는 양
상을 보이게 되었으며 이는 미국이 원자력 협정 개정 과정에서 일본의
불만족도를 낮게 평가하게 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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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아시아에서의 주된 분쟁 유형: 게임 또는 토론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핵기술

수준

통제

협상이

있었던

1970~80년대 동아시아를 둘러싼 주된 분쟁의 유형은 냉전적 양분 구
도, 영토 문제, 지역내 불안요소로서의 북한의 존재에서 기인하였다. 그
러나 이 시기 동아시아의 분쟁의 성격은 어느 일방의 존재의 소멸을 추
구하는 싸움의 형태라기보다는 각 행위자의 존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이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게임과 토론의 형태를 뗬다.
먼저, 이 시기에 나타난 냉전의 구도를 살펴보면 1970년대는 미
소 간의 데탕트로 인하여, 긴장이 완화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미
소 간의 갈등은 완화되는 한편 공산주의 진영 내에서 분열이 발생하면서
중소 간에 관계의 악화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지역구도가 전개되었다. 특
히, 1965년의 중・소간 국경 분쟁은 중국과 소련이 주변국과의 관계 개
선을 통해 우위를 추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념적인 유사성보다
는 실리적인 이익에 근거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108)
냉전적 갈등이 고조되던 1960년대 초와는 달리 이념을 근거로 한
관계의 유대가 약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냉전 구조의 변화는 동
아시아 지역 분쟁의 유형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냉전이 고조된
시기의 진영간 갈등이 상대방에 대한 소멸을 기대하고 무력 사용을 감수
하려는 싸움의 형태로 전개될 수 있었던 반면, 이익에 근거한 구조로 변
화된 이후에는 상대국의 존재를 긍정하는 게임의 방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주된 분쟁의 유형
으로 영토 분쟁을 꼽을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뿐만
108)

Lwell

Dittmer,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in World Politics, Vol. 33, No. 4, (July
1981) pp. 49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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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러시아, 북한,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의 영유권 분쟁이 지
속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특징은 영토 분쟁이 해당 국가의 일부 이익
에 관여한 것이었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영토 문제가 국가의 존립과 연
관되는 경우는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1970년대 중국과 일본과의 영유
권 문제는 갈등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전후 일본이 택한 국가전략은 미・일 협조외교와 경제중심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개헌이나 재군비, 영토분쟁 등 지나친 정치
주의노선은 지양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잠재적 갈등
의 요인인 영토분쟁 이슈를 최대한 수면 하에서 관리하고자 노력했고,
소련이나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나친 갈등관계는 회피하려는 경향
을 보였다. 중국과의 동중국해 센카쿠열도 분쟁은 1970년대 초에 처음
으로 표면화되었지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던 일본은 센카쿠열도 분쟁
이 외교관계 전면에 부상하는 것을 피했다. 특히, 1978년 후쿠다-덩샤
오핑 회담을 통해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열도 분쟁의 해결을 후대에 맡기
기로 합의하였고, 일본과 소련 간의 북방4도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 분
쟁을 피하려는 상호 윈-윈의 결과를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109)
중국정부도 70년대에는 중일 관계개선을 우선시하여 영토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소련의 패권주의를 저지하
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1978년에 정치권력의 실권을 잡은 덩샤오핑의
집권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실용주의노선을 추진하였고 영토 분쟁을 전면
으로 내세워 일본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 보다는 이에 대한
해결을 미루는 정책을 더욱 확고히 추진하였다.110) 이러한 양상은 영토
분쟁이 동아시아에서 생존의 문제 보다는 이익의 문제로 규정되어 왔다
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109) 木村汎(1997)「国境・領土問題と現代」渡辺昭夫『現代日本{の国際政策』、有
斐閣, 손기섭, “중일 해양영토 분쟁의 원인과 특성: 갈등사이클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 43권 (2012년 7월), pp. 273-274에서 재인용.
110) 손기섭(2012), pp. 27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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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영토분쟁을 게임이나 토론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으로서 Huth and Allee의 1919년부터 1995년까지의
영토 분쟁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다. Huth와 Allee는 영토분쟁의 당사
자를 현상태를 변경하려는 도전국가와 이에 대한 상대국가를 분류하고,
도전국가가 취하는 형태를 1)무위(無爲) 2)협상 3)군사적 행위로 구분
하였다.111) Huth와 Allee의 데이터는 총 6,572건의 사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무위의 경우가 4,380회(66%), 협상이 1,782회(27%), 군
사적 행위가 390(6%)로 영토분쟁이 실제 군사적 행위로 전개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임을 알 수 있다.112)결국, 영토 분쟁은 대부분 적극적으
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을 선택하기보다는 문제제기에 그치고 상대방의
반응도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동아시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표10>에는 1945년부터 1995년까지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북한이 각각 도전국가와 상대국가인 경우 총 분쟁의 수와 이 분쟁들에
대해 협상이나 군사적 행위가 채택된 경우가 정리되어 있다.
<표10> 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해당 기간 동안 중국, 일본, 러시
아를 둘러싼 영토 분쟁 중 도전국에 의해서 군사 행위라는 수단이 추구
된 적은 없다는 점이다. 이는 동아시아에서의 영토 분쟁의 성격이 싸움
이 형태보다는 게임의 형태에 가깝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싸움 유형의 분쟁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소멸을 가정하기 때문에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서 군사력이 가장 먼저 고려된다. 그러나 상기의
동아시아에서의 분쟁의 숫자와 문제제기 방식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영토 분쟁에서 이러한 군사력의 수단이 얼마나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를 보여준다.

