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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무정부상태의 국제정치 환경에서 국가들은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

를 최우선시 한다 서로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팽배해있는 상황에. 

서 한 국가의 안보 강화는 다른 국가의 안보 약화로 이어지곤 한다 이. 

러한 국제정치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안보협력 그 중에서도 한 국가, , 

의 군사력의 근간이 되는 무기의 한 카테고리 전체를 금지시키는 무기

금지협약은 상당히 흥미롭다.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왜 생물무기금지협약이 화학무기금지협“
약과 분리되어 먼저 체결되었는가 이다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는 역사?” . 

적으로 항상 함께 분류되어 잔인성과 그에 따른 사용 금지에 관한 논

의가 함께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제 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에서 군비. 2 , 

해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무기가 따로 분리되었고 생물무기

가 년에 먼저 금지협약이 맺어지게 되었다1972 . 

본 연구에서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선 체결에 기여한 요소로 ( ) 先
무기에 대한 효용과 국제적 수준에서 형성 유지 강화 된 생화학무기, , 

에 대한 터부를 살펴본다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 분야에서의 협. 

력은 당사자인 국가의 이익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국가의 이. 

익은 당시 군비해제 협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영국과 미국이 

판단하는 생화학무기의 효용과 그에 따른 전략으로 상정하고 살펴보았

다 하지만 본 연구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이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비해 먼. 

저 체결된 데에는 단순한 국가의 이익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

재하며 이 공백을 국제적으로 형성된 터부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살아, . 

있는 유기체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생화학무기 군비해제 논의의 경우, 

국제적으로 형성된 무기에 대한 혐오감과 거부감 즉 터부가 결정적인 ,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생화학무기의 속성에서 기인한 . 

기존의 터부가 유엔에서 제 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다가 무기 각각의 2

속성에 근거하여 터부가 분화되고 생물무기의 터부가 화학무기보다 강, 

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화학무기에 비해 . 

생물무기 터부가 강조된 것이 생물무기금지협약이 화학무기금지협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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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되어 먼저 체결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정부상태의 국제정치 환. , 

경에서의 쉽지 않은 안보협력의 한 형태인 군비해제 협약을 다룬다 서. 

로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만연해있는 국제정치 지형에서 군사력의 

근간이 되는 무기의 한 카테고리 전채의 개발 생산 비축을 금지하는 , , 

군비해제 협약은 흔하지 않다 이 맥락에서 국제적으로 존재하는 무기. 

금지협약 중 다자주의이면서 무기의 한 카테고리 전체를 금지하는 협

약인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 , 

구는 핵무기와 함께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되는 생화학무기를 다루고 있

다 압도적인 파괴력에서 기인한 핵무기의 지위에 가려져있는 생화학무. 

기를 다시금 조명하며 대량살상무기의 무기해제 협약 체결 담론에 통, 

찰력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 분야에서의 . 

협력에 있어서 더 나아가 군비해제 협약 체결에 있어서 국가의 이익이 , 

아닌 규범적인 요소인 터부에 주목하였다 무기라는 것은 본디 무해할 .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다른 무기들과 다르게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만 , 

영향을 끼치는 생화학무기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혐오감과 거부감이 두 

대량살상무기의 금지협약 체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에 주

의를 환기시킨다.  

주요어 군축협약 군비해제 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 생화학: , , , , 

무기 터부  , 

학  번 : 2015-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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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문제 제기1. 

국제사회는 현실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자조적 국가들(self-help) 

로 이루어져있으며 그 국가들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상위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 라고 일컬어진다(anarchy) .1) 이러한 국제정 

치 환경에서 국가들은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 하. 

지만 서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제가 부족하

기 때문에 국가들은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나 상대방의 이익에 반하는 “
행동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 하여 행동”
하는 경우가 많다.2) 그렇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에서는 자국의 행동뿐 

만 아니라 상대 국가들의 행동 역시도 한 국가의 안보에 큰 영향을 끼

칠 수 있다 각 국가의 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하지 않는 . 

한 주권을 가진 경쟁하는 국가들로 이루어져있는 국제사회에서는 한 , 

국가의 안보 증강은 다른 국가들의 안보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 

리고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의도치 않게 다른 국가들이 군

사력을 같이 강화시키는 데에 동기부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

다 무정부성이 관련 당사자들을 필요 이상으로 악화된 상황으로 밀어 . 

넣을 수 있는 것이다.3) 

이러한 국제현상을 잘 설명해내는 안보딜레마 이론(security 

dilemma theory)4)은 국제정치에서 전쟁과 평화를 설명하는 데에 간

1)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Boston: Addison-Wesley 
Publication, 1979).

2) Robert Jervis, “From Balance to Concert: A study of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World Politics, Vol.38, No.1 (October 1985), p.59.

3) Robert Jervis, “Cooperation Under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30, No.2 (January 1978), p.167.

4) 안보딜레마 이론 및 안보딜레마에 관한 연구는 아래 연구 참고 . Shiping Tang, “ 
The Security Dilemma: A Conceptual Analysis,” Security Studies, Vol.18, 
No.3 (September 2009), pp.587-623; Jervis, 1978, pp.167-214; Her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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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허버트 버터필드. (Herbert 

에 의하면 안보딜레마는 상대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Butterfield) “
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종류의 분쟁이라도 피하고 싶어 하는 권력

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현상이고 이는 국가들을 전쟁

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 고 주장한다“ .5) 존 허츠 는 경쟁하 (John Herz) “
는 단위들로 이루어진 세계에서는 그 어떤 국가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게 되고 인간의 자연적 속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웃 국, , 

가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이 안보딜레마라는 상황에 국가들을 위치시

킨다 고 한다“ .6) 안보딜레마의 근본적인 속성은 국제정치의 무정부성으 

로 인해 각 국가들의 군사력이 방어적 목적인지 공격적 목적인지 서로, 

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정확하게 이러한 상호 불확실성이 내재되어있는 환경으로 인해 

자조적인 국가들이 자신의 안보를 담보로 하여 서로를 믿으며 도와야 

하는 안보협력은 경제 환경 등 다른 분야와는 달리 매우 드물고 그 , “
범위도 한정적 인 경우가 많다” .7) 안보협력의 한 형태인 안보레짐 

(security regime)8)은 로버트 저비스 에 의하면  국가(Robert Jervis) “

Butterfield, History and Human Relations. (London: Collins, 1951); John 
Herz, Political Realism and Political Idealism: A Study in Theories and 
Realit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Robert Jervi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5) Tang, 2009, p. 588.
6) Tang, 2009, p. 590.
7) Charles Lips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conomic and Security 

Affairs,” World Politics, Vol.37, No.1 (October 1984), p.12.
8) 레짐 이라는 용어는 국제정치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용어 중 하나이다 “ ” .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의는 스테판 크라스너 의 정의이다(Stephen Krasner) . 
Stephan Krasner, International Regimes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크라스너는 레짐을 크게 원칙 규범 규칙 의사1983). “ (principles), (norms), (rules), 
결정 과정 으로 정의한다 크라스너의 정의에도 불(decision-making procedures)” . 
구하고 여전히 레짐이라는 용어에 존재하는 불분명함을 지적하며 국제관계 전반에
서 레짐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들도 존재한다. 
Susan Strange, “Cave! Hic Dragons: A Critique of Regime Analysis,” in 
Stephan Krasner (eds.), International Regimes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p.337-354;  Stephen Haggard and Beth A. Si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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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상대 국가들도 비슷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 하여 행동

을 제한하도록 만들기에 결과적으로 국제 사회의 경쟁적인 성격을 완

화시키는 데에 기여 한다” .9) 하지만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은 안보 사안 

들이 본질적으로 대립적이고 덜 안정적 이고 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 ” , 

직결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10) 

안보협력 중에서도 한 국가 군사력의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는 군

사 무기를 제한하거나 해제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를 도모하는 합

의를 이끌어내는 형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군사 무기는 안보에 있. 

어서 기본이 되는 자원이고 자국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타국이 보유, 

하고 있을 경우 군사 전략적으로 그리고 안보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증가 혹은 유. 

지시키려고 할 뿐 그 어떤 국가도 취약성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11)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한 무기 카테고리 전체 , 

의 개발 생산 비축을 모두 금지시키는 군비해제인 무기금지협약은 상, , 

당히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무기 전체의 사용 개발 생산 비축 모두가 , , , 

금지된 무기는 생물무기와 화학무기가 유일하다 국제사회는 제 차 세. 1

계대전 이후 년 제네바 의정서 를 통해 생물무, 1925 (Geneva Protocol)

기와 화학무기를 함께 분류하여 그 잔혹함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동

“Theories of International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1, 
No.3 (Summer 1984), pp.491-517; David A. Lake, “Progress in 
International Relations: Beyond Paradigms in the Study of Institutions,” in 
Michael Brecher and Frank P. Harvey (eds.), Millennial Reflections on 
International Studi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2), 
pp.145-169; Oran R. Young, “International Regimes: Toward a New 
Theory of Institutions,” World Politics, Vol.39, No.1 (October 1986), 

참고pp.104-122. .
9) Robert Jervis, “Security Regimes,” in Stephan Krasner (eds.), International 

Regimes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p. 173-194.
10) Lipson, 1984, p.12.
11) Jean Pascal Zanders and Elisabeth M. French, “Article XI of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Between Irrelevance and Indispensability,”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21, No.1 (April 1999), pp.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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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이루어내고 전쟁에서의 두 무기의 선제 사용 을 금지하(first-use)

였다.12) 뿐만 아니라 년 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국제연합통 1948 8

상군비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Conventional 

는 생물무기와 Armament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화학무기 모두 핵무기와 함께 무기의 파괴적인 속성에 근거하여 대량

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13)로 분류하였다 하. 

지만 이후 두 무기는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14)과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15)으로 각각 년 년 따로 분리되어 발효되었다1975 , 1997 . 

국제사회에서 같은 무기의 범주로 분류되어 함께 취급되어오던 역사를 

12) 생화학무기를 금지한 년 월 일에 서명된 제네바 의정서는  1925 6 17 “Protocol for 
the Prohibition of the Use in War of Asphyxiating, Poisonous or Other 

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Gases, and of Bacteriological Methods of Warfare”
다 프랑스를 기탁국 로 한 제네바 의정서로 인해 생화학 . (depositary government)
무기 금지는 국제법의 일부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이 의정서로 국. 
제사회에서 생화학무기의 선제 사용은 금지되었지만 생화학무기 공격을 당했을 시, 
보복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으며 의정서의 비회원국에 대해 생화, 
학무기를 사용하는 것 역시도 금지되지 않았었다.

13) 유엔은 년 공식적으로 원자력 폭발 무기 방사 1948 “ (atomic explosive weapons), 
능 물질 무기 치명적인 생화학무기(radio-active weapons), (lethal chemical and 

그리고 이와 견줄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지니는 미래에 biological weapons), 
개발되는 모든 무기를 포함 하는 것을 대량살상무기“ (WMD: Weapons of Mass 

의 정의로 채택했다Destruction)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Commission for Conventional Armaments, “Resolutions adopted by the 
commission at its thirteenth meeting, 12 August 1948, and a second 
progress report of the commission,” S/C.3/32/Rev.1, (18 August 1948).

14) 생물무기금지협약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은 생물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무기 세균무기 및 독소 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으로 ( ) 

년 월 일 협약이 개방되었고 년 월 일 발효되었다 당사국1972 4 10 1975 3 26 . (States 
은 총 개국 서명국 은 총 개국이다parties) 180 , (Signatory States) 109 .

15) 화학무기금지협약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은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 Destruction, Chemical Weapons Convention)
및 사용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으로 년 월 일 협약이 개방되었고 1993 1 13 1997
년 월 일 발효되었다 당사국은 총 개국 서명국은 총 개국이다4 29 . 192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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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의 금지협약이 각각 개별적으로 맺어진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본 연구는 생물무기와 화학무기가 국제정치 역사의 흐름에서 같

은 무기 범주로 구분되어 이에 대한 금지가 함께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금지협약이 맺어진 데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한다 그. 

리고 궁극적으로는 왜 생물무기금지협약이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비해서 

먼저 체결되었는지에 대한 국제정치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 검토2. 

   

군비해제 연구 일반1) 

군비제한 과 군비해제 모두 국제정(arms control) (disarmament) 

치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성을 향상시켜 안보를 증대 하는 중“ ”
요한 방법이다.16) 두 용어가 교차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연구에 , 

서는 군비제한과 군비해제를 구분한다 군비제한은 무기의 양. “
무기의 범위 무기의 살상력 무기고의 투(quantity), (range), (lethality), 

명성 등과 같이 특정하게 합의된 방법으로 무기를 제한(transparency) 

하는 것 이다” .17)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한 국가 내에서 현존하는 무 “
기의 증가를 제한하거나 수직적 증대 아직 무( , vertical proliferation), 

16) Hassan Mashhadi, “Biological Warfare and Disarmament Problems, 
Perspectives, and possible Solutions: Complementary Measures Inside and 
Outside the Framework of the BWC,” Politics and the Life Sciences, 
Vol.18, No.1 (March 1999), pp.98-102. 

17) United Nations Department for Disarmament Affair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Regimes for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Background 
note prepared by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for Disarmament 

장 파스칼 장더스 는 Affairs),” (19~20 October 2004). ; (Jean Pascal Zanders)
군비제한을 군비해제보다 광범위한 안보 정책으로 질적 혹은 양적 재제에 대한 상“
호 합의에 의해 무기의 수준 을 관리하는 협약 으로 정의한다(level of weaponry) ” . 
Jean Pascal Zanders, “Challenges to Disarmament Regimes: The Cases of 
the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Global Security, Vol.15, 
No. 4 (October 2001), pp. 36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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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로 무기가 이전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수평적 증대 비국가 행위자에게 이전되는 ( , horizontal proliferation), 

것을 제한 비국가적 증대( , sub-state proliferation)”18) 하고자 한다 .

반면 군비해제는 한 범주의 무기 전체의 물리적 폐기를 요구하, 

며 개발 생산 구입 저장, “ (development), (production), (purchase), 

유지 이전(storage), (maintenance), (transfer)”19) 모두를 금지하여 특 

정 무기로부터 오는 위협 자체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비제한. 

보다 군비해제가 더 엄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20) 아미타이 에치오 

니 의 정의에 따르면 군비제한은 무기를 통한 안보를 (Amitai Etzioni) “
추구하지만 군비해제는 무기를 완전 폐기함으로써 안보를 구축 하고자 ”
하는 것이다.21) 이 정의에 따른다면 군비해제에 속하는 무기금지협약  

자체가 국제정치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무기 . 

전체의 부재로 인해 국가의 안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비해제의 개념은 두 차례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겪으면서 유엔

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등장하였다.22) 군비제한은 주로 소형 

18) Gabriella Venturini, “Control and verification of multilateral treaties on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U.C. 
Davis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Policy, Vol.17, No.2 (Spring 2011), 
p.347.

19) Venturini, 2011, p.347.
20) 군비제한과 군비해제는 그 방식에서 뿐만 아니라 관련 조약을 맺었을 때 유지 기 

한에 있어서도 차이를 지닌다 군비해제에 따르는 조약은 원칙적으로 영구적인 기. 
한 을 갖는 반면 군비제한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약은 무기한(perpetual duration)
정으로 연장이 될 수는 있지만 한정된 기한 을 가지고 있다(limited duration) . 
Félix Calderón, “The duration of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treaties,” 
in United Nations (eds.), The International Law of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Treaties 재인 (New York: United Nations, 1991), pp.147-149. 
용: Venturini, 2011, pp.347.

21) Amitai Etzioni, The Hard Way to Peace: A New Strategy (New York: The 
Crowell-Collier Publishing, 1962).

22) 군비제한은 무기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군비해제의 대안 으로 냉전시기에 만들어 “ ”
진 개념이다. Gamal M Selim,  Global and Regional Approaches to Arms 
Control in the Middle East: A Critical Assessment from the Arab World 
(New York: Springer, 2013), p.8.



- 7 -

무기 나 재래식 무기 를 대상으로 (small arms) (conventional weapons)

이루어졌다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는 완전한 제거. 

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군비해제의 틀 안에서 논의되어 (elimination)

왔다. 

군비제한이 군비해제보다는 느슨한 방법이지만 여전히 자유로운 

군비 사용을 억제하여 국가의 안보에 제동을 걸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많은 예시가 존재하진 않는다 대표적인 군비제한 협약 예시로는 화기. “
와 화기의 부품과 탄약의 밀매 와 불법적 생산을 (firearms) (trafficking)

예방하고 막고 근절시키기 위한 목적”23)으로 체결된 유엔 화기 의정서

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소형무기부터 전투용 전(Firearms Protocol) . “
차 전투기 군함까지 포함되는 재래식 무기의 국제 교역을 제한, , ”24)하

는 무기거래조약 이 있다 두 가지 예시 모(ATT: Arms Trade Treaty) . 

두 특정한 방식으로 무기를 제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그 위험성을 

낮추려는 데에 목적을 둔다는 측면에서 군비제한에 속한다.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군비해제로 가는 길목에서 실행된 군비

제한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핵 확산 방지 조약 (NPT: 

을 들 수 있다 군비제한 조약인 만큼 핵무Non-Proliferation Treaty) . 

기의 전격적인 폐기가 아닌 핵무기와 관련 폭발장치들의 이전을 제한“
하고 이를 통해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25)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들의 핵무기고 축소를 목표로 한다 무기의 숫자. 

를 제한하는 것 이외에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은 전쟁 시 혹은 분쟁 

23)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Protocol against the Illicit 
Manufacturing of and Trafficking in Firearms, Their Parts and 
Components and Ammunitio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Firearms Protocol),” 
A/RES/55/255, (8 June 2001).

24)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The Arms Trade Treaty,” 
검색일 년 월 일https://www.un.org/disarmament/att/ ( : 2018 5 6 )

25) 핵 확산 방지 조약 제 조에 명시되어있다 1 .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https://www.un.org/disarmament/wmd/nuclear/npt/text 
검색일 년 월 일( : 2018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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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하나의 무기 수단으로 핵무기를 고려하기 때문에 무기 사용 자체를 

국제법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26) 

이와 달리 군비해제는 무기 자체에 대한 더욱 엄격한 제재를 다

룬다 군비해제에 속하는 협약은 국제사회에 현재 네 가지 밖에 존재하. 

지 않는다 년의 생물무기금지협약 년의 중거리핵전력 조약. 1972 , 1987

년 화학무기금지협약 (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 1993

그리고 년의 대인지뢰금지협약1997 (AMT: Anti-personnel Mines 

이다 이 네 가지 협약은 군비의 범위나 참여하는 국가의 수 그Treaty) . 

리고 구체적인 군비해제 기제에서 모두 다른 측면을 지닌다 소련과 미. 

국 간의 협약인 중거리핵전력조약을 제외한 나머지 세 조약은 다자주

의적 협약이고 대인지뢰금지협약은 지뢰 무기의 하위범주인 대인지뢰, 

만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들을 포함한 다자주의 협약이. 

면서 한 무기의 전체 범주를 금지하는 협약은 생물무기금지협약과 화

학무기금지협약이 유일하다. 

생물무기금지협약과 화학무기금지협약은 무기의 개발 생산 비, , 

축 습득 모두를 금지한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종류의 생물무기, . 

와 화학무기 폐기를 원칙27)으로 하며 이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종, 

류의 생화학무기까지 포함된다 이에 더해 한 국가의 협약 위반이 다. “

26) 총회가 년 월 어떠한 상황에서의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이 국제법상   UN 1994 12 “
허용되는가 에 대한 의견을 국제사법재판소”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에 요청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관습국제법이나 조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 

를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관습국제법이나 조약도 존재하지 않는다 핵무. 
기의 위협 또는 사용은 국제인도법상의 원칙에 일반적으로 배치되나 한 국가의 생, 
존이 문제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이 합법인가 또는 위
법인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eports of Judgements, Advisory Opinions and Orders :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of 8 July 1996),” (8 

재인용 정인섭 국제법 강의 이론과 사례 서울July 1996), p.226. : , : , ( : , 新 博英社『 』
2011),  pp.949-953.

27) 생물무기는 생물무기금지협약 제 조에 의하여 협약이 발효된 이후 달 안에 무기 2 9
를 폐기하거나 평화적인 사용으로 목적을 전환하도록 되어있다 화학무기는 화학무. 
기금지협약 제 조에 따라 타국에 버린 화학무기를 모두 폐기하고 화학무기 생산 관1
련 시설 역시도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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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나라의 협약에 대한 의무를 무효화시키지 않기 때문에”28)이 협약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극심한 안보딜레마를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국가들의 군사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무기라는 도구의 

수를 단순히 줄이거나 전략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완전한 폐기와 

함께 개발 생산 비축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생물무기금지협약과 화학, , 

무기금지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도 국제정치 안보 지형에서 

흥미로운 점을 지닌다. 

안보협력의 형태에서도 군사력의 기초가 되는 무기의 개발 생산, , 

비축을 금지시키는 군비해제는 국제적 사례가 충분하지 않다 이에 따. 

라 개별 군비해제 협약을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군비해제에 대

한 일반적인 이론이 부족하다 이에 더해 제 차 세계대전의 대단원을 . , 2

장식한 원자폭탄 경험으로 인해 군비해제와 군비제한 연구는 핵무기에  

집중되어서 진행되었다 압도적인 파괴력과 인류에게 끼치는 그 위험성. 

에 비추어 본다면 핵무기의 지위는 현존하는 그 어떤 무기와 견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도 . 

