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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46년에서 1991년, 냉전 시기 동안 핵무장국에 대항한 숙적 국

가의 균형전략은 무엇이었을까? 경성균형전략(Hard balancing 

strategy)과 연성균형전략(Soft balancing strategy)을 동시에 구사하는 

방법이었다. 

핵무장으로 핵균형에 달성한 국가도 연성균형전략을 사용했다. 미

국과 대립한 소련, 중국에 대항한 인도, 인도와 전쟁한 파키스탄은 핵위

협에 맞서 핵무장을 선택했다. 핵균형은 강대국이 아니라면, 핵연구를 

빠르게 시작한 비민주주주의 국가가 개방 경제가 아닌 상태로 강대국의 

제재를 감당할 의지까지 있을 때 가능한 전략이었다. 어렵게 핵균형에 

도달한 국가조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성균형전략만을 이용하지 않았

다. 모든 숙적 국가는 경성균형전략과 함께 연성균형전략을 활용했다. 

숙적 국가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한 연성균형전략은 유엔총회 내에

서의 활동이었다. 국가들은 유엔총회에서 핵 관련 결의안을 발의했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토론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했으며, 투표로 의사

를 분명히 밝혔다. 숙적 국가가 유엔총회를 활용하여 구사한 연성균형전

략의 정도는 국가마다 편차가 있었다. 사용한 전략의 정도는 국력과 비

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력이 강한 국가는 결의안 발의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였다. 국력이 약한 국가는 결의안으로 의제를 설정하는 대신 토론

장이나 투표로써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1940~50년대, 서방진영이 유엔총회 결의안 형성 과정에서 압도적

인 우세를 차지하는 환경에서도 소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토론 시간

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상대 진영, 특히 미국의 핵독점을 끊

임없이 비판했다. 1970~80년대의 인도와 파키스탄 역시 핵균형에 도달

할 때까지 핵군축과 남아시아의 비핵지대 설립을 강조하며 상호적 연성

균형에 이르고자 했다. 1972년부터 유엔회원국 지위를 누리게 된 중국

과 핵무기 보유의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도 유엔총회에서 자

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반박하며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 ii -

연성균형전략은 경성균형전략의 보완재였다. 대체재가 아니었다. 

흔히 약소국의 생존 방법으로 연성균형전략을 떠올리지만, 현재까지 국

가의 지위를 굳건히 유지한 국가들은 모두 연성균형전략과 경성균형전략

을 동시에 구사한 국가들이었다. 생존을 추구하는 국가라면, 연성균형전

략이 경성균형전략의 보완재임을 인식하고, 양 균형전략 모두를 적절히 

추구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냉전 시기를 관통한 교훈이었

다. 

주요어: 핵무장국, 숙적 국가, 경성균형, 연성균형, 균형전략, 핵균형, 유

엔총회, 결의안 발의, 냉전

학  번: 2016-26181



- i -

목     차

표 목차 ······································································································  ⅳ

그림 목차 ································································································  ⅴ

Ⅰ. 서론 ·····································································································   1

1. 문제제기와 연구질문 ··································································   1

2. 연구질문의 중요성 ······································································   5

3. 선행 연구 검토 및 분석 ····························································   6

4. 연구가설과 연구방법 ··································································  11

Ⅱ. 경성균형 ···························································································  14

1. 내적 경성균형: 군비와 군사수 ·················································  15

    1) 미국·소련·영국에 대항한 숙적 국가의 경성균형 ·········  16

    2) 이스라엘에 대항한 숙적 국가의 경성균형 ····················  19

    3) 중국·인도·파키스탄에 대항한 숙적 국가의 경성균형 ·  22

2. 외적 경성균형: 동맹 ···································································  26

    1) 민주주의 국가의 동맹 그리고 동맹의 관성 ··················  27

    2) 숙적 국가의 신규동맹 ······················································  28

3. 소결 ······························································································  29