111) Huth, Paul K., Todd L. Allee, The Democratic Peace and Territorial

Conflict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 23.
112) 이성우,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의 과학적 이해: 세계적 차원의 영유권 분쟁에
서 중・일⋅러⋅한의 행태분석,“ 『JPI정책포럼』, 2014-15, (2014),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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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분쟁
협상
군사
행위
군사행
위비율

도전

상대

도전

상대

도전

상대

도전

상대

도전

상대

국가
중국

국가
일본

국가
중국

국가
러시아

국가
일본

국가
러시아

국가
북한

국가
한국

국가
일본

국가
한국

46

10

50

53

47

4

3

29

20

2

0

0

0

7

3

0%

0%

0%

13%

6%

<표10> 1945-1995 동아시아 분쟁의 숫자와 도전국의 문제제기 방식
출처: 이성우(2014), pp. 8-17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그나마 군사력의 사용이라는 수단이 고려된 한국을 둘러싼 분쟁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면전의 형태보다는 일부 지역을 둘러싼 군사적인 충
돌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의 결과와 70~80년대 일본, 중국
이 영토 분재에 대해 취했던 태도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영토 분쟁은
실제로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영토를 빼앗고 해당 국가를 소멸시키려는
형태의 분쟁이라기보다는 해당 영토 분쟁을 빌미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임의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주된 분쟁의 원인이 되는 북한을 둘러
싼 갈등의 경우에도 동아시아 국가들이 북한 존재의 소멸까지 상정했다
고 보기는 드물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에 위치하지
는 않지만 동아시아의 분쟁에 깊게 관여해 있는 미국의 경우 한반도 통
일로 인해 한반도에 투입되는 안보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통일이 북한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
다. 남한의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 통일 후 한
반도가 중국 친화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려하며 통일 이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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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제기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재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하
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한반도 통일로 인하여 주변에 대규모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 이후의 중국 친화적인 성격이
일본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한다. 또한, 통일로 인해 규모
가 커진 한반도가 지역 내에서 일본과 배타적인 경쟁관계에 놓일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중국의 경우 한반도 통일이 한국의 주도로 이루
어질 경우 중국이 국경 부근에서 느끼게 될 안보적 우려가 크며, 특히
통일 한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승계할 경우 이러한 위협이 극대화
될 것으로 본다.
러시아 역시 한반도의 통일로 겪게 될 동북아 세력균형의 변화, 국
경관리비용의 증가, 통일한국의 대미(對美) 경제협력 확대, 한국 투자의
북한 집중 등으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 감소, 대규모 북한 난민
발생, 불법 이민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각 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
러한 우려는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즉, 북한의 존재에 대하여 주변국들은 현상유지에 대한 유인이 크
게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동아시아에서 북한의 존재 소멸에 대하여 가
장 큰 기대를 하는 것은 한국인데, 한국이 국제정치에서 가지는 위치는
이러한 통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우방과의 관계 개
선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개선 보다 아래에
두게 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북한의 존재의 소멸을 노리는 분쟁을 방지
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의 존재가 싸움에 이르지 않는 분쟁 유형을 구성한 또 다른
원인으로는 북일관계의 양상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은 1955년 6・25
전쟁의 발발 이후 남한 정부와 정당성 경쟁을 지속해오고 있다. 냉전이
지속되던 당시 북한・중국・러시아로 구성된 북방삼각체제와 미국・일
본・한국으로 이루어진 남방삼각관계의 대립은 일견 북일관계가 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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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을 것이라는 예상하게 한다. 그러나 북한은 남방삼각관계를 약화시
키고, 남한 정부보다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해줄 수 있는 대상이 일본
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로 인해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기까
지 북한은 꾸준히 일본에 접근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을 보