인류에게 미치는 그 위험성과 잔혹함이 핵무기와 비슷하다고 간주되어 

함께 대량살상무기의 범주로 분류되어 온 만큼 두 무기의 중요도 역시

도 간과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핵무기의 그림자에 가려져있던 생화. 

학무기를 양지로 끌어내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생물무기와 화학무기2)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의 특성(1)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는 고대부터 전쟁을 비롯하여 다양한 공격 

및 전쟁에 쓰여 온 역사가 오래된 무기이다 인류가 전염병을 이용하거. 

나 물을 독초로 오염시켜 상대 군대에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을 인지한 

것은 기원전 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600 .29) 본 연구에서는 생물무 

28) Zanders, 2001, p.362
29) 생화학무기의 역사적 배경은 다음을 참고 . Stefan Riedel, “Biological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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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화학무기에 대한 정의 및 분류는 년 제 회 유엔 총회에서 1969 23

채택된 결의안30)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 에 의해서 (Secretary-General)

작성된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영향과 가능한 사용방식“ (Chemical 

and Bacteriological (Biological) Weapons and the Effects of their 

연구 보고서Possible Use)” 31)에 따른다 이 연구 보고서는 국제적 수. 

준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생화학무기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철저한 분석

이며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의 주도 하에 , 

각국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적 합의를 14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생화학무기는 무기 중. 

에서도 살아있는 유기체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무기로 다른 재래식 무

기와는 구분되어 자체적인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또한 생화학무기는 . 

그 영향을 시공간적으로 국한시킬 수 없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대“ , 

량으로 사용됐을 시에 자연에 해롭고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32)는 성질 때문에 다른 무기와는 차원이 다른 불안과 공포를 야

기한다 또한 생화학무기는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에 필요한 정도의 . “
엄청난 재정적 지출과 과학적 자원을 요구하지 않음 으로 거의 모든 ”
국가들이 비교적 저렴하고 빠르게 그리고 비밀리 에 개발할 수 있기“ , ”
에 오히려 핵무기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는 특성도 지닌다“ ” .33) 

and bioterrorism: a historical review,” Baylor University Medical Center, 
Vol. 17, No.4 (October 2004) ; Ladislaus Szinicz, “History of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agents,” Toxicology, Vol.214, No.3 (October 2005). 

30) 유엔 총회 제 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는 생화학무기가 인류에게 미치 23 UN 2425/A
는 심각한 위협을 고려하여 국제사회가 이 무기가 인류에게 미치는 결과를 인지해, 
야한다는 판단 하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생화학, 
무기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보고서는 생화학무기의 속. 
성 생화학전의 개념 생화학물질에 대한 정의 생화학물질로부터 인류 보호 방법, , , , 
생화학공격으로부터 가축과 식물 보호 방법 생화학무기가 군사와 민간인에게 미칠 , 
수 있는 영향 생화학무기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소 생화학전이 , , 
인류의 건강과 생태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 영향 등을 다룬다.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Question of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A/RES/2454(XXIII), (20 December 1968).

31) A/7575/Rev.1, S/9292/Rev.1, 1969.
32) A/7575/Rev.1, S/9292/Rev.1, 1969. p.87.
33) A/7575/Rev.1, S/9292/Rev.1, 1969. p.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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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큰 범주에서 본다면 생화학무기는 비슷한 속성을 지닌 것 

같지만 이 두 무기는 물질의 상이한 속성에서 비롯되는 차이점, 34)을 

지닌다 전쟁에 사용되는 화학무기는 인간 동물 식물에게 직접적인 . “ , , 

독성 효과를 위해서 쓰이는 가스 액체 고체의 화학 물질, , ”35)로 정의된

다 그리고 전쟁에 사용되는 생물무기는 인간 동물 식물에게 질병이. “ , , 

나 죽음을 야기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이로부터 나온 자연적 혹은 감, 

염성이 있는 물질은 공격받은 인간 동물 식물 안에서 증식할 수 있는 , , 

성질을 지닌 것”36)으로 정의된다 생물물질은 증식할 수 있다는 성질 . 

때문에 화학물질에 비해서 무게 당 독성은 훨씬 높다고 평가된다 생물. 

물질은 질병이나 질환을 야기하기 위해서 잠복기(incubation period)

가 필요한 반면 화학물질은 몇 분 빠르면 몇 초 안에 효과가 나타나, , 

기 때문에 작용 속도는 화학물질이 훨씬 빠르다 하지만 작용 속도가 . 

빠른 화학물질은 몇 달 혹은 더 길게 효과가 나타나는 소수의 물질을 

제외하면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 이에 반해 작용 속도가 느린 생. 

물물질은 그 효과가 며칠 혹은 몇 주 지속되며 때로는 오랜 기간의 회

복기간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생물물질은 특정 대상에게만 영향을 끼. 

치는 숙주특이성(host specificity)37)을 지닌다 이에 비해 화학물질은 . 

인간은 물론 각종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그 대상이 덜 

구체적인 편이다 생물물질의 경우 숙주들에 의해서 운반이 될 수 있으. 

며 화학물질은 땅이나 물을 오염시켜 그 영향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 

다 생물물질은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학물. 

질에 비해 잠재적 잔류효과가 훨씬 크다고 평가된다. 

34) 연구 보고서에서는 잠재적 독성 작용 속도 (1) (potential toxic ity), (2) (speed of 
효과의 지속 정도 특이성 action), (3) (duration of effect), (4) (specificity), (5) 

통제성 잔류 효과 이 여섯 가지 측면에서 생(controllability), (6) (residual effect) 
물물질과 화학물질이 차이를 지닌다고 서술한다. A/7575/Rev.1, S/9292/Rev.1, 
1969, pp.6-8.

35) A/7575/Rev.1, S/9292/Rev.1, 1969. p.5.
36) A/7575/Rev.1, S/9292/Rev.1, 1969. p.5.
37)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엔자나 갈라진 발굽을 지닌 동물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구제역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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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무기와 화학무기의 금지 역사(2) 

생화학무기에 대한 금지는 전쟁법 의 범주에서 아(Laws of War)

주 오래 전부터 논의되었다.38) 생물전과 화학전을 법적으로 금지시키 

고자 하는 움직임은 세기부터 시작되었다19 .39) 년과 년 러 1899 1907

시아 황제 니콜라이 세의 제안으로 열린 두 차례의 헤이그 만국평화2

회의 의 결과로 맺어진 육전(Hague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
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Regulations concerning the Laws and 

에서 처음으로 생물전과 화학전을 법적으Customs of War on Land)’
로 제재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본 협약 제 조항에 . 23 

따라 당시 회의에 참여한 국가들에게 전쟁에서 독이나 독성이 있는 “
무기 사용을 금지하였다(poison or poisoned weapons)” .40) 그리고  

국제 인도법 과 군비통제 및 군비해(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제 의 관점에서 질식가스 혹은 유독(arms control and disarmament)

성 가스 사용을 전쟁 시 금지하는 (asphyxiating or deleterious gas) 

협약에 동의하였다.41) 년과 년의 헤이그 회의에서 생화학물 1899 1907

질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 언어는 이후 국제사회가 생화학무기에 대

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본이 된다. 

이후 생화학무기에 대한 경각심은 제 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강해1

38) 전쟁은 무기로 치러지는 것이지 독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다 “ .” (War is waged 
로마 법률가with weapons, not with poison ; Armis bella non venenis geri) 

가 위와 같이 선언한 바 있을 정도로 우물을 독으로 오염시키는 것은 태곳적부터 
전쟁법 에 의해 범죄로 간주되었었다(rules of war) . A/7575/Rev.1, 
S/9292/Rev.1, 1969, p.16.

39) Jonathan Tucker, “The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Nuclear Threat 
Initiative, (August 2001), 
http://www.nti.org/analysis/articles/biological-weapons-convention-bwc/ 
검색일 년 월 일( : 2017 4 3 )

40) The Hague Convention of 1907, “Hague Convention (IV)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18 October 1907).

41) Robert J. Mathews and Timothy L.H. McCormack, “The influence of 
humanitarian principles in the negotiation of arms control treaties,”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 81, No.834 (June 1999), pp. 
33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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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특히나 화학무기가 대부분의 참전국들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사용. 

되어 많은 사상자를 낳았기 때문에 이 경험은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시

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진다 년 베르사유 조약. 1919 (The Treaty of 

에 제 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일의 화학물질 사용과 생산Versailles) 1

을 금지시키는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년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 1922

에서도 화(Washington Treaty on Submarines and Noxious Gases)

학물질 사용에 대한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42) 이 두 조약 모두 국가 

들 간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규범을 이어왔다는 데에서는 의

의를 지니지만 제한된 참여국의 수와 제한된 내용으로 화학물질 금지, 

를 다루었다는 데에서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생화학무기금지의 원

천이 되는 국제적 합의가 년 국제연맹 하에 1925 (League of Nations) 

탄생한다 프랑스가 년과 년 헤이그 협정을 기반으로 전쟁에. 1899 1907

서의 가스 사용 금지를 제안하였고 폴란드의 세균 무, (bacteriological) 

기를 추가하자는 제의가 더해져 제네바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국제연맹. 

이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생화학무기 금지

를 명시한 것이다 제네바 의정서는 이 전과는 다르게 생물무기와 화학. 

무기를 분류하고 명명하여 다루었고,43) 생화학무기를 함께 묶어서 전 

쟁에서의 선제사용을 국제관습법 으로 (Customary International Law)

금지하였다.

년 제네바 의정서는 전쟁에서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의 선제1925

42) 베르사유 조약 제 조와 워싱턴 조약 제 조에서 화학물질 사용금지와 관한 내용 171 5
을 살펴보면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사용된 표현과 언어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The use of asphyxiating, poisonous or other gases and all analogous 

이를 통해 년 년 헤이그 평화회의가 liquids, materials or devices...” 1899 , 1907
국제사회에서 생화학무기금지와 관련된 사안의 기반이 되었고 이 연장선상에서 끊, 
임없이 논의가 되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Alex Spelling et al, “Where Did The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Come 
From? Indicative Timeline and Key Events, 1925-75,” Science Policy 
Research Unit of University of Sussex, (March 2015), 
https://www.ucl.ac.uk/sts/staff/balmer/cbw/events/WhereDidBWCComeFro

년 월 일m (2018 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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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대한 금지를 명시했지만 개발 생산 비축에 대한 금지는 하지 , , 

않았다 또한 본 의정서에 비준을 하지 않은 국가들은 선제사용을 포함. 

하여 두 무기 모두 사용할 수 있었고 생화학무기에 대한 공격을 받았, 

을 때는 그에 대한 보복의 방법으로 비준한 국가들도 두 무기의 사용

을 고려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제네바 의정서는 생물무기와 화학무. 

기를 명시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선제사용 금지를 명문화하였지만 두 무

기를 근멸시키기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두 무기에 대한 완전. 

한 금지를 위해 헤이그 회의 이후 발전된 형태로 국제사회의 장을 만

들었다는 데에는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 그리고 이후 생화학무기금지를 . 

위한 모든 논의의 시초가 되었고 제네바 의정서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논의가 진행되었다. 

생물무기금지협약과 화학무기금지협약 연구 일반(3) 

생물무기금지협약은 국제사회에 등장한 첫 다자주의 무기금지협

약이다 협약이 맺어질 당시 냉전의 서구 자유주의 국가들과 동부 공. “
산주의 국가들 간의 팽팽한 긴장으로 인해서 검증 의 기제(verification)

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점”44)이 가장 큰 허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근. 

거하여 이 협약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들45)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생물학의 발전으로 인해 생물무기의 종류. 

가 다양해졌지만 현존하는 협약들이 이를 다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지

44) Robert Kadlec et al, “Biological weapons control: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JAMA, Vol.278, No.5 (August 1997), 
pp.351-356; Venturini, 2011, pp.369-370.

45) Jonathan B. Tucker, “Putting Teeth in the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The Bush administration’s proposal for bolstering the treaty are useful 
but inadequate,”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Vol.18, No.3 (Spring  
2002) pp.71-77; Jonathan B. Tucker, “In the Shadow of Anthrax: 
Strengthening the Biological Disarmament Regime,”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9, No.1 (March 2002), pp.112-121; Susan Wright, “Prospects 
for Biological Disarmament in the 1990s,” Transnational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Vol.2, No.2 (Fall 1992), pp.453-492; Mashhadi, 
1999, pp.98-102 ; Venturini, 2011, pp.345-383 ; Zander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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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졌다.46) 

생물무기에 비해서 대규모로 사용된 전력도 있고 사용 빈도도 높

았던 화학무기를 금지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도 국제사회에서 그 자체

로서의 의미를 지녔다 그리고 화학무기금지협약은 생물무기금지협약. 

과는 달리 더욱 강한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이를 관장하는 화학무

기금지기구(OPCW: Orag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도 함께 창설되었다 이에 따라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대한 연Weapons) . 

구도 협약 자체의 메커니즘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졌다.47) 또한 화학무기의 경우 생물무기와는 달리 대규모로  

사용된 역사를 지니고 있기에 이에 대한 역사적 연구48)와 비사용

과 관련한 화학무기의 터부 에 관한 연구(non-use) (Taboo) 49) 가 다수 

를 이룬다.

생물무기금지협약과 화학무기금지협약은 협약 자체로도 큰 의의

를 지닌다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되는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를 다루는 협. 

46) Christopher F. Chyba, “Biotechnology and the Challenge to Arms 
Control,” Arms Control Today, Vol.36, No.8 (October 2006), pp.11-17 ; 
Mark Wheelis, “Will the New Biology Lead to New Weapons?,” Arms 
Control Today, Vol.34, No.6 (July/August 2004), pp.6-13.

47) J.P. Perry Robinson, “Difficulties facing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International Affairs, Vol.82, No.2 (March 2008) ; Michael 
Bothe and Natalino Ronzittti, The New chemical Weapons 
Convention-Implementation and Prospects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8).

48)  N.J. McCamley, The Secret History of Chemical Warfare (West 
Yorkshire: Pen & Sword Books, 2006) ; Valerie Adams, Chemical Warfare, 
Chemical Disarmament: Beyond Gethsemane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9) ;  John Ellis van Courtland Moon, “Chemical warfare: a 
forgotten lesson,”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45, No.6 (July 
1989) ; Kim Coleman, A History of Chemical Warfar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49) Richard M Price, The Chemical Weapons Taboo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Richard M Price, “A Genealogy of the Chemical 
Weapons Taboo,”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9, No.1 (Winter 1995) ; 
Michelle Bently, “The Problem with the Chemical Weapons Taboo,” Peace 
Review, Vol.27, No.2 (Apri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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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라는 점 무기 카테고리 전체를 금지시키는 국제 협약이라는 점, , 

그리고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이 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모두

가 두 협약을 흥미롭게 만든다 하지만 두 협약이 지니는 의미에 비해 . 

국제정치적인 맥락에서의 두 무기금지협약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

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두 협약에 대한 국제정치적 연구를 보충하고. 

자 한다.

생물무기금지협약과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는 군비해제 협약이  

생화학무기를 국제사회에서 금지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지

니며 협약으로써 얼마만큼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지는 본 연구가 집중

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다 본 연구는 국제 협약의 실효성을 떠나 안보. 

와 직결되는 군사적 무기에 대한 개발 소유 비축에 대한 금지를 국제, , 

사회가 동의하는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

다 그리고 생물무기가 화학무기와 나누어져서 금지협약을 먼저 맺게 . 

된 데에 작용한 국제정치적인 요소에 더 집중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자료3.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함께 논의되어 오던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의 금지협약이 왜 함께 맺어지지 않고 생물무기금지협약이 먼저 체결

되었는지에 대한 국제정치적인 요소를 역사적 자료들을 통해 살펴보고

자 한다. 

생화학물질을 통한 공격은 우물을 오염시키는 것이나 질식 가스

처럼 매우 단순한 형태로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그리고 생화학무기. 

를 전쟁에서 법적으로 금지시키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담론은 세기부19

터 시작되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로 처음 공식화되어 진행되어왔다 하. 

지만 세기가 되어서야 산업화 된 전쟁 과 세20 (industrialized warfare)

균학 그리고 화학에 대한 발전이 합쳐지면서 생화학무기가 체계적인 

형태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두 무기가 군사전략적 무기로써 뚜렷하게 . 

발달하고 본격적으로 큰 위협을 지니는 무기로 등장하게 된 시기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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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이 화학무기금지협약과 분리되어 

먼저 맺어지게 된 데에는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를 나누어서 다루게 된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생화학무기로 . 

함께 묶어서 다루다가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를 나누어서 보는 데에 관

여한 국제정치적인 요소를 살펴보고자 하며 크게는 물리적 요소

와 규범적 요소 로 나누고자 한(materialistic factor) (normative factor)

다. 

물리적 요소 무기의 효용과 전략1) –

흔히 현실주의 국제정치에서는 국가의 권력과 이익이라는 물리적

인 능력 을 강조(materialistic capabilities) 50)한다 이에 근거하여 무기. 

는 안보의 척도가 되는 국가 군사력과 직결되는 것인데 무기해제 협약

은 이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들의 이익이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익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의 이익은 국. , 

가가 평가하는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에 대한 무기의 군사전략적인 효용

성과 그에 따른 전략이 포함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들이 당시 .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무기로서의 효용과 이에 

따른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에 대한 국가 이익을 분석하고

자 하는 대상은 영국과 미국이다 영국과 미국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적으로 두 무기에 대한 금지협약 사. , 

안이 유엔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던 당시51)가 역사적으로 국제사회가 두 

이념으로 분리되어있던 냉전 시기임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시기적 배경. 

을 고려하였을 때 동부 공산주의 국가들을 대표하는 소련과 서구 자유, 

50)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Boston : McGraw-Hill, 
1979).

51) 생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금지 사안이 당시 유엔 총회에서 재조명 된 시기는  1966
년이고 이 때부터 핵무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생화학무기 만의 논의가 심화되고 
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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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국가들을 대표하는 미국 사이의 군비 경쟁 상황을 간(arms race) 

과할 수 없다 제 차 세계대전 이후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는 같은 대량. 2 , 

살상무기인 핵무기 이전의 혹은 대체의 공격 전략으로 간주되고 있었

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핵무기 보유국의 입장이 적지 않은 역할을 ,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생화학무기를 따로 분리하여 무기금지를 원했던 

국가와 그렇지 않았던 국가를 분류하였다 제 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2 , 

소련은 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유엔 회원국들에게 제네바 1952

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초안을 제출했고 년 본격적으로 , 1966

생화학무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도 다른 공산권 국가들을 대표하

여 제네바 의정서의 틀을 유지하며 생화학무기를 함께 다루는 담론을 

만드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고려하여 소련. 

을 비롯한 당시 공산권 국가들을 국제사회에서의 생화학무기 사용을 

함께 금지시키기를 지속적으로 원해 온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반해 영국과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생화학무기가 따로 분리

되어 금지협약이 맺어지기를 원한 국가에 속한다 당시 군비해제 사안. 

을 다루던 유엔 회의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생화학무기를 분리하여 생, 

물무기의 우선적 금지를 요구하는 초안을 제출한 나라는 영국이었

다.52) 미국의 입장은 영국이 초안을 제시한 초기에는 뚜렷하지 않았으 

나 년 공격적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포기함과 동시에 , 1969

영국 초안에 대한 강한 지지 의사를 보냈다 냉전시기 양극체제에서 소. 

련과 함께 주인공이었던 미국이 영국의 안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생

물무기금지협약 체결이 국제사회에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에 따라 . 

영국과 미국이 생물무기금지협약이 화학무기금지협약과 분리되어 우선

적으로 맺어지게 된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본 연구는 , 

52) 이에 대항하여 생화학무기를 함께 금지하는 협약 초안을 제출한 국가는 소련을 

비롯한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 , , 

몽골 폴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 , . United 
Nations Eighteen-Nation Committee on Disarmament, Committee on 
Disarmament, 1962-1984 Meetings and Documents (Frederick: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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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요소인 국가 이익을 살펴봄에 있어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 이익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국가들이 당시 생물무기와 화학

무기를 무기로서 어떤 효용가치 평가를 했으며 이에 따라 어떤 전략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볼 것이다 생화학무기에 대한 위협이 증대하면서 . 

본격적인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국가들이 갖게 된 양차 세계대전 이후

부터 생물무기금지협약이 맺어지기 직전까지 영국과 미국이 생화학무

기에 대해서 군사전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효용과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가 판단하는 무기에 대한 효용은 국가가 무기에 대해서 갖는 . 

전략의 변화로부터 추론해내고자 한다 생화학전 연구가 공격적. 

연구였는지 방어적 연구였는지를 기준으로 하(offensive) (defensive) 

여 전자는 국가가 무기에 대한 효용을 크게 평가하는 것으로 후자는 , 

국가가 무기에 대한 효용을 작게 평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공격적 연. 

구는 공격을 감행할 상황을 대비하여 무기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인 반

면 방어적 연구는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연구만을 진행하기 때문에 무

기에 대한 소극적인 연구이다 이에 따라 영국과 미국이 공격적 연구에. 

서 방어적 연구로 무기 전략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기의 효용이 줄어들

었음을 나타낸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효용을 보는 데에 있어서 영국과 미국의 당시 지

위를 고려하여 방식을 달리하고자 한다 영국은 제 차 세계대전 직후. 2 , 

초반에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년 핵실험 이후 핵무, 1952

기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미국이나 소련의 능력에는 못 미쳤다 영국은 . 

미국과 달리 군사전략적으로 압도적인 적군인 소련에 대항할 정도의 ,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 한정된 국방비용 안에서 무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했다 이에 따라 . 