Ⅲ. 연성균형: 유엔총회 결의안의 발의와 투표 ·····························  31

1. 유엔총회와 분석대상국의 회원국 지위획득 ··························  31

    1) 유엔총회 ················································································  31

    2) 핵무장국과 숙적 국가의 유엔 회원국 지위 ··················  31

2. 유엔총회의 핵 관련 결의안 발의와 추세의 의미 ················  32

    1) 유엔총회 핵 관련 키워드와 결의안 수의 변화 ············  32

    2)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중반, 결의안 수의 

       폭발적 증가: 핵에 관한 위협인식 ···································  33

3. 유엔총회의 핵 관련 결의안 발의와 투표  ··························  35



- ii -

Ⅳ. 연성균형: 숙적 국가의 결의안 발의와 토론 ···························  37

1. 미국과 소련의 핵무장과 숙적 국가의 대응 ························  40

    1) 세계 차원의 결의안 ··························································  42

    2) 서방진영 결의안의 압도적 우세 ······································  43

    3) 미국과 소련에 대항한 그 외 숙적 국가의 대응 

       : 미사일 위기의 쿠바와 진영을 넘은 유고슬라비아, 

             유엔 비회원국 중국 ·······················································  50

    4) 소결 ······················································································  53

2. 영국의 핵무장과 숙적 국가의 대응 ······································  54

    1) 세계 차원의 결의안 ··························································  54

    2) 영국과 소련의 숙적 국가로서의 상호 대응

       : 서방진영의 여전한 우세  ·············································  55

    3) 소결 ······················································································  58

3. 이스라엘의 핵무장과 숙적 국가의 대응 ································  58

    1) 세계 차원의 결의안 ····························································  61

    2) 지역 수준의 결의안 ····························································  63

    3) 국가 수준의 결의안 ····························································  65

    4) 소결 ······················································································  66

4. 중국의 핵무장과 숙적 국가의 대응 ········································  67

    1) 세계 차원의 결의안 ····························································  70

    2) 지역 수준의 결의안 ····························································  72

    3) 국가 수준의 결의안 ····························································  73

    4) 소결 ······················································································  74

5.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과 숙적 국가의 대응 ··················  74

    1) 세계 차원의 결의안 ····························································  78

    2) 지역 수준의 결의안 ····························································  80

    3) 국가 수준의 결의안 ····························································  82

    4) 핵비확산조약(NPT)의 영향 ············································  83

    5) 소결 ······················································································  84

6. 냉전 이후: 북한 핵문제와 결의안 발의의 풍선효과 ···········  85



- iii -

7. 가설검증 ························································································  86

Ⅴ. 결론: ·································································································  90

참고문헌 ··································································································   93

Abstract ··································································································   99



- iv -

표   목   차

<표 1-1: 핵무장국의 핵무기배치/핵개발 시기와 

숙적 국가에 대한 분석기간> ·····························································  3

<표 2-1: 핵연구, 핵무기 프로그램, 핵무장> ································  14

<표 2-2: 숙적 국가의 신규동맹 체결 횟수> ································  28

<표 4-1: 세계·지역·국가차원의 결의안 예시> ······························  38

<표 4-2: 가설검증> ············································································  88