였다.113)
대남견제의 수단과 중소분쟁으로 인해 확산되는 경제적 위기의
돌파구가 일본에 있다고 판단한 북한은 일본내 좌익세력을 압박하는 방
식으로 지속적으로 대일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였지만 하토야마 내각에
서 기시내각으로 진입하면서 일본의 한국편향성은 오히려 강화되게 되었
다. 마침내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가 성립된 이후 북한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특히 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3
조에서 대한민국을 유일의 합법정부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반발이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
으며 65년 이후부터 70년대 초까지 북한의 일본에 대한 정치적 공백상
태가 지속되었다.114)
북일 간에 정치적 공백은 1970년대 데탕트의 분위기를 타고 변화
의 양상을 보였다. 미소간의 데탕트로 인해 위기의식이 고조된 북한은
이전까지 일본이 한국과의 수교를 단절하고 북한과 수교를 진행해야 한
다고 주장하던 데에서 벗어나 남북한 모두 일본에게 승인을 받는 것도
괜찮다는 쪽으로 다소 유화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115) 북한의 이러
한 완화된 입장 표명은 1973년 일본 사회당이 북한에 방문하여 ‘조일
국교 3원칙’을 발표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으나 1975년 인도차
이나 국가들의 사회주의화로 인한 아시아에서의 냉전 대립 구조 심화,
북한의 대일 채무변제불이행 등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정치적인 관계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과 달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113) 김태운, “북한의 대일정책 변천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 7권
2호, 2004, pp. 110-112.
114) 김태운(2004), p. 115.
115) 김태운(2004),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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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의 상호의존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960년 말 5,478만
달러에 머물던 양 국의 무역량은 1972년에는 1억 3000만 달러, 74년
에는 3억 6000만 달러, 79년에는 4억 3,500만 달러까지 증가하게 되
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
하던 북일관계는 84년 북한의 ‘합영법’ 발표로 인해서 개선을 조짐을
보이는 듯하였다. 북한의 경제개방 가능성을 보여준 합영법은 서방의 기
술 및 자본을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합작투자에 대한 법이다. 합영법을 바탕으로 양국간 무역사무소를 설치
하여 보다 활발한 무역관계를 맺고자 함으로써 북일 관계는 정치적으로
도 호전의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일관계의 진전은 83년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
87년 KAL기 폭파 사건으로 또 다시 경색되는 모습을 보인다. 아웅산
테러와 KAL기 폭파 사건 모두 상당한 사상자를 낸 테러 사건으로서 이
는 한・미・일 관계를 지켜야 하는 남방삼각체제의 한 축으로서의 일본
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일본이 북한에 제재를 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아웅산 테러 사건 직후 미국 등 69개 국과
공동으로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잇따른 테러 사건으로 인해 고조된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완화시킨
계기는 노태우 정권의 7・7선언이었다. 남・북한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
포들의 자유로운 남북 왕래, 이산가족 교류, 남북간 물자거래, 북한의 미
국・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남한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등을 골
자로 하는 이 조치로 인하여 노태우 정부는 북한을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드는 데에 일본이 역할을 하게 하였다.116) 일본 역시 이러
한 남한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됨으로써 KAL기 사건의 후속조치
로 취해진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
116) 김태운(2004),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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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동북아 전체 분쟁의 양상을 판단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북일관계의 면모를 통해 북한으로 인한 도발이
일본 안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일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협상이 이루어지
던 1970~80년대에 북한은 기본적으로 일본에 적대적이지는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이는 대남견제의 수단으로 또한 상호의존이 강해지는 무역
의 파트너로서의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려던 입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 일본에 대하여 완전히 적대적으로 돌아서지 않았던 데에는 일본내
좌익세력의 역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아웅산 테러 사건이나
KAL기 폭파 사건 등의 과격한 도발 행위로 인하여 동북아시아 전체에
긴장을 가져오기는 했으나 이러한 긴장관계 역시 7・7 선언 등의 조치
를 통해 단시간 내에 해결의 기미를 보임으로써 일본이 미국과 원자력
협력 개정 협상을 진행한 당시 지역의 안보적 상황에 대해 보다 낮은 수
준의 분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4.