본 연구는 영국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효용 변화는 국내의 자체적인 판

단보다는 주변 환경에 더욱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판단하고 국제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영국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효용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반해 미국은 년 제 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년 , 1945 2 ,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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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

탄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미국의 핵 능력은 냉전시기가 끝. 

날 때까지도 그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 

당시 냉전시기에 미국이 국제정치 안보 환경을 빚어낼 수 있는 주체였

다고 간주하였다 그리고 안보 관련 사안을 고려함에 있어서 독립적으. 

로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무기에 대한 효용과 전략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이 생화학무기에 대한 효용을 . 

결정함에 있어서 생화학무기에 대한 미국의 군사전략 차원의 자체적인 

판단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국제정치 안보 환경의 . 

요소를 중요시 보았던 영국과는 달리 미국은 자체적인 효용 판단을 집

중적으로 보고자 한다. 

양국의 각 무기에 대한 군사전략적 효용과 그에 따른 전략 변화

는 각국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들을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 

경우 영국 공문서 보관소 에서 발행되는 , (PRO: Public Record Office)

공문서 중 군사전략과 무기 다룬 문서들을 기반으로 작성된 차 자료2

들을 참고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 안보 관련 사안들을 맡고 . , 

있는 국가안전보장이사회 의 공개된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기밀문서를 중심으로 하여 당시 미국 정부가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를 , 

군사전략적 효용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국의 이익을 살펴보고자 한다. 

규범적 요소 생화학무기의 터부 2) –

생물무기가 화학무기와 분리되어 먼저 금지협약이 맺어지게 된 

데에 국제정치적인 요소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사안은 규범적 요소이다 이 규범적 요소는 국제적 수. 

준에서 발달한 두 무기에 대한 터부 이다(Taboo) . 

핵무기의 비사용 을 핵무기에 대한 터부로 설명한 니나 (non-use)

타넨월드 에 따르면 터부는 특정한 행동에 대한 (Nina Tannenwald)

규범적 믿음 이다“ (normative belief)” .53) 핵무기를 예시로 들자면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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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행동을 야기하는 규범적 믿음이 핵무

기에 대한 터부라는 것이다 여기서의 규범 은 특정 행동에 대한 . (norm)

공유된 예상 이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shared expectation)” “
이다(standard of right and wrong)” .54) 결과적으로 핵무기의 터부는 , 

타넨월드에 의하면 널리 퍼져있는 핵무기에 대한 혐오감, “ (revulsion)

과 핵무기 사용에 대한 억제(inhibition)”55) 와 관련이 있다 생화학무 . 

기가 인류에게 미치는 그 영향과 파괴력으로 핵무기와 함께 대량살상

무기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타넨월드의 터부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생화학무기에 대한 터부는 무기의 내재적인 특

성이 초래하는 영향으로부터 기인하는 무기 사용에 대한 혐오감과 거

부감이라고 본다.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의 내재적인 속성으

로부터 오는 터부가 제 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유지되다가 각2

각의 무기에 대한 터부로 분화되었는지를 유엔의 군비해제 관련 회의 

자료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생화학무기 금지에 대한 논의는 세. 19

기부터 시작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국제사회의 장인 유엔에

서 이루어진 생화학무기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년 국제연맹. 1925

이라는 국제기구 지원 하에 제네바 의정서가 체결되었지만 그 이후 유, 

엔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국제연맹을 통한 생화학무기금지 논의에는 단

절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국제기구이면서도 생화학. 

무기금지 논의를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었던 유엔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엔 내에서도 생화학무기의 해제 논의가 이루어졌던 유엔 총회

유엔 제 위원회 (UNGA: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

유엔 안전보(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First Committee), 

장이사회 개국 군축위원(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18

53) Nina Tannenwald, The Nuclear Taboo: The United States and the 
Non-Use of Nuclear Weapons Since 194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8.

54) Tannenwald, 2007, p.10.
55) Tannenwald, 2007,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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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군축위원회 (ENDC: Eighteen Nations Disarmament Committee), 

회의 의 회의 (CCD: Conference of the Committee on Disarmament)

자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 설립된 유엔에서2 , 

는 국가들이 다시는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의 참혹한 전쟁을 치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군비해제를 중요한 목표로 내세운다 유엔 헌장. (UN 

에 의해 유엔 총회Charter) 56)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57)에서 군비해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어있다 유엔 총회 산하의 제 위원회가 군비해. 1

제와 안보의 주제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년 월 제 회 유엔총. 1952 1 , 6

회에서 채택된 의정서502(VI) 58)에 의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아래 유

엔군축위원회 가 (UNDC: United Nations Disarmament Commission)

만들어졌고 이 곳은 모든 군비에 대한 제한 과 균형적인 , “ (limitation)

축소 와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해제를 목표로 (balanced reduction)”
한다.59) 그리고 잇따른 위원회들에 의해 군비해제 사안이 진행되는데  

56) 유엔 헌장 제 장 조에 의해 유엔 총회는 군비해제와 군비제한 4 11 “ (regulation of 
원칙들을 포함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협력의 전반적인 armaments) 

원칙을 다루며 이와 관련한 권고를 회원국들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게 할 수 
있다.” United Nations, “UN Charter,” 

검색일http://www.un.org/en/sections/un-charter/un-charter-full-text/ ( : 
년 월 일2018 3 28 )

57) 유엔 헌장 제 장 조에 의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회원국에게 제출할 군 5 26 “
비제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는 데에 책임을 지닌다.” 
United Nations, “UN Charter,” 

검색일http://www.un.org/en/sections/un-charter/un-charter-full-text/ ( : 
년 월 일2018 3 28 )

58) 년 월 제 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952 1 6 502(VI) 
하에 유엔군축위원회 설립을 명시하였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체제 안에서 제안서
를 준비하고 계획을 만드는 것을 유엔군축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gulation, limitation and balanced reduction 
of all armed forces and all armaments; international control of atomic 
energy,” A/RES/502(VI), (11 January 1952).

59)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United Nations 
Disarmament Commission,” 

   https://www.un.org/disarmament/institutions/disarmament-commission/ 
검색일 년 월 일( : 2018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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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국 군축위원회1960 10 (TNDC: Ten Nations Disarmament 

Committee)60)가 년 제 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협1961 16 1722(XVI) 

약에 의해  ENDC61)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는 년 개국으로 . 1969 26

확대된 로 개칭되어 진행되다가 년에 군축회의CCD 1978 (CD: 

로 계승된다Conference on Disarmament) . 

유엔이 설립되면서부터 군비해제를 담당하는 위원회들을 중심으

로 군비관련 사안들이 다루어졌지만 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 1945

키에서 원자폭탄 위력을 확인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온통 원자폭탄과 

핵무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렇게 핵무기의 그림자에 가려져있던 생화. 

학무기는 년1966 62)이 되어서야 재조명되고 두 무기의 금지에 대한 본

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생화학무기금지에 대한 논의가 재. 

조명되기 시작한 년부터 생물무기와 화학무기가 분리되고 생물무1966

기에 대한 터부가 공고화 된 년까지의 무기해제 관련 회의 기록1971

을 살펴본다. 

논문의 구성 4.   

생물무기금지협약이 화학무기금지협약과 함께 맺어지지 않고 우

60) 년 월부터 월까지 유지되던 는 서구 진영의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이 1960 3 6 TNDC , , , 
탈리아 미국 그리고 동부진영의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 , , , 
을 포함하였다.

61) 개국은 기존 국가들에 추가 개국인 브라질 버마 에티오피아 인도 멕 18 TNDC 8 , , , , 
시코 나이지리아 스웨덴 통일 아랍 공화국을 지칭한다, , , .

62) 년부터 생화학무기금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데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1966
밝히기 어려우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 여러 가지 설명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 
당시 미국이 베트남 전에서 사용하고 있던 최루가스 와 제초제(tear gas)

를 화학무기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에서 몇몇 국가들이 미국을 규탄하면(herbicides)
서 화학무기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갔다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독립운동. , 
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들이 빈번하게 쓰이게 되면서 화학물질 사용이 그저 
여느 무기들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존
재했다 이에 더해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생화학물질이 많이 개발되었고 이에 . 
따라 생화학무기의 종류가 다양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생화학무기
에 대한 위험성이 다시금 조명받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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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으로 체결된 데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생물무기에 대한 금지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지는 데에 . 2

영향을 끼친 물리적 요소인 국가의 이익을 살펴보기 위해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이익을 나누어서 각각 살펴본다 영국. 

과 미국이 양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생물무기금지협약이 맺어지는 직전

까지의 시기동안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에 대해 군사전략적 효용을 어떻

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석한다.  

장에서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우선적 체결에 영향을 끼친 규범3

적 요소인 생화학무기에 대한 터부를 살펴본다 국제사회에서 생화학무. 

기에 대한 터부가 어떻게 유지되고 분화되었는지를 단계적으로 살펴보

기 위해 총 세 시기로 나누어서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시기는 생화학무기 터부의 주변화시기로 년부터 1945

년 사이이다 이 시기는 제 차 세계대전 직후의 시기로 원자폭탄1965 . 2

과 핵무기에 모든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시기이다 이에 . 

따라 생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한 국제사회의 합의인 제네바 의정서는 

핵무기에 대한 국제 수준의 제재 기제를 만드는 데에 증거로써의 역할

을 한다 제네바 의정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생화학무기 사용이 금지. 

되었고 이 덕분에 제 차 세계대전에서 생화학무기가 사용되지 않았다2

는 논리를 이용하여 핵무기를 국제사회의 틀 안에서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이 펼쳐진다. 

두 번째 시기는 생화학무기 터부가 재조명되는 시기이다 본 연. 

구에서는 생화학무기의 금지를 명문화한 제네바 의정서가 유엔의 주요 

안건으로 대두되고 국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화학무

기에 대한 터부가 재조명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시기는 제네바 . 

의정서에 모든 국가가 가입하기를 촉구하는 의견이 제시된 년부1966

터 제네바 의정서를 수정 혹은 발전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된 년까1967

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생화학무기금지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 

제네바 의정서를 강화해야하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의 

가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리고 그 주장에 더해 제네바 의정. 

서를 더욱 발전시켜 생화학무기를 더 효과적으로 금지하자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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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핵무기의 논의에 묻혀있었던 생화학무기. 

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이 무기들에 대한 터부가 재

조명되었다고 간주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생화학무기 터부가 분화되는 시기로 생물무기와 , 

화학무기에 대한 논의가 나누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본 연구에서 . 

중요하게 보는 시기임으로 생화학무기에 대한 영국의 주도로 터부 분

화의 발단되고 분화가 확산되어 미국이 이를 수용하며 공고화 되는 세 

시기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년 영국이 거부감이 덜 해 . 1967

자주 사용되어 왔고 자주 사용되고 있는 화학무기와 상대적으로 거부

감이 강해 사용되지 않는 생물무기를 나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생물무. 

기금지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자는 제안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 

시기를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터부의 분화의 발단으로 보았다 그리고 . 

년 유엔 사무총장 의 주도 하에 국제적 수준에1968 (Secretary-General)

서의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에 대한 분석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연구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의 시기를 생화학무기 터부 분화가 확산 되는 시

기로 보았다 이 보고서는 대량살상무기로 그 잔혹함과 파괴력이 함께 . 

다루어지던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의 속성과 영향을 나누어서 분석하였

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생물무기금지협약이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생. 

물무기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거부감이 더욱 강

조된다 이 시기에는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의 터부가 분화되고 사무총장. 

의 연구 보고서로 인해 생물무기에 대한 터부가 더욱 강조되었음을 살

펴본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수용하게 . 

되며 생물무기에 대한 터부를 강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물무기금지

협약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무기에 대한 터부가 생물무기금지협

약이 먼저 맺어지는 데에 영향을 끼친 유일한 요소라고 주장하고자 함

이 아니다 무기를 금지시키는 것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안. 

보 약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들의 이익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게 특정 무기의 효용이 감. 

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국제적으로 그 무기에 대한 군비해제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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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미 존재. 

하고 있던 생화학무기에 대한 터부가 분화되어 생물무기에 대한 국제

적 수준의 터부가 화학무기보다 더 강조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당시 . 

국제정치 환경이 냉전시기임을 고려했을 때 중요한 행위자였던 미국에, 

게 영향을 미쳤고 화학무기에 비해 터부가 강했던 생물무기 터부가 생, 

물무기금지협약이 먼저 맺어지는 데에 간과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했

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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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요소 무기의 효용과 전략II. : 

생물무기의 효용과 전략1.  

영국의 생물무기 효용과 전략 1) 

영국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효용은 전후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배경에서 서방 진영 의 대표였던 미국과 분리해서 논하(Western bloc)

기 힘들다 전후 소련과 대항하는 서방 진영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의 틀 안에서 미국의 핵(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능력63)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 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 2

년 당시 영국 내각 국방 위원회 는 1946 (Cabinet Defence Committee)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행위자 로서 영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 (player)

해 비밀리에 독립적으로 핵무기를 소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64)  

년 영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지만 그 능력은 미국과 소련에 1952

미치지 못했다 영국은 국민적 자부심과 국제적 위엄 을 이유로 경제. “ ”
적으로 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사비용 지출을 핵무기 개

발에 집중시켰다.65) 이에 따라 재래식 무기를 비롯한 생화학무기 연구 

에 대한 투자는 영국에게 부차적인 사안이 되었다.66) 

63) 미국이 원자폭탄 능력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보여준 후 순차적으로 여러 국 
가들이 핵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소련은 년 영국은 년 프랑스는 . 1949 , 1952 , 1960
년 중국은 년에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핵보유국이 된다, 1964 . Marie Isabelle 
Chevrier, “The Politics of Biological Disarmament,” in Mark Wheelis et al 
(eds.), Deadly cultures: biological weapons since 194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p. 306.

64) Brian Balmer, “The UK Biological Weapons Program,” in Mark Wheelis et 
al (eds.), Deadly cultures: biological weapons since 194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p.50.

65) N.J. McCamley, 2006, p. 171. 
66) 영국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 를 통해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당시 공산권의 공격이 있을 시에 부족한 재래식 공격 능력을 미국에게 의지하고 있
었다. McCamley, 2006,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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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세계대전과 제 차 세계대전 사이 영국이 가지고 있던 생1 2

물전에 대한 인식은 양차대전 사이에 설립된 제국 방위 위원회의 생물

전 분과(Committee of Imperial Defence’s Sub-Committee on 
에서 작성된 보고서들에 의하면 재래식 폭격Bacteriological Warfare)

으로 인한 공공 건강의 위협에 불과했다.67) 이후 제 차 세계대전을 겪 2

으면서 공공 건강 영역에서 벗어나 전쟁에서의 군사전략적 영역으로 

생물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공식적인 생물전 프로그램은 제. 

차 세계대전을 치루는 과정에서 독일의 생물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

이에 대항하기 위해 시작되었다.68) 

제 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의 생물무기와 관련된 정책의 기조는 2

방어를 위한 공격 를 표방하였다 영국의 참모총‘ (offence for defence)’ . 

장들 은 공격적 생물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Chiefs of Staffs) “
이며 이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으면 방어적 생물전 연구 역시도 

진행되기 어려움 을 피력했다” .69) 그리고 영국은 섬나라였기 때문에 생 

물물질로 인해 질병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기에 

적국에게 있어서 영국은 가장 이상적인 생물전 공격 대상 이라는 점“ ”
을 강조하며 생물전에 대한 연구가 평화 시기에도 지속되어야 함을 주

장했다.70) 

영국 국방 위원회 는 생물전 연구(Defence Committee) 71)를 우선

67) Brian Balmer, “Biological warfare: The threat in historical perspective,” 
Medicine, Conflict and Survival, Vol.18, No.2 (April 2002), p.126.

68) 윌트셔 에 위치한 정부산하 군사연구시설인 포튼 다운 에 (Wiltshire) (Porton Down)
서 생물전 연구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포튼 다운에서는 . 

년부터 화학전 연구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다1916 . Brian Balmer, “The Drift 
of Biological Weapons Policy in the UK 1945-1965,”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20, No.4 (December 1997), p.115.

69) Public Record Office, “Shortage of scientific staff and equipment for 
research on biological warfare,” WO 188/660, BW(47)12. (27 March 1947). 
재인용: Balmer, 2002, p.128.

70) Balmer, 2006, p.49.
71) 전후 생물무기 연구에 박차를 가하며 관련된 다양한 위원회 설립이 빠르게 이루어 
졌다 세 개의 주요한 위원회로는 독립된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포튼 다운에 기술적. 
인 자문을 담당하던 생물 연구 자문 기관(BRAB: Biological Research Advisory 

과 생물전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만들어내는 참모총장 생물전 분과위원회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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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에 두고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는 당시 영국은 평화 시기의 . “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준비성(preparedness)”72)

이라는 판단과 생물무기의 파괴적인 잠재력과 불확실성 때문에 연구“
에 더욱 중요도를 두어야 한다”73)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더해 적국. 

인 소련의 생화학전 연구의 규모와 무기고의 크기 에 대한 정확한 정“ ”
보를 얻지 못하여 최선의 방어는 최대한의 생물전 능력을 갖추는 것“ ”
이라고 판단하였다.74) 

실제로 영국은 생물물질의 특성상 클러스터 발사체“ (cluster 

가 실린 하나의 폭격기가 의 사망 확률로 열린 공간에projectiles) 50%

서는 제곱 마일 도시에서는 제곱 마일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1 , 1/4 

추정 하였다” .75) 실제로 는 생물무기가 화학무기보다 잠재적으로  DRPC “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적군의 싸울 의지를 꺾는 데에 있어서 핵

무기와 같은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고 평가하였다“ .76) 그리고 이에 따라  

생물무기에 대한 연구가 핵무기 연구와 같은 정도의 중요도가 주어져“
야 하며”77) 결국에는 생물무기가 원자폭탄과 견줄 수 있을 정도일 , “
것”78)이라고 주장했다 생물무기의 큰 파괴력에 대한 인식에 더해 어. “

그리고 방위 전략의 우선순위를 조(Biological Warfare (BW) Sub-Committee), 
정하는 책임지던 국방 연구 정책 위원회 (DRPC: Defence Research Policy 

가 있다Committee) . Balmer, 2002, pp.128
72) Public Record Office, “Final version of paper on future of defence 

재인용research policy,” DEFE 10/19, DRPC,  (30 July 1947). : Balmer, 1997, 
p.117.

73) Public Record Office, “Future Defence Policy,” DEFE 10/18, DRP(47)53, 
재인용DRPC, (1 May 1947). : Balmer, 1997, p.117.

74) Balmer, 1997, p.118.
75) Public Record Office, “BW information for service personnel,” WO 

재인용188/660, BW(47)3, ISSBW, (12 Feb. 1947). : Balmer, 2002, p.129.
76) Public Record Office, “Future Defence Policy,” DEFE 10/18, DRP (47) 53, 

재인용DRPC, (1 May 1947). : Balmer, 1997, p.117 ; Public Record Office,  
“Shortage of scientific staff for research in biological warfare,” WO 

재인용188/660, ISSBW, (30 Jan. 1947). : Balmer, 2002, p. 128 ; Public 
Record Office, “Final version of paper on future of defence research 

재인용policy,” DEFE 10/19, DRPC, (30 July 1947). : Balmer, 2002, p.128.
77) Public Record Office, “Future Defence Policy,” DEFE 10/18, DRP (47) 53, 

재인용DRPC, (1 May 1947). : Balmer, 1997,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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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유럽 국가도 년 까지 핵무기를 갖추지 못할 것이나 년까1951 1951

지 잠재적 적군은 생물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79)하

며 생물전에 대한 대비가 더욱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근거하여 는 년까지 개의 폭탄을 비축해DRPC “1955 10,000

둘 수 있도록 주일에  여 개의 클러스터 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1 200

능력을 갖추는 것 을 지시하였다” .80) 그리고 년까지 원자폭탄과  1957 “
비슷한 정도의 전략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생물무기를 개발하

고 이에 대한 방어 전략까지 갖추기 위해 재정 확대를 권고하였다” .81) 

이를 통해 제 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은 생물무기를 핵무기와 비슷한 2

무기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생물전에 대한 대비에 큰 비중을 , 

두고 집중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투자를 감행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열기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년대 초부터 영국1950

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물전 연구 정책을 다시 살펴보게 된다. 1949

년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 

방 국가들이 당시 소련으로부터의 공격을 받는다면 이에 대한 대응은 

핵무기를 이용한 즉각적인 보복(immediate retaliation)82)이었다 핵 . 

공격으로부터의 보호가 확보된 상황에서 국가 안보의 모든 측면을 담

당하지 않아도 됐던 영국은 생물무기 개발을 단기적으로 미국에게 맡“
기고”83)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자 했던 것이다 .84) 이에 더해 소련과  , 

78) Public Record Office, “Final Version of Paper on Future of Defence 
재인용Research Policy,” DRPC, (30 July 1947). : Balmer, 2006, p.51.

79) Public Record Office, “Shortage of Scientific Staff for Research in BW,” 
재인용WO 188/660, BW(47)8, ISSBW, (30 January 1947). : Balmer, 1997, 

p.118.
80) Public Record Office, “Timetable forecast for toxicological warfare 

재인용development,” DEFE 10/22, DRP(48)116, DRPC, (9 August 1948). : 
Balmer, 2002, p.130.

81) Public Record Office, “Final Version of Paper on Future of Defence 
재인용Research Policy,” DRPC, (30 July 1947), : Balmer, 2006, p.51.