- v -

그  림  목  차

<그림 2-1: 1939~1962년, 미국·소련·영국 핵무장과 

 숙적 국가의 세계 군비 비율 변화> ···············································  17

<그림 2-2: 1939~1962년, 미국·소련·영국 핵무장과 

 숙적 국가의 세계 군사수 비율 변화> ···········································  18

<그림 2-3: 1959~1962년, 

 쿠바의 세계 군비·군사수 비율 변화> ············································  18

<그림 2-4: 1948~1955년,

 유고슬라비아의 세계 군비·군사수 비율 변화> ····························  19

<그림 2-5: 1961~1977년,   

 이스라엘 핵무장과 숙적 국가의 세계 군비 비율 변화> ···········  20

<그림 2-6: 1961~1977년, 

 이스라엘 핵무장과 숙적 국가의 세계 군사수 비율 변화> ·······  21

<그림 2-7: 1961~1977년, 

 요르단의 세계 군비·군사수 비율 변화> ········································  21

<그림 2-8: 1959~1974년, 중국의 핵무장 시기 

 미국과 소련의 세계 군비·군사수 비율 변화> ······························  22

<그림 2-9: 1959~1974년, 중국의 핵무장 시기 

 대만과 일본의 세계 군비·군사수 비율 변화> ······························  24

<그림 2-10: 1960~1991년,  

 중국·인도·파키스탄의 세계 군비 비율 변화> ·······························  25

<그림 2-11: 1960~1991년,  

 중국·인도·파키스탄의 세계 군사수 비율 변화> ···························  25

<그림 3-1: 유엔총회 결의안 수의 변화> ······································  34

<그림 4-1: 1949~1962년, 

 미국·소련과 숙적 국가의 결의안 발의 횟수> ····························  41

<그림 4-2: 1962~1977년, 

 이스라엘과 숙적 국가의 결의안 발의 횟수> ·····························  60



- vi -

<그림 4-3: 1946~1991년, 

 냉전 시기 중국의 결의안 발의 횟수> ·········································  68

<그림 4-4: 1959~1974년, 

 중국에 대항한 숙적 국가의 결의안 발의 횟수> ·······················  69

<그림 4-5: 1960~1991년,  

 인도·파키스탄·중국의 결의안 발의 횟수> ···································  76

<그림 4-6: 1980~1991년, 

 아프가니스탄의 결의안 발의 횟수> ·············································  77

<그림 4-7: 2001년~2012년, 

 북한과 숙적 국가의 결의한 발의 횟수> ·····································  86



- 1 -

I.  서론1)

1. 문제제기와 연구질문: 

   핵무장 북한과 비핵무장 남한, 역사에 묻는 교훈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제1차 지하 핵실험을 감행했다. 2017년 

9월 3일의 제6차 핵실험 실행까지 포함하면, 북한은 12년간 총 여섯 

번의 핵실험을 실행했다. 핵탄두를 개발하는 핵실험과 더불어, 탄두를 

운송하는 미사일 개발 및 실험도 계속되었다. 2017년 9월에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2)은 북한 발사장에서 북태평양까지 일본 상공을 

넘어 3700km를 날아 낙하했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장면도 직접 공개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18년 7월에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무장은 

분명한 안보위협이다.

우리는 북핵 문제에 대응했다.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주로 강력한 

군사적 행동이나 핵무장인 경성균형(hard balancing) 전략에 집중했다. 

그러나 한미동맹, 동북아 핵도미노의 위험성, 한국의 수출경제를 고려할 

때, 경성균형전략만이 대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국제기구와 문화를 

활용하는 연성균형(soft balancing)전략이 동시에 추구해야 할 전략임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 협력망(web) 주도, NPT 가입과 노력, 국제기구 및 

상대국의 비핵 활동 지원, 강력한 핵보유 규탄 같은 국제사회 활동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효율적일뿐만 아니라, 어렵지 않기도 

하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연성균형전략에 대한 대안 책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학계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연구는 냉전 시기 과거 여덟 핵무장국과 숙적 관계였던 

국가들이 대응한 여러 방식 중, 유엔총회에서 어떻게 연성균형전략을 

펼쳤는지 분석하였다. 숙적 국가들의 균형전략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1) 이 논문은 2017년 통일부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2) 『국민일보』, 2017년 09월 15일.  