일본 핵기술의 공급국

일본의 핵기술 개발의 역사는 미국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Atoms for Peace)’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으로 시작되었다. 일본과
미국 간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긴밀한 공조는 미국이 경수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개발한 General Atomics사의 트리카형(TRIGA) 연구용
원자로를 일본이 수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초기 원자
력 기술 개발 과정에서 일본은 영국의 가스냉각로인 Calder Hall도 도
입117)함으로써 미국과 영국의 기술 이전을 통해 원자력 개발 프로그램
117) 김경민,“일본 원자력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2000년 겨
울), p.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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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작하였다.
1956년 일본은 원자력위원회, 과학기술청, 일본원자력연구소, 원
자연료공사 등을 지속적으로 설립함으로써 원자력 발전 활동을 위한 조
직을 구성해 갔으며, 1957년에는 IAEA 가입과 동시에 이사국으로 선정
되기도 하였다.118) 이후 꾸준히 원자력 기술 개발에 노력을 쏟아온 일
본은 1963년 10월 26일에 최초의 동력시험로를 이바라끼현 도카이무라
의 일본 원자력연구소에서 시범 발전시킬 수 있었다. 1966년에는 최초
의 상업용 발전소인 16.6만 킬로와트 규모의 도카이 1호를 개시할 수
있었는데, 이는 영국에서 수입한 것이었다.119)
그 밖에도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건설되어 운전된 원자로는 모두
미국형 경수로였고, 이들은 주로 GE(General Electric)사가 개발한 비
등수형