82) 이 정책은 당시 서방 국가들의 연합인 의 핵 강대국이었던 미국이 유럽 국 NATO
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정책이었다. 

83) Public Record Office, “Review of Defence R&D Programmes-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Note by the Ministry of Supply,” DEFE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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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핵무기를 주고받는 핵전쟁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생물전의 가

능성이 낮아졌다 소련과 미국 사이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이후부. 

터는 생화학전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제한. 

적인 군사비용의 틀 안에서 생물전 연구의 할당량을 크게 유지할 필요

가 없어진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년 의 국방 연구개발 검토 보고1954 DRPC

서에서는 생물전 연구가 오염이나 감염에 대항하는 방법 인간과 동물“ , 

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과 오염제거 방법 등에 집” 

중해야함을 명시하며 방어적 대비를 우선시하였다.85) 결국 이는  1955

년 의 국방 연구 검토 보고서로 이어졌고 영국의 생물전 연구는 DRPC , 

방어적인 목표를 가지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86) 

년대가 되면서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교착상태1960 (stalemate)

가 유지되고 이에 따라 미국이 핵무기의 단계적인 사용을 표명하게 되

면서 영국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방어책이 약화된다 이 결과로 영국 . 

내에서는 생화학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증대하게 된다 하지만 영국. 

은 생물전에 대한 자국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같은 방법을 통

한 보복을 우려하여 소련 연합군을 상대로 하는 생물무기 공격은 고려, 

하고 있지 않았다.87) 그리고 국지전 에 있어서도 당시 상 (limited war)

재인용DRP/p.(54)30. (8 Oct 1954). : Balmer, 1997, p.125.
84) 당시 한국전쟁에 영국이 관여하면서 비용 지출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부 
담감을 느끼게 된 것도 영국이 핵무기에 집중하게 된 데에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방비용의 축소보다는 한정된 국방비용 안에서 핵. , 
무기 능력이 크지 않았던 영국이 외부적 환경 변화로 인해 느끼는 생물무기의 효용
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 것이 어떻게 생물무기 전략의 변화를 초래했는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85) Public Record Office, “Review of Defence R&D. Report by Programmes 
재인용Sub Committee,” DEFE 10/33, DRPC, (28 Sept 1954). : Balmer, 1994, 

p.125.
86) Public Record Office, “Review of def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재인용DEFE 10/34, DRP/P(55)50 (Final), DRPC. (23 January 1956). : Balmer, 
2002, p.132.

87) Public Record Office,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Report by the 
재인Joint Planning Staff,” DEFE 11/660, JP(62)96 (final), (12 October 1962). 

용: Balmer, 2006,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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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발전을 이룬 화학물질이 무력화 기능이나 비밀 작전에 있어서 “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 했다” .88) 결과적으로 생물전에 대한 연구 

를 강화89)시키는 데에는 합의하지만 여전히 방어적 생물전 연구를 유

지한다. 

미국의 생물무기 효용과 전략2) 

미국은 제네바 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았지만 생화학무기에 대한 

선제사용을 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선제사용은 하지 않았지. 

만 양차 세계대전 후에도 생화학전 관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고 생, 

화학무기에 대한 군사적인 효용을 인식하고 있었다 년 가 . 1959 , NSC

발행한 기본 국가 안보 정책(BNSP: Basic National Security Polic

y)90)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국가 전략 요소로 군대의 군사적 효율성을 “
높이는 범위 내에서 미국은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다 고 ”
명시한다.91) 또한 년에는 미국 국방부 장관은 생화학무기를 사용 1966 “
할 준비를 갖추고 균형 잡힌 공격적 방어적 생화학무기 능력을 유지하, 

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고 강조하였다” .92)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전후 압도적인 억지력을 지닌 핵무기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생화, 

학무기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국가정책“ ”93)은 발달되지 않았었다. 

88) Balmer, 2006, pp.75
89) 년대 영국은 미생물을 사용한 대규모 확산 실험 1960 (large-scale dissemination 

을 진행한다trials) . 
90) 이 보고서는 년 월 일 발행되고 년 월에 폐지되었다 1959 8 5 1963 1 .
91) National Security Council, “National Security Council Report: Basic 

National Security Policy,” NSC 5906/1, (5 August 1959).
92) National Security Council,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regarding US policy on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and Agents 
submitted by the Interdepartmental Political-Military Group in response to 
NSSM 59, (10 November 1969), p.10.

93) 년 케네디 정부가 가능한 모든 군사적 적용을 고려한 생화학전에 대한 철저한  1961
평가를 프로젝트 라는 이름하에 합동 참모112 (Project Number 112) (Joint 

에게 요구한 바 있지만 이는 생화학물질이 미 군함과 미군에게 미칠 수 있Chiefs)
는 위험만을 밝히기 위함이었을 뿐 생화학무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Project 112/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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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년 대통령이었던 리차드 닉슨 의 지시1969 , (Richard Nixon)

로 가 주도하여 생화학무기에 대한 군사 외교의 정책적 측면들을 NSC -

분석한 국가안보연구보고서 (NSSM: National Security Study 

를 발행하였다 닉슨 대통령이 월 취임하고 얼마 Memorandum) 59 . 1

지나지 않아 국회94)에서는 년 동안 종합적인 검토가 없었던 생화“15
학 무기 사용과 관련하여 미국의 정책을 명확하게 할 것 을 요구했”
다.95) 이에 따라 닉슨 대통령은 월 대통령 자문기관인 에 다양한  5 , NSC

관계부처가 포함되어있는 정치군사 부서 (IPMG: Interdepartmental 

Political-Military Group)96)을 통한 생화학전과 생화학물질에 관한 미“
국의 정책 연구 를 지시했다” .97) 로 알려진 이 연구 보고서의  NSSM 59

목적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한다NSC .

이 연구는 현재 미국의 생화학무기에 관한 정책과 프

SHAD,”
검색일 년 월 일   https://www.publichealth.va.gov/exposures/shad/ ( : 2018 4 18 )

94) 국회뿐만 아니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멜빈 레이어드 도 국가  (Melvin Laird)
안전 보좌관 이었던 헨리 키신저 에(National Security Advisor) (Henry Kissinger)
게 당시 미국의 생화학전 프로그램의 구조와 생화학무기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
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관한 사안을 닉슨 행정부 초기에 다루는 것을 강하게 권, 
고한다. National Security Archive, “The Secretary of Defense Laird to 
National Security Advisor Henry Kissinger, Memorandum for: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30 April 1969).

95) National Security Archive, “The President’s talking points-Congressional 
Leadership Meeting,” (25 November 1969), p.1 ; Jonathan B. Tucker and 
Erin R. Mahan, President Nixon’s Decision to Renounce the U.S. Offensive 
Biological Weapons Program (Washington: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009). 

96) 부처 간 정치군사 부서 는  (IPMG: Interdepartmental Political-Military Group)
국무부 미국 국방부 장관실 (Department of State), (OSD: Office of the 

합동참모본부 군비관리군축Secretary of Defense), (JCS: Joint Chiefs of Staff), 
국 정보기관 (ACDA: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Intelligence 

이 포함되어 있었다Community) . 
97) National Security Council, “U.S. Policy on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and Agents, from National Security Advisor Henry A. Kissinger 
to the Secretary of State, Secretary of Defense,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the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Director of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5/28/69, (28 May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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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검토해야하며 연구의 분석은 미국과 동맹... (1) 

국들을 향한 위협의 본질과 이 위협을 맞닥뜨리는 데에 있

어서 가능한 대안적인 접근 치명적인 생화학물질과 무; (2) 

능화 생화학물질 둘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사용의 

유용성 사용시 관련되는 운영상의 개념 연구개발; (3) ; (4) 

의 목적 폭동진압제 와 고엽제; (5) (riot-control agents)

와 관련된 현재 미국의 정책 적용의 검토를 포(defoliants)

함한 치명적인 생화학물질과 치명적이지 않은(non-lethal) 

생화학물질의 차이 제네바 의정서 비준 문제를 ; (6) 1925 

포함한 군비제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기술해야한다 그리. 

고 연구는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태도와 동맹국들과의 관

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한다.98)

이 연구 보고서는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의 속성과 효용이 다름을 

인지하고 향후 미국이 생화학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고려하는 

시작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당시 미국은 생물무기와 화학무기가 전략적 . 

개념 지니는 억지 효과 보복에 있어서의 전술적인 측면 잠재적으로 , , , 

지니는 인도주의적인 가치 모두가 다르다고 평가하여 두 무기 관련 프

로그램을 나누어서 다루기 시작했다.99) 결과적으로 미국은 생물무기와  

98) National Security Council, “U.S. Policy on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and Agents, 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 59 to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the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Director of United State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28 May 1969).

99) 생화학무기를 나눈 것뿐만 아니라 화학무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명칭은 화학전  , 
프로그램이었고 생물무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명칭은 생물연구 프로젝트였다는 것
을 토대로 생물무기는 방어적인 연구 프로그램으로 전환했으나 화학무기는 전쟁에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National Security 
Archive, “Chemical Warfare and Biological Research-Terminology,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Stat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and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Agency,” (9 
December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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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가 지니는 군사적 효용과 가치가 다르다고 판단하여 두 무기

를 나누어서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전략을 택하게 되었, 

다.

미국은 제 차 세계대전 중 소규모로 생물전 연구를 시작하였다2 .  

미육군 은 년부터 생물전 연구를 화학전부대 (US Army) 1941 (CWS: 

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Chemical Warfare Service) 1942

년100)이 되어서야 미국의 노력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시작했

다.101) 미국은 제 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2

유지했으나 큰 발전은 없었다.102) 전후부터 년대 초반까지 생물무 1950

기의 개발은 핵무기라는 압도적인 억지력을 지닌 무기로 인해 우선순

위에서 밀려있었다 생물무기의 선제사용을 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 

있었지만 미국은 공격적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은 년까지는 선제사용을 하지 않고 생물물질 공격에 대1956

한 보복에만 사용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년 이후 당. 1956 , 

시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미국은 전면전에서 생화학무기를 사용“
할 준비를 할 것이며 생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 

다”103)는 점을 명시하며 대통령의 재량104)에 따라 생화학무기를 사용

100) 년 미 육군 장관 이었던 헨리 스팀슨 1942 (Secretary of War) (Henry L. 
은 당시 미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에게 공Stimson) (Franklin Roosevelt)

공기관과 사기관과 생물전 노력과 관련한 협력을 할 민간자문 단체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루즈벨트는 전쟁예비국 을 설립. (The War Reserve Service)
하여 만 달러의 자금으로 생물무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20 . David R. Franz 
et al, “The U.S. Biological Warfare and Biological Defense Programs,” in 
Walter Reed Army Medical Center (eds.), Medical Aspects of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Washington D.C.: Office of Surgeon General 
Department of the Army United States, 1997), pp.425~436.

101) Barton J. Bernstein, “The Birth of the U.S. Biological-Warfare Program,” 
Scientific American, Vol.256, No.6 (June 1987), p. 116.

102) John Ellis Van Courtland Moon, “The US Biological Weapons Program,”  
in Mark Wheelis et al (eds.), Deadly cultures: biological weapons since 
194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p.43.

103) Moon, 2006, p.12. 
104) 하지만 실제로 아이젠하워는 생화학전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 

었다. Moon, 2006,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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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생물무기는 여전히 낮은 . 

우선순위였고 생물무기 개발은 이에 따르는 재정적 도덕적 대중들과, “ , , 

의 관계 면에서 드는 비용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했다” .105)

이후 공격적 생물무기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어오다가 년 1969

미국은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방어적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게 된다. 

년 월 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공격적 생물무기 프로1969 11 25 , 

그램에 대한 일방적인 포기 선언106)을 하였고 이 선언은 역사적으로 , “
처음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한 카테고리 전부를 포기 선

언 으로 기록된다” .107) 닉슨 대통령이 이례적인 선언을 하며 이러한 전 

략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 데는 생화학무기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였

던 를 기반으로 한 생물무기에 대한 효용이 반영되었다NSSM 59 .

미국에게 있어서 생물무기로부터의 공격이나 위협은 불분명한 특

성이 가장 두드러진다 생물무기는 적은 양으로도 목표 지역의 몇 백 . “
제곱마일을 감염시킬 수 있지만 이 목표 지역에만 그 영향을 국한시키, 

는 데에 어려움 을 지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08) 즉 생물무기의 파괴 , 

력은 매우 크지만 그 파괴력이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입장일 때도 효율적으로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생물물질은 본질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잠복

기 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공격과 방어 모두에 그(incubation period)

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짓는다 생물무기로 공격을 할 경우. , 

105) Moon, 2006, p.44.
106) 년 월 일 닉슨 대통령은 미국이 치명적이고 무능화 작용을 하는 생물무 1969 11 25

기의 보유와 보복을 위한 생물무기마저도 포기함을 밝히고 미국의 생물 연구 프로
그램을 방어적인 용도로만 제한함을 발표했다 또한 비축된 모든 생물무기를 시간. 
에 걸쳐 폐기할 것을 밝혔다. Jonathan B. Tucker, “A Farewell to Germs: The 
U.S. Renunciation of Biological and Toxin Warfare, 1969-70,” International 
Security, Vol.27, No.1 (summer 2002), p.107.

107) Tucker, 2002, p.107
108) National Security Council,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regarding US policy on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and Agents 
submitted by the Interdepartmental Political-Military Group in response to 
NSSM 59,” (10 November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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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결과가 필요할 수 있는 전술적인 상황이나 전쟁 에서는 생물물“ ”
질의 지연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용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고 간주“ ”
했다.109) 그리고 방어의 경우에도 생물무기에 의한 공격의 영향은 오 

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감지가 어렵고 생물물질 공격에 , 

대항하는 보복 역시도 제시간 에 혹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 (timely)

없다 고 평가한다” .110) 이에 따라 미국은 생물무기의 사용은 군사적인  “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 이라고 진단한다” .111)

생물무기의 부류 중 치명적인 생물물질 은 전(lethal biologicals) “
략적이고 순수하게 반인구적 이기 때문에 확고한 군사(anti-population)

적 효용을 지니지 않는다 고 평가한다” .112) 그리고 무능화 생물물질 

은 억지효과 를 지니지 않으며(incapacitant biologicals) “ (deterrence) , �
제 세계 국가들과 같이 방어할 기제를 갖추지 않은 상대를 향한 선제3

사용이 아니라면 보복을 위한 무기로써는 명확한 가치를 지니지 않고 

있기에 중요한 군사적 이점이 없다 고 명시한다” .113) 

생화학무기는 같이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되는 핵무기의 공격 이전

이나 이후 혹은 핵무기 공격과 함께 쓰이는 방법으로 전략적인 고려가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전략적인 고려에 있어서도 생물무. 

기의 역할에 비관적이었다 핵무기와 함께 혹은 핵무기 이후에 쓰이는 . 

생물무기는 신뢰성 은 있지만 미미한 위협이 될 뿐 이고 핵“ (credible) ” , 

무기 총력전에서 치명적인 생물물질 을 사용할 경우 (lethal biologicals)

불필요하게 공격이 반복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 효용을 “

109) National Security Council,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regarding US policy on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and Agents 
submitted by the Interdepartmental Political-Military Group in response to 
NSSM 59,“ (10 November 1969).

110) National Security Council, “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 
(NSSM) 59, U.S. Policy on CW-BW,” (10 November 1969), p.2.

111) National Security Council, NSSM 59, (10 November 1969), p.2.
112) 그 이유로는 세 가지를 든다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제어 . 1) (unreliability) 

할 수 없으며 핵 총력전에서 불필요하게 반복 사용이 될 가(uncontrollability) 2) 
능성이 있으며 공격을 감지하고 반격을 가하고 표적인구 을 3) (target population)
감염시키는 데에 불가피한 시간 지연이 있기 때문임을 밝힌다.

113) National Security Council, NSSM 59, (10 November 1969),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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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지 않는다 고 평가했다” .114)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능력이 압도

적이었던 미국의 입장115)에서는 공격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제어할 수 

없으며 지연성 때문에 효율적이지도 않은 생물무기의 효용을 낮게 평

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어적 생물무기 연구만을 유지하는 정책. 116)

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방어적 생물무기 연구 프로그램이 . 

미국의 국방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전염성 질병들의 전파를 막고 “
제어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하여 자국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 이라고 결론 지었다” .117)

화학무기의 효용과 전략2.  

영국의 화학무기 효용과 전략1) 

제 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염소가스 를 비롯한 1 (chlorine gas)

114) National Security Council, NSSM 59, (10 November 1969), p.2. 
115) 실제로 당시 키신저는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 (deterrence)

를 위해서 생물무기가 필요 없다는 점을 제시한다.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Archive, “National Security Advisor Henry Kissinger Talking 
Points Briefings for Congressional Leadership and Press,” (25 November – 
1969), p.2.

116) 총 가지의 정책 선택권이 제시되는데 생물무기 물질을 최대 역량으로 유지 5 , (1) 
하는 정책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정치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평가하며 선제, 
이용 억지 보복 모두에 이어서 생물무기의 가치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정치적 비용, , 
을 상쇄할만한 군사적 이득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무능화 작용제 생물무기 . (2) 
역량만을 유지하는 정책 역시도 정치적 비용이 높으며 미국이 선제이용을 한다는 , 
가정 하에서만 제 세계에게나 군사적인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격3 . (3) 
적 방어적 연구개발만을 유지하는 정책 역시 정치적 비용이 높다고 판단하며 생물, 
무기의 특성상 공격 효용에 대한 의구심을 제시한다 이 세 가지 모두 합동참모본. 
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가 반대하였다 방어적 연구 개발만을 유지하는 정책은 . (4) 
합동참모본부만이 반대하고 모든 부처가 찬성했으며 영국이 유엔에 제시한 생, (5) 
물무기금지 초안 협약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방어적 연구 개발만을 진행하는 정책을 
선택이 전제가 되어야 했다. 

117) National Security Archive, “The President’s talking points-Congressional 
Leadership Meeting,” (25 November 1969),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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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 공격을 경험한 이후 년 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화학, 1915 9 , 

무기 능력을 보유하고자 영국도 화학전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화학전 . 

연구는 포튼 다운에 위치한 영국 화학 방어국 소(Chemical Defence) 

속 시설에서 진행되었다. 

제 차 세계대전 직후 원자폭탄의 위력을 목격한 영국에게 가장 2 , 

중요한 것은 핵무기 개발이었다 핵무기에 대한 관심도는 그 어떤 무기. 

와도 견줄 수 없었지만 영국의 참모총장들은 평화 시기에 가장 좋은 , “
전쟁 억지 방법은 준비성이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

록 기본적인 정책의 기조를 만들어 놓는 것”118)에 대해 합의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후 계획을 진행하였다 이에 더해 당시 영국 노동당 . 

정부 는 전투 초반에 화학전을 벌일 수 있(The Labour government) “
는 위치에 있는 것 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공격적 화학전 연구를 ”
유지하였다.119)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화학전 연구는 생물전 연구와 비슷하게 

오래가지 못했다 년 내각 국방 위원회. 1956 (Cabinet Defence 

는 국방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대규모의 신경가스Committee) “ (nerve 

와 신경가스무기 생산을 중단 하기로 결정하고 제 차 세계대전 gas) ” “ 2

이후 비축해두었던 다른 화학물질과 화학무기를 폐기 하기로 결정했”
다.120) 당시에는 소련이 서방 진영을 공격할 시 그에 대한 대응은 즉 “
각적인 핵무기 보복 이었기 때문에 공격적인 화학전 연구를 하는 것은 ”
이득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121) 미국의 핵무기 보호 아래 있던  

118) Public Record Office, “Final Version of Paper on Future of Defence 
재인용Research Policy,” DEFE 10/19, DRPC,  (30 July 1947). : Brian 

Balmer, “Keeping Nothing Secret: United Kingdom Chemical Warfare 
Policy in the 1960s,”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33, No.6 
(December 2010), p. 873.

119) Public Record Office, “Minutes of Defence Committee of the Cabinet,” 
재인용CAB 13/11, (20 June 1946). : Balmer, 2010, p.874.

120) Public Record Office, “6th Meeting. Defence Committee Minutes,” CAB 
131/17, DC(56), (10 July 1956) ; Public Record Office, “(Revise) Chemical 
Warfare Policy, Memorandum by the Minister of Defence,” CAB 13/17, 

재인용DC(56)13, (4 July 1956). : Balmer, 2010, p.874.
121) Public Record Office, “Meeting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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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게 화학무기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그 효용이 떨어졌고 이에 따

라 영국의 화학전 연구는 방어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년대 초가 되면서 수소폭탄의 개발과 함께 냉전시기 1960

당시 초강대국 이었던 소련과 미국의 핵 능력이 비슷해졌(superpower)

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더해 미국의 핵 정책에 변화가 생겼. 

다 년 존 케네디 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미. 1961 (John F. Kennedy)

국 안보 정책을 전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 

의 대량 보복 정책에서 유연 대응Eisenhower) (massive retaliation)

으로 전환하였고 이는 소련의 서유럽 공격에 대한 (flexible response) , 

미국의 대응 전략과 직결되어있었다.122) 소련의 공격이 있을 시에 미 

국이 유연하게 단계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전략을 고려하고 재래식 전

쟁 능력 향상에 더 무게를 두게 되면서 영국이 핵 공격으로부터 미국, 

과 독립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영국 내에

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핵전쟁이 더 이상 첫 번째 선택이 아닌 .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가 되는 것이라면 생화학전에게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고 평가하였다.123)

이러한 배경에 따라 영국 참모 총장들은 핵무기가 사용되기 전, 

에 적군을 지연시키는 효과적인 방법“ ”124)으로 화학전의 역할을 다시

금 정의했고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적군과 협상을 할 수 있는 , “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방법 이라고 재평가 했다” .125) 뿐만 아니라 무 

력화 화학물질은 사상자들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전쟁의 더 인도적인 “

재인용JP(62)96(Final),” DEFE 11/660, COS(62), (1 November 1962). : Balmer, 
2010, p.875.

122) Francis J. Gavin, “The Myth of Flexible Response: United States Strategy 
in Europe during the 1960s,”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Vol.23, 
No.4 (December 2001), p.847.

123) Balmer, 2010, p.876.
124) 전술 핵무기 가 화학무기보다는 적군을 지연시키는  (tactical nuclear weapons)
데에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됐으나 전술 핵무기는 전쟁 확대 를 가져올 , (escalation)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Balmer, 2006, p.75.

125) Public Record Office, “Chiefs of Staff Committee, Joint Planning 
Committee,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WO 11/660, JP(62)96(Final), 

재인용(12 October 1962). : Balmer, 2010, p.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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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이라 평가하고 화학전이 전술 핵무기” (tactical nuclear weapons)

에 비해 정치적으로 용납 가능한 전쟁 방법 임을 강조했다“ ” .126) 이처 

럼 영국은 화학전을 핵전쟁 이전에 사용될 수 있는 효과적 인 방법으‘ ’
로 재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복적 능력 을 (retaliatory capability)

보유하는 방향으로의 화학전 연구를 전환을 고려하게 되었다. 

당시 화학전에 대한 보복적 능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현“
대적인 방어 장비도 갖추지 않고”127)있던 영국이 다시금 제한적인 화“
학무기 보복 능력 을 갖추게 된 데에도 외부적인 상황이 크게 작용하”
였다 우선적으로 적군이었던 소련에 대한 정보수집에 있어서 변화가 . 

생겼다 년대는 소련이 갖추고 있던 생화학전 능력에 대한 정보수. 1950

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에 대한 최선의 방어는 공격적 생화학전 연구

라고 판단했었다 년대 초 소련의 화학 산업의 발달이 군사적으로 . 60 , “
상당한 양의 화학물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을 지녔다는 ”
정보를 얻게 되고 소련 군대가 화학무기를 전략적으로 쓰는 것을 전, “
제로 하여 훈련을 한다 는 사실도 알게 된다” .128) 이에 더해 당시  

의 유럽 연합군 최고 사령부 NATO (SHAPE: Supreme Headquarters 

가 년 유럽 연합군의 모든 국가는 생화Allied Powers Europe) 1962 “
학무기의 보복적 능력을 갖출 것 을 요청하게 된다” .129) 결과적으로  

년 당시 영국 내각 국방 위원회는 제한적 화학무기 보복 능1963 “
력”130)개발을 승인하고 이후 년 동안 치명적인 화학물질, 5 “ (lethal 

126) Public Record Office, “Chiefs of Staff Committee, Joint Planning 
Committee,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WO 11/660, JP(62)96(Final), 

재인용(12 October 1962). : Balmer, 2010, p.876.
127) Public Record Office, “Cabinet Defence Committee, Biological and 

Chemical Warfare Policy, Memorandum by the Minister of Defence,” DEFE 
재인용11/660, D(3)14, (16 April 1963). : Balmer, 2010, p.878.

128) Public Record Office, “Soviet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Note for 
the Minister of Defence. Attachment to Memorandum J.C.A. Report to Mr 

재인용Hockaday,” DEFE 11/660, (31 January 1963). : Balmer, 2010, p.878.
129) Public Record Office, “Cabinet Defence Committee, Biological and 

Chemical Warfare Policy. Memorandum by the Minister of Defence,” DEFE 
재인용11/660, D(3)14, (16 April 1963). : Balmer, 2010, p.878.

130) Public Record Office, “Cabinet Defence Committee Meeting,”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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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무능화 화학물질chemical agents) (incapacitating chemical 

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며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생산 하게 된agents) , ”
다.131) 

미국의 화학무기 효용과 전략2) 

염소 가스 나 머스타드 가스 와 같은 (chlorine gas) (mustard gas)

화학물질이 각국에 의해서 사용되었던 제 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1 , 

미 육군 화학전 부대가 년에 설립되었고 양차 세계대전을 모두 1918 , 

치룬 이후에도 화학무기 연구 프로그램은 지속되었다 하지만 미국은 . 

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선언1943 132)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화학무기의 

선제사용은 제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 

통령의 허가가 필요했다 또한 생물무기와 비슷하게 화학무기의 개발과 . 

발전 역시도 당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핵무기의 그늘에 가

려져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되었었다. 

그 후 년 생화학무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에 , 1969 NSSM 59

의해 이루어지면서 화학무기에 대한 효용이 다시금 평가되고 조명 받

게 되었다 우선 화학무기는 생물무기와 비교했을 때 공격의 효과가 . , , 

빨리 나타났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더 적합하다 고 받아들여졌다“ “ .133)

재인용131/28, D(63)3, (3 May 1963). : Balmer, 2010, p.879.
131) Public Record Office, “Cabinet Defence Committee, Biological and 

Chemical Warfare Policy, Memorandum by the Minister of Defence,” DEFE 
재인용11/660, D(3)14, (16 April 1963). : Balmer, 2010, p.879.

132)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적군이 먼저 사용하지 않는  (Franklin D. Roosevelt) 
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화학무기. 
는 치명적인 화학무기 를 지칭한다(lethal chemical weapons) .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Statement Warning the Axis Against Using Poison 
Gas,” (8 June 1943),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16407 검색 (
일 년 월 일: 2018 4 23 )

133) National Security Council,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regarding US policy on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and Agents 
submitted by the Interdepartmental Political-Military Group in response to 
NSSM 59,” (10 November 1969),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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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 군사 교리 에 따르면 화학무기는 (US military doctrine)

보복부터 선제공격까지 대반란 작전“ , (counterinsurgency operations)

에서부터 전면전 까지 모든 방어적 전쟁과 공세적 전쟁에(general war)

서 다양한 군사적 쓸모가 있다 고 평가되었다” .134) 

미국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를 당시 국제적인 정의에 

근거하여 치명적 화학무기 와 무능화 화학(lethal chemical weapons)

무기 두 가지를 분류하고(incapacitating chemical weapons) ,135) 미 

국이 국내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폭동진압제와 화학제초제(chemical 

는 따로 분류하였다 치명적 화학무기의 경우 빠른 영향을 herbicides) . , “
미치기 때문에 전략적 혹은 전쟁 상황에서 쓰이도록 고안된 대인무기

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무능화 화학무기의 (anti-personnel weapons)” , 

경우 잔류하는 해로운 영향 없이 일시적인 장애를 미치는 치사율 “ 2% 

미만의 화학무기 로 인식하고 있었다” .136)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미국은 화학전 프로그램을 보복 능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다 미국은 치명적 화학무기에 대. 

한 선제사용 포기선언은 유지하고 이에 더해 무능화 화학무기에 대한 

선제사용 포기라는 선언적 정책 을 택한다(declaratory policy) . NSSM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당시 운영상 효율적인 무능화 화학무기59 “ ” 
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 무기는 보복 무기로써의 효용가치가 없, “

134) National Security Council,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regarding US policy on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and Agents 
submitted by the Interdepartmental Political-Military Group in response to 
NSSM 59,” (10 November 1969), p.17.

135) 년 월 일 유엔 사무총장의 요구로 년 세계보건기구 1969 1 29 1970 (World Health 
의 사무국장 주도 하에 유엔 생화학무기 자문전Organization) (Director-General) 

문가 그룹(United Nations Group of Consultant Experts on Chemical and 
과 함께 작성된 생화학무기의 보건적 측면Bacteriological(Biological) Weapons) “

에서 치명적 (HEALTH ASPECT OF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화학무기와 무능화 화학무기를 정의한다 전자는 노출됐을 시에 죽음을 야기하는 . 
무기이고 후자는 일시적인 질병 혹은 일시적인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야기하는 무, /
기이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Health aspects of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Report of a WHO Group of Consultants,” 1970, p.12.

136) National Security Council, NSSM 59, (10 November 1969),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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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제 세계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선제사용이 , 3

아닌 이상 군사적인 이점을 지니지 못한다 고 평가했다“ .137) 하지만 이  

포기 선언에는 최루 가스 와 제초제는 포함되지 않음을 강조(tear gas)

한다.138)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모든 화학전 프로그램에서의 통제와  “
안전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것 을 명시함으로써 화학”
전 프로그램을 유지시키고자 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화학무기 자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효용뿐만 아니라 냉전시기 

당시 미국의 가장 큰 적이었던 소련이 보유하고 있던 화학무기 능력과 

전략도 영향을 미쳤다 소련의 생물무기 능력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 

많은 정보가 없었다.139) 하지만 화학전에 대한 공격과 방어 능력과 관 

련해서는 소련에 비해 미국이 뒤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다 소련의 화학 기술은 대량으로 화학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을 정도로 . 

평가되었으며 이미 많은 치명적인 화학물질과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 

설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140) 또한 소련에서는 화학무기의 사 , 

용이 핵무기 사용과 같이 높은 수준에서 정치적인 지배를 받는 사안“ ”
이었으며 실제로 물리적인 시설 파괴를 원하지 않을 때는 핵무기 대, “
신 화학무기를 사용할 것 이라는 미국의 판단이 존재했다“ . 

결론적으로 화학무기의 무기적 특성에 근거한 무기 효용성 면과 

더불어 적군이었던 소련의 월등한 능력으로부터 방어 능력을 기르기 , 

137) National Security Council, NSSM 59, 1969, p.6
138) National Security Council, “United States Policy on Chemical Warfare 

Program and Bacteriological/Biological Research Program,” 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 (NSDM) 35, (25 November 1969), p.1.

139) 실제로 미국은 소련이 전략적 선제공격에서 생물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믿고 있었다 또한 몇몇 전술적인 상황에서는 생물무기가 유용할 수도 있으나 . 
많은 상황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었다. National 
Security Council,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regarding US 
policy on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and Agents submitted by the 
Interdepartmental Political-Military Group in response to NSSM 59,” (10 
November 1969), p.8.

140) National Security Council,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regarding US policy on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and Agents 
submitted by the Interdepartmental Political-Military Group in response to 
NSSM 59,“ (10 November 1969),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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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화학무기의 효용은 유지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미국은 .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던 방어적 프로그램과 개발연구만을 유NSSM 59 

지하는 정책적 옵션이 아닌 보복 능력을 유지하는 옵션을 택한 것으로 

보아 미국은 화학전 프로그램을 유지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 

소  결3. 

생물무기가 내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피해 범주와 파괴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 모두 같은 입장을 취했지만 제 차 , 2

세계대전 직후 이에 근거한 생물전에 대한 평가는 상이했다 당시 미국. 

은 절대적인 핵능력을 가지고 있던 국가였고 영국은 이러한 미국의 능, 

력에 국가안보를 의존하고 있었기에 두 국가에서 상이한 평가가 내려

진 것으로 비춰진다.

영국은 생물무기의 내재적인 특성상 화학무기보다 무기로서의 더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으며 그 군사적 가치를 핵무기와 비슷한 정도까

지로 보았다 반면 이미 압도적인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은 생. , 

물무기의 불확실성에 대해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였으며 생물물질의 고

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생물무기의 군사적 효용성을 그다지 높게 평가

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진다 이에 따라 영국은 제 차 세계대전 과정에. 2

서 그리고 직후까지 적극적으로 공격적 생물전 연구를 진행하다 1950

년대에 조용히 그리고 점차적으로 방어적 생물전 연구로 전환 하였“ ”
다.141) 반면 미국은 년 매우 공개적이고 급작스럽게 공격적 생 , 1969 “ ” 
물전 연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였다.142)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국가  

모두가 낮아진 생물무기의 효용과 가치를 반영하여 공격적 생물무기 

연구에서 방어적 생물무기 연구로 군사전략을 전환하였다. 

이에 반해 화학전 프로그램은 두 국가 모두가 보복 능력을 보유, 

141) Mark Wheelis et al, “Historical Context and Overview,” in Mark Wheelis 
et al (eds.), Deadly cultures: biological weapons since 194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p.5.

142) Wheelis et al, 2006,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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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향으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화학무기와 관련된 효용은 지속되었

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냉전시기 당시 소련의 화학 산업 능력에 대. 

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소련 연합 의 화학전에 대한 , “ (Soviet Bloc)

방어적 훈련과 보호가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 비해 훨씬 NATO 

뛰어나다 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143) 또한 화학물질은 생물물질에 비 

해 분쟁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영국과 미국 모두 생물. 

무기 공격보다 가능성이 높은 화학전에 대한 보복능력을 갖춰야 한다

고 판단했고 두 국가 모두 화학무기와 화학전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 

에 대한 효용은 생물무기금지협약이 국제적으로 논의되던 시기까지도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생화학무기에 대한 군비해제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 

차지하고 있던 국가의 무기에 대한 효용과 전략이 생물무기금지협약이 

화학무기금지협약보다 먼저 체결되는 데에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결

론을 지을 수 있을 법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미국 두 국. , 

가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효용과 전략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물

리적인 요인으로만은 정교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미국은 생물무기에 대한 효용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음에

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전략이 군비해제협약 체결에 대한 찬성으로 자

동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서둘러서 고려. “
할 필요가 없으며 적절한 검증 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이 협약과 연관, 

이 될 경우 다른 군축 협약을 반대할 시에 미국의 협상력이 약해질 , 

것 을 우려하였다” .144) 그리고 이에 따라 영국이 제시한 협약 초안과  “
다른 군축 협약들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영국의 초안에 대한 회원국들, 

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생물무기금지를 검증은 어떻게 진행할 것, 

143) National Security Council,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regarding US policy on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and Agents 
submitted by the Interdepartmental Political-Military Group in response to 
NSSM 59,” (10 November 1969), p.7.

144) National Security Archive, “National Security Advisor Henry Kissinger 
Talking Points Briefings for Congressional Leadership and Press,” (25 – 
November 1969),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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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대한 모든 것이 확실하게 정립될 때까지는 영국의 초안에 동의

하지 않을 것 이라고 국내적으로 명시했었다” .145) 이 대목을 살펴볼 때 , 

미국이 생물무기에 대한 효용이 줄어들어 방어적 연구로 전환한 것이 

즉각적인 생물무기금지협약 동의와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더해 무기의 효용 감소가 국제적 무기금지협약으, 

로 이어지는 데에 설명의 공백이 존재한다 효용이 낮아진 모든 무기들. 

에 대해 국제적인 군비해제협약을 맺지 않듯 애초에 생화학무기에 대, 

한 군비해제협약이 맺어지게 된 것을 무기에 대한 효용만으로 설명하

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특정 무기가 더 이상 국가에게 효율적이지 않다. 

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 비축을 조절하고 중단할 수 있는, , 

데 생화학무기는 국제적 금지협약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 

국제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을 강제적으로 협약에 참여시

킬 수 없다 그렇다면 아무리 많은 국가들이 군비해제협약에 참여한다. 

고 해도 비참여국이 존재할 것이고 이는 결국 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 , , 

금지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는 안보 손실을 발생시키게 된다 무정부상. 

태의 국제정치 환경에서 국가의 안보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국

가의 생존에 치명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역시도 무기 효용만으로

는 생화학무기에 대한 금지협약이 체결된 것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

한다 애초에 생화학무기에 대한 금지협약이 맺어진 것을 무기 효용으. 

로 설명하기엔 부족하기에 생물무기가 화학무기에 비해 먼저 군비해제 

대상이 된 것 역시도 효용만으로 설명하기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기 효용에 따른 전략이라는 또 다른 물리적인 관, 

점에서 보았을 때도 설명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무기라는 것은 . 

적을 상대하기 위함이기에 국제적 무기금지협약은 전략적으로 적국이 ,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닐 수 있다. 

이에 따라 무기의 효용 감소에 따라 적국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로 생

145) National Security Archive, “National Security Advisor Henry Kissinger 
Talking Points Briefings for Congressional Leadership and Press,” (25 – 
November 1969),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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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무기금지협약이 우선적으로 체결된 것에 대한 가설이 제기될 수 있

다 하지만 적국이었던 소련이 생물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 

해서 영국과 미국이 생물무기를 금지시키는 국제협약을 먼저 추진하였

다는 가설은 논리적인 의구심을 자아낸다 당시 냉전시기임을 고려했을 . 

때 영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자유진영의 적국은 소련을 중심으, 

로 한 공산권 국가들이었다 하지만 소련은 년 생화학무기 사용을 . 1925

국제적으로 금지한 제네바 의정서 비준국이었다 따라서 비준국이 아니. 

었던 미국과는 달리 명시적으로 비준국이었던 소련은 이미 생화학무기, 

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근거한다면 제네바 의정서에 구속되지 않. , 

는 미국이 생물무기에 대한 효용을 낮게 평가했더라도 생물무기금지협

약에 힘을 실어준 것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또한 . 

적국 소련의 무기 능력을 제한시키기 위함이었다면 당시 소련은 생물, 

무기보다 화학무기에 대한 능력이 월등했고 이 능력은 서구 자유진영 

국가들보다도 우월했기 때문에 화학무기에 대한 금지가 생물무기에 대, 

한 금지보다 먼저 이루어졌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냉전시기 적국인 소. 

련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라는 물리적인 요소 역시도 생물무기가 화학

무기보다 먼저 금지협약이 맺어진 것을 깔끔하게 설명해내지 못한다. 

무기는 국가 군사력에 근간이 되고 안보를 추구하는 데에 필수적

이라는 점에서 군비해제협약을 이끌어내는 데에 있어서 국가가 개별적

으로 평가하는 무기에 대한 효용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 

본 장은 국제적 생화학무기 군비해제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

던 영국과 미국의 내부적 생화학무기에 대한 효용과 그에 따른 전략을 

살펴보는 데에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무기의 효용은 생화학무기에 대. 

한 국제적 금지협약 성립 자체를 설명하는 데에 부족하기 때문에 생물

무기금지협약이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비해 먼저 성립된 것 역시도 설명

하지 못한다 또한 효용에 따른 전략이라는 물리적 요소도 생물무기의 . 

개발 생산 비축을 금지시키는 군비해제 협약이 생물무기를 상대로 먼, , 

저 진행되었다는 것을 정교하게 설명해내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설명적 공백을 다음 장에서 국제 규범적 요소

인 터부로 메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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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요소 생화학무기의 터부III. :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는 고대부터 분쟁이나 전쟁에서 쓰여 온 역

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용에 대한 혐오감은 항상 존재했었다 생화, . 

학무기가 인간과 동식물과 같이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는 점뿐만 이 무기를 통한 공격이 무차별적이고 통제할 수 없다는 점

이 무기 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만들었다. 

세기에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무기 자체의 발전20

과 더불어 무기를 운반하는 기술도 발달하게 되면서 생화학무기의 군

사전략적 효용성은 더욱 체계적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재래식 전쟁. 

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상자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생화학

전술이 발전하였고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우려도 급증하였다.146) 

화학무기는 제 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년 독일에 의해 처음 1 1914

사용되어 전쟁 말기인 년에 집계된 바에 의하면 전쟁 중 염소가1918 , 

스나 머스타드 가스를 포함한 톤의 독성 화학물질이 사용되“125,000

었고 사상자는 명에 이르며 명이 치명적인 피해 를 1,300,000 100,000 “
입었다.147) 생물무기는 세기 말의 세균학 황금기 를 거쳐 제 차 세 ”19 “ 2

계대전 당시 생물전148)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대두되었지만 실제로 , 

사람을 대상으로 생물물질을 사용한 공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실

치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149) 하지만 생물전에 대한 가능성이 대두 

146) A/7575/Rev.1, S/9292/Rev.1, 1969. p.17.
147) A/7575/Rev.1, S/9292/Rev.1, 1969, pp.16~17.
148) 생물물질을 군사전략적으로 적용시키려는 노력은 제 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군용  1
동물 들을 비밀리에 탄저균 과 마비저(military draft animals) (anthrax) (glanders)
로 공격하려고 했던 시도로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제 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2 , 
대부분의 교전국들 캐나다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소련 영국 미( , , , , , , , , 
국 은 적어도 탐사목적의 생물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 Wheelis et al, 2006, 

양 대전 사이인 년 월 헨리 윅헴 유명 기자에 의p. 4 ;  1934 7 (Henry Wickham) 
해서 독일이 런던과 파리 지하철에 생물물질들을 실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
고 이는 영국이 제국 방위 위원회의 생물전 분과를 설립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
다. Balmer, 2002, p.125. 

149) Wheelis et al, 2006,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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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각국에서 생물전 대비를 위한 전격적인 

연구를 추진시키기에 충분했고 이는 국제사회 전체적으로 생물전에 대

한 긴장을 고조시켰다.

화학물질로 인한 엄청난 수의 사상자를 낳은 제 차 세계대전이라1

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 국제사회는 년 국제연맹 하에 생화학무기 1925

사용을 금지하는 제네바 의정서에 합의한다 아직 발달되지 않은 모든 . 

생물물질과 화학물질까지도 금지하고자 했던 제네바 의정서는 국제사

회가 생화학무기에 대한 거부감이 컸으며 이 무기들을 통한 공격으로 , 

인한 참혹함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생화학무기 . 

사용의 금지가 문명화 된 세계 의 일반적인 견해“ (civilized world)

임”150)을 명시하며 생화학무기의 사용이 문명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 

것을 시사했다 제네바 의정서는 생화학무기의 잔혹함으로부터 기인하. 