원자로(Boiling

(Westinghouse)사가

개발한

Water

Reactor)나

웨스팅하우스

가압수형경수로(Pressurized

Water

Reactor)이다.120) 이들 노형은 모두 농축우라늄을 연료로 하는 것이었
기 때문에 일본은 원자로뿐만 아니라 농축우라늄 역시 수입하는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수입은 주로 미국, 프랑스 독일로부터 이루어졌다.
1970년대 1, 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일본 내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에 대한 욕구가 증폭되었고 이는 지속적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로
이어졌다. 그러나, 일본은 농축우라늄을 전량 해외에서 수급하는 상황이
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통한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핵연료
물질의 수급 안정이 우선되어야 했다. 이러한 연료 수요 욕구의 증가에
서 나온 생각이 핵연료주기를 완성하는 재처리 방식이었고, 일본은 재처
리시설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후 프랑스로부터 습식 재처리 방식인 PUREX(Plutonium-Uran
ium Extraction) 방식의 재처리 공장을 건설받기로 협상하고 1977년
118) 김경민(2000), p. 258.
119) 김경민(2000), p. 258.
120) 김경민(2000), p.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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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을 준비하였다.121) 재처리 시설의 건설은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완
성되었으나 이 시설에서 사용하게 될 사용 후 핵연료는 미국으로부터 수
입해야 했다. 따라서 일본은 미일원자력협력협정에 따라 미국의 사전 동
의 획득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1977년은 미국 원자력 정책의 중요한 전환기로서 미국은 카터 대
통령의 등장으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고속증식로 개발에 대한 미국
과 여타 국가들의 사용 금지를 대대적으로 천명하는 ‘신원자력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일본이 가동하기로 한 도카이무라 재처리 시설의 운영
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장기간 동안 수많은 예산을
들여 재처리시설을 건설한 일본은 미국과의 교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밖에 없었다. 3차례에 거친 교섭 끝에 일본은 도카이무라 시설의
운영에 대한 미국의 합의를 얻어냈으나, 추출된 연료의 보관방식, 재처
리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한 추후 방식 전환, 재처리 가능한 연료양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견뎌야하게 되었다.122)
1984년에는 또 하나의 재처리시설의 건설이 구상되었는데 이는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 지역에 건설되게 되었다. 1993년 4월에 착공되
어, 2006년 3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은 프랑
스 재처리 기술을 모델로 설계된 것으로, 연간 800톤의 재처리 능력을
가진 세계 최초의 상업용 재처리시설이다.123)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
건설에는 프랑스 연료공사(COGEMA)와의 긴밀한 기술협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는데, 일본은 프랑스에 기술 습득을 위해 70여 명의 기술자를
파견하였고, 프랑스는 직접적인 기술 이전을 위해 15명의 기술자를 일
본으로 파견하였다.124)
일본의 원자력 기술습득은 주로 자국의 연구 및 투자를 통하여 발
전되어온 측면이 크지만, 일본 역시 기술 개발 초기와 재처리 시설의 건
121)
122)
123)
124)

김경민(2000), p. 259.
전진호(2008) pp. 235-236.
전진호(2008) pp. 242.
전진호(2008) p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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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있어서는 외부 국가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받았다. 특히, 일본은 재
처리에 필요한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국, 프랑스로부터 수입하였다. 따라
서, 이란의 원자력 기술이전국과 일본의 기술이전국은 크게 두 가지 차
이가 있다.
첫째는 일본의 기술이전국은 모두 미국 중심 질서에 순응적인 서
구 국가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란 역시 초기에 서독이나 프랑스로부터 기
술이전을 받기는 하였으나 농축∙재처리 관련 기술의 이전에 있어서는 러
시아, 중국, 파키스탄과 같이 미국 중심 질서에 대항하는 국가들로부터
의 기술이전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미국 중심의 질서는 서구세계를 중
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계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NPT를 중심으로 하는
비확산체제의 실현에 대한 충성도라는 두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둘째로 이란의 경우와 반대로 일본의 기술 이전국들은 모두 공개
적인 방식으로 일본에 기술이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미국은 일본과
양자원자력협력협정을 맺은 국가이긴 하나 1977년 신원자력정책을 통해
엄격한 재처리 기술 통제를 발표한 후에도 공개적인 협상을 통하여 세부
재처리 허용 사항을 공표하였다. 이는 얼핏 보면 미국의 비확산 기조에
대한 일본의 반례를 허용함으로써 체제의 정당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조
치로 보이지만 오히려 다소 엄격한 기준을 일본의 재처리시설에 적용시
킴으로써 공개적으로 수용기준을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일본에 기술뿐만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
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기술이전국 이었는데 이 두 국가 모두 일본으로
기술이전을 공개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경우 연료의 해상 이용
시의 구체적인 방호내용까지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
다.125)