는 무기 사용의 거부감을 명문화하였고 이를 계기로 생화학무기에 대, 

한 터부가 국제사회에서 구체화되었다.

제 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두 차례 세계 전쟁이라는 참혹2 , 

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유엔이라

는 국제기구를 출범시켰다.151) 특히나 원자폭탄의 사용을 비롯하여 다 

양한 새로운 전쟁의 방법의 도입되었던 제 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2 , 

회는 과학적 발전이 전쟁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인류에게 참

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그래서 유엔의 가장 . 

크고도 중요한 과제는 다시는 국가들 간의 파괴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군대를 축소하고 군비를 해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 

제사회의 파괴적인 세계대전에 대한 경험은 진지하고도 추진력 있는 

150) United Nations, 1925 Geneva Protocol, (17 June 1925).
151) 유엔헌장 제 장 절 조에 의하면 유엔의 목적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1 1 1 “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화에 위협이 되는 것들을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그리고 
공격적 행동을 포함한 평화를 어기는 다른 행동들을 억제하기 위해 효과적인 공동 
조치를 취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국제법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선에, 
서 평화를 어길 수 있는 국제 분쟁이나 상황을 합의 혹은 조정하는 것이다” . 
United Nations, “The Charter of United Nations,” 

검색일http://www.un.org/en/sections/un-charter/chapter-i/index.html ( : 
년 월 일2018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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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해제 논의 진행의 큰 동력이 되었다. 

전후 생화학무기 터부의 주변화1. 

원자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사용된 이후 원자력 연, 

구는 눈에 띄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 발전은 단순히 군사적인 영역 뿐 . 

만 아니라 산업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만큼 많. 

은 국가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 이전을 안전하게 진행

할 수 있는 데에 몰두해 있었다 제 차 세계 대전 이후 진행된 군비해. 2

제 논의 역시도 미국 영국 소련을 중심으로 원자력에 대한 지식을 평, , 

화적으로 사용하고 대량살상무기로써 원자력 사용을 막는 방법을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152) 국제사회는 원자력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발견 “
들이 인류의 파괴를 위해서가 아닌 인류의 평화와 이익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에 대한 책임 을 통감하였다” .153)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생화학무기는 핵무기의 그림자에 가려져 국제사회의 우

선순위에서 밀려있었다.

물론 주요 국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원자력이었지만 지속적인 “
평화를 구축하고 국제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52) 미국 영국 캐나다는 원자력을 파괴적인 목적이 아닌 산업적이고 평화적인 목적 , ,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는 유엔 산하의 위원회 구성을 년 1945

월 일 합동 성명을 통해 촉구하였고 미국 영국 소련이 년 월 일 위11 15 , , 1945 12 27
원회 구성의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년 월 일 유엔 총. 1946 1 24
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에 의해 원자력과 관련된 위원회가 결성되었다1 . 
Department of State, “Joint Declaration by the Heads of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Canada, November 15, 1945,” 
Documents on Disarmament 1945-1959 , (August 1960), pp.1~3 ; 
Department of State, “Moscow Communique by the Foreign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Soviet Union {Extracts}, 
December 27, 1945,” Documents on Disarmament 1945-1959, (August 
1960), pp.3~5.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Establishment of a 
Commission to Deal With the Problems Raised by the Discovery of Atomic 
Energy,” A/RES/1(I), (24 January  1946). 

153) Department of State, 1960,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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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하에”154) 빠른 시일 내에 국제사회 전반에서 무기와 군대의 축소  

및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엔 총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다.155) 

이에 따라 유엔 총회의 결의안을 받아들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

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무기와 군대의 전반적인 축소와 규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통상군비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Conventional Armaments)156)를 년에 설립하였다1947 .157) 전후 직후 

의 군비해제 논의는 대량살상무기와 이를 제외한 무기들에 대한 군비

해제가 따로 진행되었다 대량살상무기 중에서도 년 제네바 의정. 1925

서를 통해 이미 국제적으로 금지 합의를 이루어냈다고 간주되었던 생

화학무기를 제외하고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었던 핵무기에 대한 논의, 

를 중심으로 원자력 위원회 에서 진행되(Atomic Energy Commission)

었다 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한 무기들은 국제연합통상군비위원회에서 . 

진행되었다.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군비해제 논의를 통합시키려는 움직임은 

년 유엔 제 회 총회에서 이루어졌다 프랑스 영국 미국은 세계 1951 6 . , , “
인류의 군비에 대한 짐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핵을 ” 
포함한 모든 군대와 무기를 규제 제한 균형적 감축을 단행할 것을 “ , , 

제안 하며 정보 제공과 검증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진행” “ (verification) 

154) Department of State, “Soviet Draft Resolution Introduced in the First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Regulation and Reduction of Armaments, 
November 29, 1946,” Documents on Disarmament 1945-1959, (August 
1960), pp.42~44.

155)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Principles Governing the General 
Regulation and Reduction of Armaments,” A/RES/41(I), (14 December 
1946)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formation on Armed Forces 
To Be Supplied by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RES/42(I), (14 
December 1946).

156) 본 위원회에서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대량살상무기로 정의하고 이 무기들은  
본 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음을 명시한다. 

157)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f the Security Council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regarding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general regulation and reduction 
of armaments and information on armed forces of the United Nations,” 
S/268/Rev.1, (13 February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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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함 을 주장하는 초안을 제출하였다” .158) 그리고 이러한 군비해 

제를 요구하며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확신할 수 “
있는 환경을 만드는 책임이 있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159) 삼국에 의해 

서 제시된 초안에 소련의 보완160)이 반영되어 군비해제가 한꺼번에 다

루어질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군비해제 사안을 . 

다루는 데에 있어서 검증 기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에 대한 군비해제를 총괄적으로 그리

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적절한 안전장치 와 함께 관리하기 , (safeguard)

위해서 유엔 총회는 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1952 161) 산하에 군축위원 

회(Disarmament Commission)162)설립을 결의하였다.163) 이 군축위원 

회에서는 모든 군대와 군비에 대한 규제 제한 균형적 감축을 논의하“ , , 

고 대량살상무기에 적용이 가능한 모든 주요 무기를 제거하는 것 을 ”
목표로 군대와 군비에 대한 정보 제공과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164) 유엔 총회 결의안 에서는 본 결의안이 채택된 후 일  502(VI) “30

158)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quest for the inclusion of an 
additional item in the agenda of the sixth regular session: Annex 
Tripartite Statement,” A/1943, (8 November 1951), p.4.

159) A/1943, 1951, p.5.
160)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Measures to combat the threat of a 

new world war and to strengthen peace and friendship among the 
nations,” A/1944, (8 November 1951), p.2

16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 장 절에 의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5 26
서 군비를 규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유엔 회원국들에게 제출할 계획
을 만드는 데에 책임이 있다. 

검색일http://www.un.org/en/sections/un-charter/un-charter-full-text/ ( : 
년 월 일2018 4 27 )

162) 군축위원회의 회원국을 원자력 위원회 와 국제연합 (Atomic Energy Commission)
통상군비위원회 와 같이 한다는 점에(Commission for Conventional Armaments)
서 무기에 따라 따로 진행되던 군비해제 논의를 함께 진행하고자 함을 엿볼 수 있
다. 

163)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gulation, limitation and balanced 
reduction of all armed forces and all armaments; international control of 
atomic energy,” A/RES/502(VI), (11 January 1952).

164)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gulation, limitation and balanced 
reduction of all armed forces and all armaments; international control of 
atomic energy,” A/RES/502(VI)/3, (11 January 1952),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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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업무를 시작할 것 을 지시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유엔 총회와 유” “
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년 월 일 전에 첫 보고” , “1952 6 1

서 제출 을 명기하였다” .165) 이를 통해 군축위원회의 설립과 함께 국제 

사회에서의 군비해제 논의의 장이 공식적으로 마련되었으며 군비해제, 

논의가 긴급한 사안으로 간주되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원자력 기술과 핵무기가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국가들의 관

심을 독차지 하고 있던 배경 속에서 같은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되는 생

화학무기의 군비해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었다 생화학. 

무기는 이미 년 제네바 의정서에 의해 그 사용이 금지가 명문화1925

되어 있다는 문명화된 국가들 의 동의(civilized world) 166)가 바탕에 깔

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네바 의정서는 원자. 

력 기술과 핵무기를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장치를 고안하는 데에 참고 

사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제사회가 제 차 세계대전에서 국. 2

가들이 무차별적으로 생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제 차 세계1

대전 이후 맺어진 제네바 의정서가 제재 장치로써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를 교훈 삼아 원자력과 핵무기를 국제사회의 틀 . 

안에 포함시키고 제한하는 국제 합의를 만들어 내면 핵무기가 무차별

적으로 사용되는 대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논의가 형성된 것이다 하지. 

만 그 이상으로 생화학무기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

다. 

165)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gulation, limitation and balanced 
reduction of all armed forces and all armaments; international control of 
atomic energy,” A/RES/502(VI)/7, (11 January 1952), p.2.

166) 년 제네바 의정서의 첫 문단에서 문명화 된 국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에 의해  1925
전쟁에서의 생화학무기 사용이 금지되었음을 명시한다 그리고 제 차 세계대전 중; 2 , 
당시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역시도 문명화 (Franklin D. Roosevelt) “
된 인류의 대중적 의견 에 의해서 화학무(general opinion of civilized mankind)”
기가 금지되었다는 것을 명시한다.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Statement Warning the Axis Against Using Poison Gas,” 8 June 1943, 

검색일 년 월 일http://www.presidency.ucsb.edu/ws/?pid=16407 ( : 2018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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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무기 터부의 재조명2. : 1966-1967

이렇게 핵무기를 국제사회에서 제한하기 위한 협약을 만드는 합

리화의 도구로 부수적인 역할만을 하던 제네바 의정서와 생화학무기는 

년부터 다시 한 번 재조명 받기 시작했다 년 헝가리 인민공1966 . 1966

화국 대표는 유엔 총회 제 위원회1 167)에서 일반적이면서도 완전한 군“
비해제 를 위해서는 핵무기와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 
함께 대량살상무기에 속하는 생화학무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는 점을 “ ”
강조하고 생화학무기가 현재 군비 경쟁이라는 명목 하에 비축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 베트남 전쟁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는 점을 지적했다.168) 베트남 전쟁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되는 실태를  

설명하며169) 이러한 무기 사용은 집단 학살 과 다를 바 없음 (genocide)

을 피력한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해방 . 

운동이나 독립 운동에 화학물질이 빈번히 사용되는 세태를 지적하며, 

생화학무기의 사용은 년 제네바 군축회의와 년 국제연맹의 “1932 1938

결의안의 연장선상에서 국제 범죄 에 속한다고 ” (international crime)

뚜렷하게 주장한다.170) 생화학무기 사용 금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 

167) 유엔 총회의 제 위원회는 군비해제와 국제안보 관련된 사안들을 다룬다 주로 유 1 . 
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있는 군축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군비해제 사안을 
다룬다 그리고 이와 함께 평화에 위협이 되는 문제들과 국제 안보레짐의 문제들 . 
역시도 제 위원회 소관이다1 . United Nation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검색일Security (First Committee),” http://www.un.org/en/ga/first/ ( : 2018
년 월 일4 26 ) 

168) Department of State, “Statement by the Hungarian Representative 
(Csatorday) to the First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Use of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Extract}, November 11, 1966,” 
Documents on Disarmament 1966, (September 1967), pp. 734~740.

169) 헝가리 대표는 이 성명서를 통해 베트남 전에서 사용되는 가스는 인구밀도가 높 
은 지역에 사용되고 무장한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나 이러한 화학무기 공격에 저항할 수 . 
있는 방법이 없는 아이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노인이나 병자들 여성들에게 
심각하고 치명적인 고통을 초래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Department of State, 
1967, pp.737~738. 

170) Department of State, 1967, pp.73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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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있어서 헝가리는 대량살상무기가 인류 전체에게 위험하다는 

인도주의적인 요점들을 특히나 강조하여 모든 국가들이 제네바 의정서

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초안171)을 제출하였다. 

이는 서구 국가172)들의 수정안을 거쳐 제 회 유엔 총회에서 21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본 결의안에서는 대량살상무기가 인2162(XXI) . “
류 전체에게 해가 되고 문명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규범과 일치하지 않

는 다는 점을 고려하여 에게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ENDC

의 개발과 생산을 중단시킬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것을 언급 한다” . 

173) 그리고 년 제네바 의정서의 원칙과 목적 즉 생화학무기 사용 1925 , 

을 금하는 것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모든 국가들이 제네바 의정서에 

가입174)할 것을 촉구하였다.175) 이를 통해 생화학무기의 터부가 다시 

금 국제사회에서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헝가리의 년 초안으로 인해 국제사회 군비해제 틀 안에서 1966

생화학무기가 급물살을 타며 집중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 

년 생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던 제네바 의정서의 효율성이 1967 , 

국제사회의 안건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년 월 일 유엔 총회 제 위원회에 제출된 몰타 의 1967 12 7 1 (Malta)

초안176)은 기존 생화학무기를 금지하고 있던 제네바 의정서의 지위를 

171) Department of State, “Hungarian Draft Resolution Submitted to the First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Use of Chemical and Bacteriological 
Weapons, November 7, 1966,” Documents on Disarmament 1966, 
(September 1967), p. 694. 

172) 헝가리가 제출한 초안의 수정안 구성에 참여한 국가는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그 , , 
리고 미국이다. 

173)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Question of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A/RES/2162(XXI)B.1, (5 December 1966).

174) 당시 제네바 의정서에 회원국이 아니었던 미국은 국가들이 제네바 의정서의 목 “
적과 원칙을 준수할 의도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 이라고 주장하였”
다.  Department of State,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Nabrit) to the General Assembly: Use of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5 December 1966.” Documents on Disarmament 1966, 
(September 1967), p.801. 

175)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Question of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A/RES2162(XXI)B.2, (5 December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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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며 생화학무기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몰타의 초안은 . 

년 헝가리의 초안을 기반으로 유엔 총회에서 받아들여진 결의안 1966

와는 확연히 다른 점들을 보였다 몰타는 본 초안에서 기존 2162(XXI) . 

년 제네바 의정서 틀 안에 모든 국가들을 포함시키려고 하던 헝1925

가리와 다르게 제네바 의정서를 수정 갱신할 것을 에 권고하였, ENDC

다 당시 몰타의 대사였던 아비드 파르도 는 헝가리가 제. (Arvid Pardo)

시한 초안177)에서 대해 비판하며 제네바 의정서가 상징적인 의미만을 

지닐 뿐 다양한 생화학무기가 개발된 현실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부적

절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네바 의정서는 현대 상황에서 상징적인 의미에 지

나지 않는다 첫 번째로 제네바 의정서는 기체나 액체의 ... 

형태를 띤 화학물질만을 지칭해서 금지하고 있는데 현대 ... 

화학전에서는 기체도 액체도 아닌 독성 화학물질(toxic 

이 사용될 위험이 존재하며 가장 위험한 화학물chemical) , 

질은 제네바 의정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질식성

도 독성 도 아니다 두 번째로 (asphyxiating) , (poisonous) ... 

제네바 의정서는 세균을 사용한 전쟁 방법만을 금지할 뿐, 

포함하고 있지 않는 생물물질은 매우 적으며 가장 위험한 

미생물질 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micro-organic) . 

176) Department of State, “Maltese Draft Resolution Introduced in the First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 Use of Chemical and Biological, and 
Radiological Weapons, 7 December 1967,” Documents on Disarmament 
1967, (July 1968), p.625.

177) 헝가리는 년 월 일 유엔 총회 제 위원회에 제네바 의정서에 가입하지  1967 12 11 1
않은 나라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국가들이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제네바 의“
정서의 원칙과 규범에 따르는 것을 요구 하는 초안을 다시 한 번 제출하였다 이전 ” . 
연도에 제출한 초안과는 달리 강경한 어휘 선택과 함께 사람을 말살시키거나 사람“
들이 생존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들을 파괴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생화학무기는 인류
에 대한 범죄 라고 선언 하였다(crimes against humanity) ” . Department of 
State, “Hungarian Draft Resolution Introduced in the First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Use of Chemical and Bacteriological Weapons, 11 
December 1967,” Documents on Disarmament 1967, (July 1968), p.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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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네바 의정서는 특정 가스나 액체의 전쟁 상황에서의 , 

사용만을 금지하고 있다 평화 상황에서 생화학무기의 적대. 

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 ...

생화학무기고에서의 가장 위험한 생화학무기는는 명시적인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쓰일 수 있다 현대 몇... ...

몇 생화학무기의 최고의 이점은 한 국가의 의지를 제한하

거나 국제사회나 공격을 당한 당사국이 알지 못하게 정치

적 목적이나 경제적 사회적 우선순위를 바꾸는 데에 쓰일 ,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덜 발전된 나. 

라들에게는 생화학무기는 핵무기와 비슷하거나 더 큰 위험

을 지닌다.178)

또한 몰타의 초안은 유엔 사무총장에게는 현존하는 생화학무기”
와 방사능무기의 성격과 가능한 효과 그리고 이 무기들 사용의 경제적, 

보건적 영향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를 준비할 것을 요구 하였다“ .179) 파 

르도는 국제사회에서 거의 모든 국가들에 의해 비난받는 생화학무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함180)을 지적하며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 무기들의 정

의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문제제기를 한다 이에 따라 제네바 의정서 . 

자체가 모호함을 지니고 이 것으로는 파괴적인 속성을 지닌 생화학무

기를 국제사회에서 효과적으로 금지시킬 수 없다고 피력한다 이에 따. 

178)  Department of State, “Statement by the Maltese Representative (Pardo) 
to the First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Chemical and 
Bacteriological weapons [Extracts], 12 December 1967,” Documents on 
Disarmament 1967, (July 1968), p.635.

179) Department of State, “Maltese Draft Resolution Introduced in the First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 Use of Chemical and Biological, and 
Radiological Weapons, 7 December 1967”, Documents on Disarmament 
1967, (July 1968), p.625. 

180) 실제로 년 총회 번째 본회의에서 호주 대사였던 제임스 필름솔 경 1966 1461 (Sir 
도 생화학무기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음을 지적한다James Pilmsoll)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genda Item 27: Question of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Eighteen-Nation 
Committee on Disarmament,” A/C.1/SR.1461, (23 November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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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화학무기의 기본적인 정의에서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
필요 하다고 주장한다“ .181) 몰타는 생화학무기는 세계적 규모의 대참 ”
사를 가져올 수 있고 인간의 주변 환경에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

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임 을 강조하며 비교적 쉽고 값싸게 만들어질 “ , 

수 있는 무기라는 점을 언급한다.182) 이에 근거하여 생화학무기금지  

사안은 그 심각성과 긴급함에 비해 오랜 기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도

외시되어 왔음을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다 몰타의 초안은 제네바 의정서. 

의 기존 틀에 큰 의구심을 품는다는 점에서 헝가리와 차이점을 지니지

만 생화학무기의 금지에 대해서 생화학무기가 예측할 수 없고 인류는 , 

물론 동식물에게도 무차별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인도주의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생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터부를 강조하는 점에서는 크게 다

르지 않았다.183) 

몰타의 초안 제시는 기존 제네바 의정서가 생화학무기를 국제사

회에서 금지시키는 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국가들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가들184)을 나누게 만들었다 전자에 속하는 헝가리는 파르. 

181) Department of State, 1968, p. 626.
182) Department of State, 1968, p. 625. 
183) 몰타의 대사였던 파르도의 유엔 총회 제 위원회에서 발언에는 실제로 생화학무기 1

를 세분화하고 각각의 특징과 끼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온
다. Department of State, 1968, p.625.

184) 네덜란드 대사는 몰타의 초안에 동의하되 생화학무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동 
안 제네바 의정서의 생화학무기를 구속하는 영향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
다 결의안을 재확인한다는 어구를 몰타 초안에 삽입함으로써 제네바 . 2162 B(XXI) 
의정서의 유지를 원하는 헝가리 대사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
다. Department of State, “Statement by the Netherlands Representative 
(Eschauzier) to the First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13 December 1967,” Documents on Disarmament 
1967 이러한 네덜란드 대사의 의견이 몰타의 초안에 , (July 1968), pp 668~669. 
받아들여져 새로 작성되었다. Department of State, “Netherlands Amendments 
to the Maltese Draft Resolution on the Use of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13 December 1967”, Documents on Disarmament 1967, (July 

당시 영국 대사 역시도 몰타의 초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1968), p.669. . 
Department of State, “Statement by the British Representative (Hope), 14 
December 1967,” Documents on Disarmament 1967, (July 1968), 
pp.68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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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생화학무기의 특성과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점은 의미가 있으나, 

몰타의 초안은 제네바 의정서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을 돕기 위해 제

시된 것이라고 비판한다.185) 베트남 전에서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 

의 독립운동에서도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 한 시가 급한 상황에서 

몰타의 초안은 지연 전략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무기 전문가가 아닌 . 

유엔 각국 대사들은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화학무

기를 국제사회에서 추방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 , 

맥락에서 생화학무기의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모든 무기를 금지하는 제

네바 의정서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의무라고 명

시한다.186) 

생화학무기 터부의 분화3. : 1968-1970

터부 분화의 발단 영국의 생물무기 터부 분화 1) –

이렇게 유엔 총회 제 위원회에서만 거론되고 논의되던 생화학무1

기는 년부터 본격적으로 무기해제 사안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1968

위원회인 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년 제 회 총회에서 ENDC . 1966 21

채택된 결의안 을 시작으로 하여 년에 유엔 총회 제2162 B(XXI) 1967

위원회에서 제네바 의정서를 수정 혹은 교체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1

이에 찬성하는 국가들과 반대하는 국가들의 격렬한 논쟁이 오갔다 그. 

리고 이 논쟁으로 인하여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제네바 의정

서라는 오래된 틀에서 벗어나 생화학무기금지에 대한 논의를 년1968

에 시작하게 된 것이다. 

영국 군축 장관이었던 프레드 물리 는 제 (Fred Mulley) ENDC 

185) Department of State, “Statement by the Hungarian Representative 
(Csatorday) to the First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Extract}, 12 December, 1967”, Documents on 
Disarmament 1967, (July 1968), p.660. 

186) Department of State, 1968, p.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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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회의에서 제네바 의정서에 모든 국가들이 비준하는 것만으로는 381

생화학무기를 국제사회에서 금지시키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

고 주장을 펼쳤다.187) 우선적으로 영국을 포함한 많은 제네바 의정서  “
회원국들은 비회원국이나 의정서 위반국을 상대로 생화학무기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국가들이 제네바 의정서에 , 

비준한다고 하여도 국가들이 생화학무기를 만들 수 있는 권리와 의정

서 위반국을 상대로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된다면 

여전히 생화학무기가 대규모로 쓰일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188)을 지

적했다 또한 의정서의 어휘나 표현들이 정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점을 . 

언급하며 어떤 물질들이 생화학무기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견해 차이

가 국가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점을 꼽았다.189) 

그리고 이에 따라 영국은 제네바 의정서를 수정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몰타의 년 초안에 동의했다 이미 자체적으로 국1967 . 

내에서 진행되던 생화학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던 영국은 제네바 의

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재 기제를 협상하여 관련 조항들을 더욱 “
강하게 만드는 것 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190) 

영국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당시 군비해제 협약의 성공적 

예시로 비추어지던 제네바 의정서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의구심을 제

기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191) 이는  

187) Conference of the Eighteen-Nation Committee on Disarmament, “Final 
Verbatim Record of the Three Hundred and Eighty-First Meeting,” 
ENDC/PV.38, (16 July 1968), pp.31~32.

188) ENDC/PV.38, 1968, p.32.
189) 물리장관은 의정서에서 말하는 기체 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합의된  “ (gases)”

바가 없다고 지적한다 의정서의 프랑스어와 영어 판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서 . 
의정서에서 치명적이지 않은 기체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non-lethal) 
가 존재한다 그리고 의정서에 명시된 세균의 가 모든 생물전의 . “ (bacteriological)”
물질들을 포함하기에는 종합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ENDC/PV.381, 1968, 
pp.31~32. 

190) ENDC/PV.381, 1968, p.32.
191) 물리 대사는 생물무기와 관련된 협상을 제네바 의정서 틀 밖에서 먼저 따로 진행 

하자는 의견을 에 제시하면서 영국이 제출하는 조사 보고서ENDC , (working paper)
는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고 위원회의 구성원들의 검토 없이 “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옳지 않은 일인 것 같다 고 매우 조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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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의정서로 인해 국제적으로 정의된 생화학무기 사용 금지에 대

한 터부를 흔들어놓지 않기 위한 영국의 노력으로 비춰진다 그리고 제. 

네바 의정서는 여전히 시행하되 의정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생물무기

에 대한 협약을 따로 먼저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192) 생화학무기 

금지가 당시 국제사회에서 시급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었음을 고려

한 것이다.193)

영국은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를 나누는 편이 두 무기를 금지하는  

사안을 다루는 데에 더 용이할 것을 에 제출한 조사 보고서에 명ENDC

시한다 생물무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기 사용에 대한 거부감 즉 터. , 

부가 약한 화학무기는 과거에도 대규모로 사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몇

몇 국가들에 의해서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무기로 간주되기도 하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대한 연구와 생산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클 것이라 예상했다 모든 화학무기 물질의 정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 

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화학무기금지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국제

적 수준의 과학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194)는 점 또한 지적한다 결. 

러운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검토 이후에 이 조사 보고서가 협약을 위한 초안으로 . 
빠르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표명한다. Conference of the 
Eighteen-Nation Committee on Disarmament, “Final Verbatim Record of 
the Three Hundred Eighty-Seven Meeting,”  ENDC/PV.387, (6 August 
1968), p.5.

192) 물리 대사는 영국이 제네바 의정서를 대체 하려 함이 아닌 보완 ‘ (supersede)’ ‘
하려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제네바 의정서가 계속 시행되어야 하며 (supplement)’ . 

모든 국가들의 제네바 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여전히 환영한다는 점 역시도 강조한
다. ENDC/PV.387, 1968, p.5.

193) 당시 우 탄트 유엔 사무총장 은 핵무기는 부유한 국 (U Thant) (Secretary-General)
가들만이 개발 생산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생화학무기는 빈국들에 의해서도 쉽게 , , ,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화학무기의 발전이 어떤 측면에서는 핵무기의 발전보“
다 더 심각하며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 Department of State,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Bunn) to the Eighteen 
Nation Disarmament Committee: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August 
13, 1968,” Documents on Disarmament 1968 값, (September 1969), p. 580. 
싸고 접근이 쉽다는 특성에 더해 당시 생화학무기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생화학
무기금지 사안은 국제사회에서 시급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194) ENDC/PV.387, 1968,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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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생화학무기금지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화학무기금지 사안이 국제적

으로 합의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야하는데 이는 생물전, 

에 대한 위협이 점점 심화되는 위험 감수를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것이

다.195) 따라서 영국은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모두에 대한 제네바 의정 

서를 보완할 수 있는 발전된 형태의 협약이 필요하지만 생화학무기금, 

지에 대한 문제가 시급함을 고려하였을 때 생물무기를 따로 분리하여 , 

새로운 협약을 우선적으로 맺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화학무기는 . 

잠시 동안 제네바 의정서의 틀 안에 두며 향후 금지협약을 위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화학무기의 특징과 영향에 대한 연구를 요구하였다.196)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항상 같이 논의되어오던 생물무기와 

화학무기가 처음으로 제네바 의정서의 틀 밖에서 나누어져 각각에 대

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처음 제시된 것이다 그리고 생물. 

무기와 화학무기가 서로 다른 무기 속성으로 인해 다른 정도의 혐오감 

즉 다른 정도의 터부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내세워졌다 화학, . 

무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애초에 존재하게 된 이유도 

생물무기보다 화학무기가 터부가 약했고 결과적으로 생물무기보다는 

화학무기의 개발과 사용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은 당시 국제적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독립운동과 베트

남 전쟁에서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몇몇 국가들에 의해 폭동을 진압하

는 데에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더해 실제로 화학물질은 인명 손실을 . “
초래하거나 인간에게 장기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고 진압할 수 있기 때

문에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에 비해 인도적”197)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

다 이에 따라 이미 많은 국가들이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 

에 화학무기를 금지시키기 위한 기제를 협상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195) Department of State, “British Working Paper on Microbiological Warfare, 
August 6, 1968,” Documents on  Disarmament 1968, (September 1969), 
p.569.

196) ENDC/PV.381, 1968, p.33. 
197) Department of State, “Statement by the Maltese Representative (Pardo) 

to the First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Chemical and 
Bacteriological weapons [Extracts], December 12, 1967,” Documents on 
Disarmament 1967, (July 1968), pp.63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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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제네바 의정서의 틀을 유지할 것인지 새로운 제재 기제를 협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생화학무기금지, 

에 대한 논의를 더 진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의 

영향과 두 무기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모아졌다.198) 기존 영국이 제출한 초안에서는 화학무 

기에 대한 연구만을 요구하였지만 폴란드199)가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모두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들은 유엔 제 회 총회에 결의안23 2452 A (XXIII) 200)을 채택하여 유엔 

사무총장에게 생화학무기의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

였다 그리고 이 연구 보고서는 영국에 의해서 분리된 생물무기와 화학. 

무기의 터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198) 소련의 경우 초반에는 이러한 연구 보고서가 제네바 의정서를 수정 혹은 약화시 , 
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 보고서가 선전용 으로 , (propaganda)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였다. Department of State, “Statement by the 
Soviet Representative (Malik) to the First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9 December 1968,” Documents on Disarmament 1968, 

하지만 이후 이러한 연구 보고서가 생화학무기 사안에 (September 1969), p.781. , 
대한 심각성과 긴급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에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바꿨다. 
Conference of the Eighteen-Nation Committee on Disarmament, “Final 
Verbatim Record of the Three Hundred and Ninety-Fifth Meeting,” 
ENDC/PV.395, (27 June 1969), p.29.

199) 폴란드는 실제로 핵무기 비확산 사안과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 (non-proliferation) 
를 위해서 유엔 사무총장은 핵무기의 사용의 영향과 핵무기 보유의 안보적 경제“ , 
적 결과와 이러한 무기의 향후 발전(Effects of the Possible Use of Nuclear 
Weapons and the Security and Economic Implications for States of the 

에 대한 보고서 Acquisition and Further Development of These Weapons)”
를 발행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가치를 많은 국가들이 통감한 바 있다는 (A/6858) 

점을 언급하며 생화학무기 모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Conference of 
the Eighteen-Nation Committee on Disarmament, “Final Verbatim Record 
of the Three Hundred and Eighty-Fifth Meeting,” ENDC/PV.385, (21 
August 1968), p.23.

200) 본 결의안은 찬성 반대 기권 로 압도적인 과반수로 통과되었다 107, 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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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부 분화의 확산2) 

많은 국가들의 지지와 기대 속에서 진행된 생화학무기에 대한 연

구 보고서는 국제적 수준에서의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에 대한 첫 공식

적 연구였다 이전까지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에 대한 연구는 국가들이 . 

개별적으로 철저한 기밀유지를 하며 진행하고 있었다.201) 당시 우 탄 

트 유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U Thant) 202)는 생화

학무기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더 많은 인류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
도의 고통 질병 그리고 죽음을 초래할 수 있게 되었고 화학물질이 민, ” 
간 폭동 진압에 자주 사용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재래식 전쟁의 방“
식 중 하나로 편입되는 위험한 추세 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작성되었”
다고 밝힌다.203) 그리고 우 탄트 사무총장은 생화학무기에 대한 이 종 

합적인 연구 보고서가 생화학무기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논리적“
인 평가를 제공 하고 각 국 정부들에게 생화학무기 사용이 초래할 수 ” “
있는 결과들 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고 언급한다.204) 이 보고서에 포함된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내용들은  

생화학무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에 있어서 모든 국가들이 동일하게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주춧돌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보고서 발표와 함께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논의는 소련을 중심. 

으로 한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에 관한 금지를 함께 묶어서 진행하기를 

원하는 그룹과 영국을 중심으로 생물무기금지만을 우선적으로 진행하

201) 개별 국가들의 엄격한 기밀 유지 하에 진행된 생물전 연구와 화학전 연구는 생화 
학무기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두 무기 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증가
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2) 년 월 일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 보고서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여러 국가의  1969 7 1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작성되었다 생화학무기의 기본적인 특성 생화학무기가 군인 . ; 
및 민간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생화학무기가 전쟁에 사용되기 위해서 영향을 ; 
끼치는 환경적인 요인 인류의 보건과 환경에게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 생화학무; ; 
기의 개발 소유 사용이 경제적 안보적으로 시사하는 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

203) A/7575/Rev.1, S/9292/Rev.1, 1969, p.viii.
204) A/7575/Rev.1, S/9292/Rev.1, 1969, 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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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원하는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연구 보고서의 발표로 인하여 각 그. 

룹이 주장을 전개하는 데에도 조금씩의 변화가 생겼다 연구 보고서가 . 

생화학무기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과 파괴력 그리고 이에 따른 잔혹

함 즉 터부를 객관화시켜주어 두 무기 모두에 대한 금지를 당위적으로 ,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를 함께 묶어서 금지시켜야 한다는 그룹의 

경우 보고서 발표 이전에는 기존의 존재하는 제네바 의정서의 틀 안에, 

서도 새로 개발된 그리고 향후에 개발 될 생화학무기를 모두 금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에서 생화학무기를 금지하는 데에 있어서 . 

제네바 의정서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제네바 의정서를 수정하거나 교체, 

하는 것보다 모든 국가들의 의정서 가입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제네바 의정서의 국제 관습법으로서의 위치를 중요시여긴 것이다, . 

하지만 연구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는 제네바 의정서를 유지하, 

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화학무기가 무기들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유기체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파괴력과 

인류에게 미치는 위험성으로 인해 함께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된다는 점

을 내세웠다 연구 보고서에서는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각각의 속성과 . 

영향들에 대해서 분석했으나 두 무기의 차이점 보다는 대량살상무기로 , 

분류되는 공통점에 더욱 무게를 실은 것이다 생물무기와 화학무기가 . 

미치는 영향이 비슷하며 과학적 군사적 정치적 실용적 측면, , , , 205)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둘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 

국제사회는 이러한 대량살상무기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으로“
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데에 더 집중 해야 하며 매우 중요하고 고결하” “
고 인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두 무기를 함께 다루(noble) (humane) ” 
어야 하는 당위적인 부분에 집중하였다.206) 

이에 더해 생화학무기를 나누어서 따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

205) Department of State, “Statement by the Soviet Representative (Roshchin) 
to the Conference of the Committee on Disarmament: Chemical and 
Bacteriological Weapons, March 3, 1970,” Documents on Disarmament 
1970, (December 1971), p.72.

206) ENDC/PV.421, 1969,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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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명했다 생물무기만을 금지하게 되면 화학무기의 생산 보관은 . “ , 

금지의 틀 밖에 남아있게 된다”207)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 

화학무기의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 는 점을 강조했다“ ” .208) 이는  

제네바 의정서가 생화학무기의 전쟁에서의 사용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정서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생물무기만을 다루게 될 경우 화학무기는 덜 위험하며 화. , “ , 

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은 허용된다 는 의도치 않은 해석을 낳게 될 , , ”
수도 있으며209) 이는 화학무기의 완전한 금지 문제를 무기한으로 연, “
기”210)시키기 때문에 두 무기 모두로부터 오는 모든 위협을 제거해주, 

기를 바라는 세계 여론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211)  

결론적으로 생화학무기가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된다는 무기의 잔

인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논지를 전개하며 두 무기를 함께 금지하는 것

에 대한 당위성에 집중하여 두 무기를 분리할 수 없도록 논지를 전개

한 것이다 그리고 제네바 의정서가 두 무기의 선제사용만을 금지한다. 

는 점에서 무기의 생산과 보관을 금지하지 못하기에 이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정확하게 그 이유 때문에 생물무기금, 

지만을 진행하는 것은 화학무기에 대한 금지 기제가 상대적으로 약해

지기 때문에 두 무기의 분리를 반대하는 것으로 주장의 핵심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에 반대되는 입장을 지니고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우선적으로 맺

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그룹에서 역시도 보고서 발표를 전후로 핵

심적인 논점에 변화가 있었다 연구 보고서 이후에는 생물무기금지를 .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주장은 인도주의적인 색채를 더욱 띠

게 된 것이다 년에 처음으로 영국에 의해 생물무기를 따로 분리. 1968

하여 먼저 다루자는 주장이 나왔을 때도 생물무기가 화학무기에 비해 

207) ENDC/PV.421, 1969, p.27.
208) ENDC/PV.421, 1969, p.25. 
209) Department of State, 1971, p.72.
210) ENDC/PV.421, 1969, p.25. 
211) Conference of the Eighteen-Nation Committee on Disarmament, “Final 

Verbatim Record of the Four Hundred and Twenty-Eighth Meeting,” 
ENDC/PV.428, (14 August 1969),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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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잔혹하다는 점에 대해서 물론 지적했었다 화학무기가 생물무기에 . 

비해 덜 잔혹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었고 이는 잦은 사용

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화학무기는 . 

이미 많이 연구되고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화학무기의 사

용 금지에서 더 나아가 개발과 보유에 대한 금지라는 일반적이고 완전

한 군비해제의 기본 요소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국가들의 합의를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 당. 

시에는 제네바 의정서가 새로 개발된 혹은 향후에 개발 될 생화학물질

을 규제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제네바 의정서를 보완할 새로운 기제가 

필요함을 더 강조하여 주장하였다 그리고 잔혹함에 의해서 사용이 되. 

고 있지 않은 생물무기를 먼저 국제사회에서 퇴출시키는 것에 대한 제

안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연구 보고서는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각각에 대한 종합적

이고 철저한 분석을 제공하였고 생물무기의 잔인성을 기반으로 한 터, 

부의 당위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두 무기가 왜 따로 . 

분리되어서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 객관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

다 보고서 발표 이후 에 영국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생물무기. , ENDC

의 내재적 속성에 근거하여 화학무기에 비해 생물무기가 인류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더욱 잔혹하고 따라서 생물무기에 대한 신속한 금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212) 당시 에 ENDC

서 영국 물리 대사는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무게 당 생물물“
질이 화학물질에 비해 훨씬 더 오염을 시키는 능력이 우세하며 실제 , 

사용되었을 때 화학물질에 비해 생물물질은 통제하기도 어렵고 그 영

향도 예측이 불가능”213)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또한 무방비 상태의 . “
인구를 상대로 하나의 전략 폭격기가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 생물무, 

212) Department of State, “British Proposal Submitted to the Eighteen Nation 
Disarmament Committee: Draft Convention on Biological Warfare, July 10, 
1969,” Documents on Disarmament 1969, (August 1970), pp.324~326.

213) Conference of the Eighteen-Nation Committee on Disarmament, “Final 
Verbatim Record of the Four Hundred and Eighteenth Meeting,” 
ENDC/PV.418, 10 July 1969,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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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화학무기를 기준으로 각각의 무기가 사용되었을 시의 예상되는 무, 

능화 효과 를 비교할 때 생물무기가 영향을 미칠 수 (disabling effect)” , 

있는 범위가 가장 크다는 점214)도 인용한다.215) 결론적으로 물리 대사 

는 화학무기는 어느 정도의 정확도 를 가지고 사용될 수 있는 반면“ ” , 

생물무기는 완전히 무차별적 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생물무기를 먼저 “ ” , 

다루는 데에 충분한 이유라고 피력한다.216) 유엔 사무총장의 주도로  

작성된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로 인해 생물무기와 화학, 

무기의 속성에 근거한 터부 분화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

된 것이다. 

터부 분화의 공고화 미국의 터부 분화 수용3) –

이후 많은 국가들에 의해 생화학무기에 대한 논의가 년 진1969

행되었고 유엔 내에서 생화학무기의 잔혹함 즉 터부에 대한 공공연한 , 

인정과 이해가 있었으며 생화학무기를 전쟁의 방식에서 제거시키는 데, 

에는 국제사회의 반대는 없었다 그리고 생화학무기를 금지해야한다는 . 

규범은 유엔 사무총장의 연구 보고서로 인해서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 , 

사안을 다루기에 시기가 적절하며 이 문제를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 ” 
한다는 의견이 국제사회에 팽배했다.217)  

이러한 국제적인 배경에서 생화학무기를 금지시키는 것에 대한 , 

당위적인 입장만을 취했을 뿐 특정한 방식을 제시하거나 선호를 나타, 

내지 않던 미국이 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국제사회는 당시  1970 . 

제네바 의정서에 비준은 하지 않고 생화학무기의 선제사용에 대한 금

지 원칙을 선언적으로만 유지하고 있던 미국에 대해서 제네바 의정서 

비준에 대한 끊임없는 압력을 제기하였다 닉슨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 

214)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로 핵무기는 화학무기는 인 데에 반해 300km², 60km² , 
생물무기는 에 육박한다100,000km² . A/7575/Rev.1, S/9292/Rev.1, 1969, 

테이블 참조p.44. 5 .
215) ENDC/PV.418, 1969, p.8. 
216) ENDC/PV.418, 1969, p.8. 
217) ENDC/PV.425, 1969,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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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무기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국내적 분석이 이루어질 때 제, 

네바 의정서 비준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218) 그리고 닉슨 대통령 

은 년 하원에게 주요 국가들을 비롯하여 개국이 비준하고 있1970 “ 85

는 제네바 의정서에 대한 비준이 필수적”219)임을 언급하며 이를 동의

해줄 것을 피력하였다 이를 통해 생화학무기와 관련해서는 회색지대에 . 

남아있기를 자초했던 미국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국내적인 변화는 국제무대에서의 변화로도 이어졌

다 미국은 생화학무기를 제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를 취해야 . “ ”
함을 강조하며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의 금지 기제를 가까운 미, , “
래에 구축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입장을 표명한다” .220) 미국은 생물무기 

를 먼저 금지 대상으로 하는 영국 초안에 동의하고 지지하며 생물무기 

군비해제 논의를 주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논의를 진행하면서 생물무기. 

가 화학무기에 비해서 인류에게 가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더욱 강조

하였다. 

미국은 생명과학이 발전으로 유전학 과 분자 생물학“ (genetics)

이 인류의 건강과 복지 를 향상시키는 (molecular biology) (well-being)

218) 미국의 보고서를 통해서 당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폭동진압제를 사용한  NSC
것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으
며 공산권에 의해 한국전쟁에서 년대 초 생물전을 펼쳤다는 혐의를 끊임없이 , 1950
받고 있었다 미국은 생화학무기 관련한 국제적 여론이 미국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정책 분석에 고려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ational Security Council,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regarding US policy on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and Agents 
submitted by the Interdepartmental Political-Military Group in response to 
NSSM 59,“ (10 November 1969), p.22.