5. 소결
125) 전진호(2008) p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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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현 세계 질서에 대해 가지는 불만족도, 동아시아 분쟁의 유
형, 공급국으로서의 미국, 영국, 프랑스의 특징은 모두 일본의 핵확산 위
협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은 전통적인 미
국의 우방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있다. 또
한,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분쟁의 원인에 따른 분쟁은 모두 게임이나 토
론의 유형을 띄고 있다. 공급국의 경우에도 기술 이전의 투명성을 확보
하려는 국가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외부 세계에서 일본은 핵확산 위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본
다. 일본은 현재 매우 높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핵잠
재력은 무기급의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어느 국가
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요소들은 일본의 핵확산 위협에
대한 외부세계의 인식을 완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일본은 1970~80년대
진행된 미국과의 핵기술 통제 협상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을 유
지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Ⅵ. 결론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비핵국가들의 핵기술 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비확산 레짐의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핵기술에서 차이가
나는 두 국가 중 더 낮은 수준의 기술을 유지하는 국가에게 기술 수준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이유를 찾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핵기술 수준을 높
이는 국가들 중 기술 통제를 통해 기술 발전에 대한 압박을 받는 이유는
국가들이 현재의 주류 국제체제에 가지고 있는 불만족도가 크고, 한 국
가가 속해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이 싸움의 형태에 가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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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핵기술을 공급해준 국가의 유형이 기술의 수준과 형태를 불투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먼저, 불만족도 변수의 경우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 경제체제로
서의 자본주의를 공유하는 지의 여부, 그리고 패권국과의 관계라는 변수
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이 변수에 따르면 이란은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1979년 이후의 미-이란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으며 신정주의라는 독특한 정치구조 및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경제체제는 이란을 주변부 세계로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
면, 일본의 경우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오랫
동안 유지해 오고 있으며 미·일관계는 약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일본
의 내부적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
다.
핵확산 위협을 높이는 또 다른 요소로서 국가들이 속한 지역이 어
떠한 분쟁의 유형을 가지는지가 있다. 상대방의 소멸을 염두해 두는 싸
움의 분쟁 형태를 가지는 지역의 경우 핵확산 위협이 높으나 상대의 존
손을 요구하는 게임 유형의 분쟁을 가진 지역에 속한 국가에서는 핵확산
위협이 높지 않다. 이란이 속한 중동은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종교 간
분쟁과 이슬람 내부의 수니파 시아파 간의 갈등이라는 종교 내 분쟁의
양상을 모두 가지고 있다. 또한 두 갈등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격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싸움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이 속한 동아
시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들 간의 다툼이 있으나 이는 게임이나 토론의
형태를 갖는 것이 대부분 이었다.
마지막으로 국가들의 핵기술 획득에 있어 어떤 국가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았는지도 핵확산 위협 평가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 핵기술에
있어 공급국은 크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국가들,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 A. Q. Khan 네트워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후자로 갈수록 기
술 이전의 투명도가 낮기 때문에 핵확산 위협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 이란은 러시아,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주로 기술을 이전

- 88 -

받아 왔으며 특히, A. Q. Khan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파키스탄으로 부터
의 기술 이전을 받아 낮은 투명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기술 이전의 투명도가 높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핵확산 위협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핵확산 위협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다시 한 국가의 기술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통제하는 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핵확산 위협
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핵기술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핵
확산 위협이 낮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핵기술을 유지 또는 증가
를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통제의 수준이 결정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통제의 수준에 대한 결정은 이란과 일본이 국제사회와 기술 수준
에 대한 협상을 할 때 그 국가의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란의 경우 불만족도, 분쟁의 유형, 공급국의 유형 모두가 이란의
핵확산 위협이 높다는 방향으로 판단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P5+1과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PCOA)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때 이란의 핵잠재력
을 감소시키는 합의를 도출하게 하였다. 이와 반대로 일본의 경우 상기
의 3가지 요소들이 모두 일본의 핵확산 위협이 낮다고 판단하게 하여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
단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핵기술 보유를 위한 협상에서 이를 허용하
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하게 하였다. 이는 일본이 미국과 맺은 1977년
재처리 협상과 1988년 미∙일 원자력 협력 개정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해낸 상기의 요인들이 모든 사례에서 핵확산의
위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사례나 현재에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지만 과거 핵
무기를 보유했던 핵포기 국가들의 사례에서는 위의 변수들이 아닌 다른
요인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핵기
술 수준에 있어 차이가 나는 두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있어서
기술 수준이 높은 국가가 아닌 기술 수준이 낮은 국가에게 오히려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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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압박을 한 요인을 찾고자 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
수준과 기술 통제의 역전이 일어난 원인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
례로서 일본과 이란을 선택하였고, 상기 두 사례에서는 본 연구의 세 가
지 변수들이 각기 기술 통제를 약화 또는 강화시키는 방향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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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that Different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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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 and Japan
Kim, Eunji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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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revisits the factors making different level of
nuclear technology control on Iran and Japan managed by
international society led by the U.S. Nuclear Weapon States(NWS)
have tried to make Non-Nuclear Weapon Sates(NNWS) under
their