219) Department of State, “Message From President Nixon to the Senate: 
Geneva Protocol for the Prohibition of the Use in War of Asphyxiating, 
Poisonous, or Other Gases, August 19, 1970,” Documents on Disarmament 
1970, (December 1971), p.446.

220) Department of State,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Leonard) to the Conference of the Committee on Disarmament: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March 17, 1970,” Documents on Disarmament 
1970, (December 1971),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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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기여할 것 이지만 이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생물무기 역시” , 

도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는 점

을 지적한다.221) 그리고 이에 더해 년 발표된 사무총장의 연구 보 1969

고서에서 생물무기가 화학무기보다 지니는 파괴력과 불확실성이 훨씬 

크기에 생물무기가 지니는 잠재적인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근거, 

로 내세웠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도 현대사회의 소통 방법을 고려 했을 . “ ”
때 생물무기의 사용은 질병이 급속도로 퍼져나갈 가능성을 지니고 이, “
는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을 지닌다 는 점이 강조되면”
서 생물무기금지협약의 빠른 합의를 요구하였다.222)

당시 냉전시기임을 고려했을 때 자유주의 서구 국가들을 대표하, 

고 있던 미국은 국제사회 군비해제 논의에서 소련과 함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 미국이 모호한 입장에서 벗어나 생화학무기금지. 

협약과 관련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

다 이미 공산권을 대표하고 있던 소련은 생화학무기금지와 관련하여 . 

지속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었다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미국의 의견 . 

표명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생화학무기에 대한 금지 기제 마련에 대, 

한 논의는 종식되었고 금지협약의 기술적인 사안과 관련한 국가들의 

서로 다른 입장을 절충하는 일만 남게 된 것이다 미국의 영국 초안에 . 

대한 지지표명 이후 생화학무기를 국제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 

방안에 대한 신속한 합의가 요구되었다.223) 생화학무기를 함께 다루기  

원했던 국가들이 논의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합의점을 이

루기 위해224)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며   

221) Department of State, 1971, p.100.
222) Department of State, “Message from President Nixon to the Conference 

of the Committee on Disarmament, February 23, 1971,” Documents on 
Disarmament 1971, (February 1972), p.20.

223)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Question of chemical and 
bacteriological (biological) weapons, A/RES/2063B(XXIV), (16 December 
1969).

224) Department of State, “Statement by the Soviet Representative (Roshchin) 
to the Conference of the Committee on Disarmament: Chemical and 
Bacteriological Weapons, March 30, 1971,” Documents on Disarmament 
1971, (February 1972),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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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초안이 완성되었다1971 .225) 

소  결4. 

생화학물질은 살아있는 유기체에게만 그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

을 통제할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무기화되어 전쟁이나 분쟁에서의 사

용을 기피시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존재했었다 그리고 생화학무기에 . 

대한 혐오감과 거부감 즉 터부는 제 차 세계대전에서 화학물질의 참, 1

혹한 결과를 목격한 이후 국제사회에 의해 년 제네바 의정서로 1925

명문화 된다 제네바 의정서로 유지되어오던 생화학무기의 터부는 제. 2

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원자폭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집중으로 인해 

유엔의 무기해제 논의에서 도외시된다.

하지만 년 생화학무기와 제네바 의정서는 다시금 국제사회1966

의 무기해제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게 된다 생화학무기를 국제적으로 . 

근멸하기 위한 논의는 제네바 의정서에 모든 국가의 가입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년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제. 1967

네바 의정서의 틀에서 벗어나 이를 수정 혹은 교체하자는 논의로 생화

학무기의 군비해제 사안이 확장된다. 

그리고 년 영국이 생물무기를 화학무기보다 먼저 군비해제 1968 , 

대상으로 삼는 제안을 하면서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의 터부가 국제사회 

논의의 장에서 처음으로 분리된다 이 때 영국은 생물무기가 본디 화학. 

무기보다 그 잔인성에서 기인하는 거부감과 혐오감 즉 터부가 더 강했, 

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생화학무기 터부의 . 

분화는 년 유엔 사무총장에 의한 생화학무기에 대한 보고서로 확1969

산된다 이 보고서는 국제적 수준에서 처음으로 생화학무기에 대한 종. 

225) 생물무기금지협약이 국가들의 서명을 위해 개방된 것은 년 월 일이지만  1972 4 10
협약의 기초적인 내용들은 년에 완성이 되었다1971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A/RES/2826(XXVI), (16 December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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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인 연구 보고서로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각각의 속성과 영향에 대, 

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에 대량살상무기로 함께 분류되던 생화학무기

의 파괴력과 잔인성을 나누어서 객관화시켰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 

생물무기가 화학무기보다 더 잔혹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의 터부의 분화가 국제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당시 서구 자유주의 국가를 대표하던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생화

학무기에 대한 당위적인 입장만을 표명할 뿐 금지기제 마련 방안에 대

해서는 뚜렷한 자국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년 미국은 자. , 1969

체적으로 생화학무기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정책을 분석하였고 이 

보고서에는 국제사회가 미국에게 끊임없이 요구한 제네바 의정서 비준 

사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영국 소련 스웨덴 일본 등 냉전 진영을 막. , , , 

론하고 다양한 국가들에 의해 생화학무기의 금지 기제 마련에 대한 논

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배경 속에 생화학무기에 대한 미국, 

의 국내적 입장 변화는 국제적 입장 표명으로 이어졌다 년과 . 1970

년에 걸쳐 미국은 생물무기의 잔인한 속성에 근거한 터부를 더욱 1971

강조하며 영국의 초안에 대한 지지표명을 하면서 생물무기 터부 분화

를 공고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결국 영국에 의해 생물무기와 . 

화학무기의 터부가 분화되고 유엔 사무총장에 의한 생화학무기에 대한 , 

보고서가 이러한 터부 분화를 확산시키고 미국의 영국 초안에 대한 지, 

지가 터부 분화를 공고화 하면서 생물무기에 대한 금지협약이 먼저 이

루어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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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IV. 

요  약1.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함께 논의되어 오던 생화학무기가 분리되

어 생물무기금지협약이 화학무기금지협약보다 먼저 체결된 국제정치적 

요소를 분석해보고자 했다 물리적인 요소로 영국과 미국의 이익 즉. , 

두 국가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효용과 그에 따른 전략을 살펴보고 규범, 

적인 요소로 국제적으로 형성되었던 생화학무기에 대한 터부를 살펴보

았다 그리고 생물무기금지협약이 먼저 체결된 데에 물리적 요소인 국. 

가의 이익만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생물무기와 화학. 

무기는 살아있는 유기체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무기라는 점에서 그 사

용과 영향에 대한 거부감과 혐오감이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 터부가 제 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을 통해 유지되었다고 보았다 이2 . 

후 군비해제의 논의 속에서 생화학무기의 내재적인 속성에 따라 기존

에 두 무기에 대해 함께 존재하던 터부가 분화되었고 생물무기의 터부, 

가 더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화학무기에 비해 더 강했던 생물무기에 . 

대한 터부가 생물무기금지협약이 화학무기금지협약과 분리되어 먼저 

체결되는 데에 기여한 것이다.

유엔에서 생화학무기금지에 대한 논의가 재조명을 받던 시기에 

영국과 미국은 두 국가 모두 생물무기에 대한 효용을 낮게 평가했다. 

그리고 두 국가가 평가한 생물무기에 대한 낮은 효용은 공격적 생물전 

연구에서 방어적 생물전 연구로의 무기 전략 전환을 통해 엿볼 수 있

다 영국은 년대 초부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격적 생물전 연구 . 1950

정책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년 방어적 생물전 연구로 전환1955

하게 되었다 이후 영국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방어책이 약화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생물전 연구는 방어적인 형태로 남아있게 된다 미국은 제. 

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의 억지력에 의존하고 핵무기 연구와 개발에 2

집중하여 생화학무기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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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닉슨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던 생화학무1969 , 

기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의 주도로 진행하게 된다 그NSC . 

리고 본 연구에 근거하여 생물무기가 군사적인 이점이 적다고 평가하

고 이는 닉슨 대통령의 공격적 생물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일방적이고 , 

대외적인 포기 선언으로 이어진다. 

이에 반해 유엔에서 생물무기에 대한 우선적 금지가 논의되던 시

기에 영국과 미국이 화학무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효용은 유지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 년 초에 영국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방어가 . , 1960

약화되면서 화학전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다 영국은 화학물질이 전쟁. 

의 확산을 막고 분쟁을 지연시키는 데에 그 군사적인 효용이 있다고 

평가하여 보복적 능력을 보유하는 화학전 프로그램을 유지한다 미국의 . 

경우 화학물질이 장기적인 피해가 아닌 일시적인 무능화를 일으킬 수 , 

있어 분쟁에서 지니는 군사적인 효용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 

라 당시 적국이었던 소련의 우월한 화학전 능력을 고려하여 보복 능력

을 보유하는 화학전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결정한다. 

생물무기금지협약을 먼저 체결하는 안에 대한 논의가 유엔에서 

진행되던 시기에 영국과 미국 모두에게 생물무기에 대한 효용이 낮았

고 화학무기에 대한 효용은 유지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생물무기. 

가 화학무기에 비해 먼저 금지협약의 대상이 되었다는 데에 군비해제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국가들의 이익이 원인이었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법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물리적인 요인은 생물. 

무기가 화학무기보다 먼저 금지협약이 맺어진 것에 대한 정교한 설명

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미국이 생물무기에 대한 효용을 낮게 평가한 것이 영국 

초안에 대한 즉각적인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무기의 효용 자체. 

로는 애초에 생화학무기에 대한 금지협약이 체결된 것을 설명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생물무기금지협약이 화학무기금지협약보다 먼저 맺어

진 것 역시도 설명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단순히 무기에 대한 효용 감. 

소로 무기 전체 카테고리에 대한 개발 생산 비축을 금지하는 국제협, , 

약을 맺는 결론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무기가 적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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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기 위함이고 무기금지협약은 적국의 무기를 제재하기 위한 전략이

라고 보았을 때도 생물무기에 대한 금지협약이 먼저 맺어진 점을 만족

스럽게 설명해내지 못한다 화학무기보다 생물무기를 군비해제 대상으. 

로 먼저 추진한 영국과 미국의 당시 적국은 소련이었는데 소련은 이미 , 

제네바 의정서 비준국이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비준국이 아니었던 미국이 자칫 자국의 안보에 손. 

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생물무기금지협약에 힘을 실은 점은 전략적인 

고려로만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영국과 미국의 적국인 소련. 

의 무기 능력을 제재하기 위함이었다면 당시 소련이 생물무기보다 강, 

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던 화학무기에 대한 금지협약이 먼저 진행되었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요소로만 생물무기가 화학무기와 분리되어 

먼저 무기금지협약 대상이 된 것을 설명하기엔 설명적 공백이 존재한

다고 판단하고 당시 국제적 수준에서 형성되었던 규범적 요소인 생화, 

학무기에 대한 터부로 설명력을 보완하고자 했다 제 차 세계대전이 . 2

끝나고 난 뒤 원자폭탄의 파괴력을 목격한 국제사회의 모든 관심사는 , 

핵무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유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던 군비해제 . 

사안에서도 다른 무기들은 핵무기의 그늘에 가려져있었다 같은 대량살. 

상무기로 분류되긴 하지만 생화학무기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 

년 유엔 총회 제 위원회에서 제네바 의정서 사안이 다뤄지면서 1966 1

생화학무기에 대한 터부가 재조명되었다 논의 초반에는 기존의 제네바 . 

의정서에 모든 국가들이 가입하는 것을 촉구하는 수준이었으나, 1967

년 제네바 의정서를 수정 갱신 교체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후, , . , 

년 영국에 의해 제네바 의정서의 틀에서 벗어나 생물무기 사용에 1968

대한 금지 기제를 우선적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국제사회에 등장하였다. 

영국은 생물무기가 화학무기보다 더 잔인하다는 점을 내세웠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의 터부가 처음으로 분화

되었다. 

이 주장은 년 유엔 사무총장의 주도 하에 국제적 수준에서 1969

처음으로 생화학무기에 대한 연구와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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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보고서는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각각의 속성과 영향에 대한 종합적

이고도 상세한 분석을 기초로 한다 이는 향후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 

생화학무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데에 기반이 되고 생물무기와 화, 

학무기 각각의 특성에 근거한 각 무기에 대한 터부를 국제적으로 객관

화하는 계기가 된다 이 보고서에 의해 화학무기보다 생물무기가 그 파. 

괴력과 잔인성이 더 크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생물무기의 터부가 더 

강하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생화학무기 금지 기제 마련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 당시 냉전시기 소련과 함께 강대국이었던 미국은 생. 

화학무기에 대한 논의에 당위적인 의견만을 표명할 뿐 구체적인 지지

의사 혹은 대안에 대한 의견은 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 

강대국인 미국의 제네바 의정서 비준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이에 더, 

해 생화학무기 금지 기제 마련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미

국은 자체적으로 생화학무기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정책적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생화학무기에 대한 미국 국내 정책적 입장이 명. 

확해지면서 이는 국제적 의견 표명으로까지 이어진다 미국이 영국 초. 

안에 지지하며 생물무기에 대한 터부를 더욱 강조하고 이를 통해 생물

무기와 화학무기의 터부 분화가 공고화 된다 그리고 이는 생물무기금. 

지협약이 화학무기금지협약과 분리되어 먼저 체결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다. 

규범적 요소인 무기에 대한 터부는 물리적인 요소인 무기에 대한 

효용과 전략으로는 설명이 충분히 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준다 국. 

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 분야에서는 흔히 물리적인 요소가 중요하

게 간주되지만 생화학무기를 살펴보면 무기에 대한 터부가 국제적인 , 

무기금지협약이 맺어지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 

더해 기존 같은 무기로 분류되어 오던 생물무기와 화학무기가 따로 분, 

리되어 각각 속성에 따라 터부가 형성되고 내재적 속성으로 인해 상대, 

적으로 강한 터부를 지닌 생물무기가 먼저 군비해제의 대상이 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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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의의와 한계2. 

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무정부상태의 국제정치 

환경에서는 그 어떤 사안보다도 국가에게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진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안보 분야의 협력 중에서도 협력을 달성하는 데. 

에 많은 어려움을 지니는 군비해제 협약을 다루었다 앞서 서론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 군비해제 협약 중에서 다자주의 협약이면서

도 무기의 카테고리 전체를 금지하는 협약은 생물무기금지협약과 화학

무기금지협약이 유일하다 군비해제 협약은 군사력의 근간이 되는 무기. 

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례가 많지 않지만 그만큼 국제정치 

지형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흔하지 않. 

은 안보협력의 형태인 군비해제 협약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

서 그 의의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는 핵무기와 함께 대량살상무기의 반열에 올라있는 

생화학무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무기의 효용과 터부를 살펴본다 핵. 

무기가 압도적인 파괴력을 지닌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심

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비춰진다 하지만 핵무기 못지않게 인. 

류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잔인함으로 인해 함께 대량살상무

기로 분류되는 생화학무기가 핵무기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도외시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상이다 본 연구는 인류사회에서 여전히 잠재적인 위. 

험성을 지닌 생화학무기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안보에 있어서 중요하게 간주되는 무기의 효용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요소가 아닌 규범적인 요소인 터부에 주목했다 무기. 

라는 것은 본디 그 속성상 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무기들, 

과 다르게 생화학무기는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다 이러한 속성으로부터 기인한 생화학무기에 대한 혐오감과 거부감은 .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고 제 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의 군비해제 논의, 2

를 통해 이러한 터부가 유지되고 분화되었다 그리고 생물무기와 화학. 

무기의 내재적 속성에 근거하여 분화된 터부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이 먼

저 맺어지게 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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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고려되는 물리적인 요소가 아닌 국제적 수준에서의 터부라는 규

범적 요소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러한 터부의 작동을 유엔에서 국가들의 발언과 결의안 그리고 

회의 자료들을 통해 분석하였다 유엔에서 생화학무기해제의 논의는 유. 

엔 총회 유엔 총회의 제 위원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에서 중, 1 , , ENDC

심적으로 이루어졌다 유엔의 차 자료들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논의. 1

에서 생물무기와 화학무기가 나누어지게 된 과정과 생물무기금지협약

이 우선적으로 체결되기까지 과정에서 터부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 자체로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군비해제 협약이 국제적인 협약인 만큼 본 연구에서 중점

적으로 살펴본 대상인 영국과 미국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이 지적될 수 있다 국제협약이 비단 강대국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지 . 

않는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국가들의 발언과 의견을 더 정교하게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생화학무기금지에 . 

관한 논의가 진행되던 냉전시기의 중요한 국제정치 행위자였던 미국과 

생물무기금지 논의에 앞장섰던 영국을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살펴보

는 데에 의의를 두었다 향후 냉전시기임을 고려할 때 소련의 이익과 . , , 

비교분석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생화학무기의 터부가 보편적이었음을 , 

고려할 때 비동맹 국가들의 연합 발언들을 분석하는 추가 연구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우선적 체결에 있어서 국제정치적인 요

소를 중점적으로 보고자 했기에 협약 체결의 기술적인 문제의 측면이 

배제된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무기가 화학무기와 다르게 . 

국제사회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던 이유 역시 생물물질이 화학물질과 

다르게 본질적으로 자아내는 거부감 즉 터부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하, . 

지만 생물무기의 비사용으로 인해 금지 기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에 

있어서 화학무기에 비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장애물이 부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생물무기와 다르게 화학무기는 당시에 . 

많은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됐으며 이에 따라 검증의 문

제가 끊임없이 대두되었다 그렇기에 화학무기를 금지했을 시에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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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장소들을 검증을 할 수 있는 

기제를 고안하기 위해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했었다 이는 생화학무. 

기금지를 함께 진행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

다 이에 더해 생물물질과 화학물질이 지니는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생. 

물무기와 화학무기를 금지시키는 협약의 조항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기

제들을 담고 있어야 하기에 분리되어서 체결되었다는 해석도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화학무기에 대해 국제적으로 형성된 거부감과 혐오

감 즉 국제적인 터부가 생물무기금지협약이 화학무기금지협약과 분리, 

되어 먼저 체결되는 데에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하고자 함이 아니

다 이에 더해 물리적인 요소로 간주되는 국가의 이익 즉 국가가 평가. , 

하는 생물무기와 화학무기에 대한 효용성과 그에 따른 전략이 중요하

지 않았다고 주장함도 아니다 역사적으로 함께 다루어지던 생물무기와 . 

화학무기가 나누어져서 따로 각각에 대한 금지협약에 맺어진 현상을 

조명하고 이에 무기 자체 속성으로부터 오는 터부의 영향도 있었음을 

밝히고자 했다 터부 역할의 크고 작음을 떠나 국가의 물리적 이익이 .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안보의 영역에서 무기해제 협약에서 생물, , 

무기금지협약의 우선적 체결에서 터부의 작동을 분석했다는 것 자체로 

연구적 중요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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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 environment where anarchy is perceived to be prevailing, 

the security of oneself is the most crucial objective for an 

individual state. Considering the fact that states have unclear 

understanding about the intention of others, often, strengthening 

one state’s security leads to the weakening of other states’ 
security. In this regard, the security cooperation, especially with 

the means of disarmament treaty, is an intriguing phenomen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reasons behind the earlier 

formation of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compar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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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Weapons Convention. Historically, biological weapons 

and chemical weapons were categorized together in the 

discourse of weapon prohibition due to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they bring about only to living organisms, 

especially to the humans. After the World War II, however, in 

the process of disarmament efforts carried out by the United 

Nations, two weapons were separated and biological weapons 

were first to be bound by the multilateral disarmament treaty. 

This study examines two factors: the interest of states who 

played critical role then in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disarmament discourse and the taboo formed universally around 

the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national security is directly coupled with the survival of a 

state, its interest tends to be the vital factor in security 

cooperation. Thus, it is hard to disregard the interest of two key 

players in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disarmament 

discourse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The assessment ⎯
of the weapons utility and the subsequent strategy is postulated 

as the state interest in this paper. 

The interest factor, however, cannot fully explain why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was formed earlier than 

Chemical Weapons Conven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enrich the explanation by putting importance on the universal 

abhorrence and repulsion in other words, the taboo of ⎯ ⎯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By analyzing the disarmament 

discussions held in the United Nations, this paper demonstrates 

how the historically existing taboo of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was maintained at the United Nations and then 

eventually divided according to the intrinsic attributes of the 

weapons. Stronger taboo against the biological weapon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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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d since they were deemed more cruel than the chemical 

weapons, resulting in earlier formation of the disarmament 

treaty for biological weapons. 

The study has following implications. Firstly, it explores 

disarmament treaty which is not quite comm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politics. Arms is the foundation of the state’s 
military power, which is directly linked to national security. 

Since the disarmament treaty prohibits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certain arms,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me 

about in the anarchical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study bears importance for it examines one of the 

multilateral disarmament treaties in the international arena that 

completely bans the whole category of the weaponry the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Secondly, it casts a spotlight on the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Though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are 

categorized as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longside with 

nuclear weapons, the overwhelming attention toward nuclear 

weapons was more than enough to limit the discussion on the 

two weapons. By addressing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and provides insight on the disarmament treaty of the weapons 

of destruction. 

Finally, this paper emphasizes the role of normative factor

the taboo in security cooperation where the interest of a ⎯ ⎯
state is commonly perceived to be the deciding factor. Exerting 

their influence only on the living organisms,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entice a distinct abhorrence and repulsion of 

their own. This, in turn, contributed not only to the adoption of 

both weapons convention but also to the earlier form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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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Keywords : Disarmament treaty,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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