control

by

restricting

the

level

of

NNWS’s

nuclear

technology. This is because technologies related to developing
nuclear

weapon

has

irrever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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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is

basis,

NWSs

especially,

the

U.S.

which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nonproliferation system, have mobilized various kinds of means
to limit nuclear technology level of NNWSs.
However, NWSs did not apply the same standard for every
NNWS

when

technology.

it

comes

to

Both

Iran

and

restricting
Japan

the

have

level

of

nuclear

developed

uranium

enrichment and plutonium reprocessing(ENR) technologies under
an excuse of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Iran had alleged six
to

seven

ENR-related

disclosure

of

the

anti-government

facilities

existence

group,

in

its

of

the

permanent

territory.

After

facilities

by

members

of

UN

the

Iran’s
security

council and Germany(P5+1) demanded IAEA to inspect Iran’s
nuclear ability. IAEA’s inspection revealed several ENR facilities
in Iran and P5+1 have put political and economic sanctions on
Iran

to

lower

the

country’s

nuclear

technology

level.

The

negotiations between P5+1 and Iran regarding Iran’s nuclear
ability

reached

conclusion

that

Iran

would

remove

several

nuclear facilities in exchange of lifting sanctions.
Japan also had negotiations regarding its nuclear abilities
with the U.S. from 1977 to 1988 to revise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Japan wanted to launch
uranium enrichment facility built in its territory in 1977 and
increase

its

ENR-related
administration

nuclear

capability

technology
announced

by

securing

management.
nuclear

autonomy

Although

power

policy

the

in

Carter

statement

restricting ENR abilities of state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on
April 1977, Japan could gain agreement of the U.S. for operation
of its uranium enrichment facility. In addition, Japan’s level of
nuclear technology could be highly enhanced after the end of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negotiation with the U.S. i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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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ees Iran and Japan’s dissatisfaction 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ed by the U.S.; type of dispute in
Middle East or Northeast Asia; and type of nuclear technology
suppliers as the factors differentiate nuclear technology control
of Iran and Japan.
Dissatisfaction toward international world order led by the
U.S. was estimated by the consistency of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with the U.S. an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S. Type
of dispute was classified by three categories, fight; game; and
debate. While disputes in Middle East shows signs of fight in
which states want each other’s extinction, disputes in Northeast
Asia did not reach that fierce conflict among countries. Nuclear
technology supplier is important, because the type of supplier
decides the level of transparency in nuclear technology transfer.
After analyzing the three factors of Iran and Japan, this
study revealed that Iran’s dissatisfaction was higher than that of
Japan.

Also, dispute type of Middle East was fiercer than that of

Northeast Asia and Iran’s nuclear technology suppliers, Russia
and China, showed lower level of transparency than the U.S.,
France

and

United

Kingdom,

which

were

Japan’s

nuclear

technology suppliers.
This study focuses on finding new factors affecting NWSs’
nuclear

proliferation

threats.

Existing

findings

on

nuclear

proliferation factors have focused on prestige, security, regime
type, leader’s perception and so on. However, this paper puts
more

focus

on

technology

itself

and

factors

affecting

the

technology level control. By concentrating more on technology,
this study attempts to expand proliferation study’s area and
discover

new

factors

enhancing

proliferation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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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te’s

level

of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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