- 2 -

했다. 유엔총회에서 연성균형전략을 사용할 때 어떠한 언술을 

활용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결의안 발의(sponsoring)와 발의를 위한 

토론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목적이 뚜렷할 수밖에 없는 

경성균형전략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한정되어있고, 직접적으로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를 일으키지 않는 연성균형전략은 그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연구는 냉전의 

경험을 통해 한국 상황에 돌파구를 찾는 데에 함의가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유엔총회 결의안의 세 층위를 소개한다. 핵과 관련

된 결의안을 세계·지역·국가 수준(level)으로 분류하여, 연성균형전략의 

큰 그림을 설명하고, 구체성이 짚는다. 그 다음으로 “핵무장국에 대항한 

숙적 국가는 유엔총회 결의안 발의를 통해 어떻게 핵무장을 저지·비판하

고자 하였는가?(연구질문 1)” 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특히 학계연구

의 끊어진 고리(missing link)를 잇기 위하여 “핵무장국에 대항한 숙적 

국가의 연성균형전략은 경성균형전략의 보완재였는가, 대체재였는가?(연

구질문 2)”에 대한 답을 동시에 찾고자 한다. 연구질문의 답을 찾기 위

해서, 냉전 시기에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 중 세 키워드(원자, 핵, 군

축)가 제목에 포함된 결의안의 발의 국가를 모두 조사하였다. 특히 숙적 

국가의 결의안 발의 횟수는 그래프로 나타냈다.

연구질문에 나오는 용어, 핵무장국과 숙적 국가를 정의하면, 핵무

장국은 9개국(P5 + Israel, India, Pakistan, N. Korea)이고 숙적 국가

(rivalries)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톰슨의 숙적 국가 개념에 

따라, 첫째, 공간적(spatial)인 숙적 관계로 국가가 영토에 대한 배타적 

통제를 두고 다툴 때, 둘째, 위치적(positional) 숙적 관계로 국가가 지역 

혹은 글로벌 시스템 안에서의 활동과 위신에 대해 다툴 때, 셋째, 관념

적(ideological) 부분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혹은 지역적 현상에 대해 

다른 신념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를 이유로 대립할 때, 넷째, 간섭적

(‘interventionary’) 부분으로 국가가 외부 위협을 줄이거나 타국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얻을 수단으로 내정에 간섭하여 대립하는 유형으로  분

류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극명하게 대립이 나타나는 첫째와 둘째의 

상황이 드러날 때, 즉 영토를 이유로 대립할 때와 영향력을 이유로 다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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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국
핵무장

핵배치 
숙적 국가

분석기간3)

1946~1991

미국 1945

소련, 중국(1949~), 

*쿠바(1959~1962, 1962년 

쿠바미사일위기)4) 

1946~1955

1959~1962

소련 1949

미국(1946~), 중국(1949, 

1958~), 영국(~1956),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1948~1955)

1946~1959

영국 1952 소련(~1956) 1947~1962

프랑스 1960 - 1955~1970

때만을 숙적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이에 따른 분류는 <표 1-1>과 

같다.

<표 1-1: 핵무장국의 핵무기배치/핵개발 연도에 따른 

숙적 국가 분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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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

공화국

(중국)

1964

미국(* ~1971), 

중화민국(대만), 

베트남(1973~1974),

인도, 일본, 소련

1959~1974

이스라엘 1966~67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1961~1977

인도 1988 파키스탄, 중국 1983~19915)

파키스탄 1990 인도, 아프가니스탄 1985~19916)

출처: Jo and Gartzke(2007), Gartzke and Kroenig(2009), Singh and  

     Way(2004), 박건영(2011), NRDC Nuclear Notebook(2002)

주: ** 윌리엄 톰슨(William Thompson)의 숙적 관계 데이터셋(rivalry  

       dataset)에 기초하여 본 논문 저자는 *로 표시한 부분을 역사적  

       자료조사를 통해 수정하였다. 

     ***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과 독일은 제외

3) 본 논문의 분석기간은 냉전 시기이기 때문에, 유엔총회의 정기총회 1회가 시작하

는 1946년부터 냉전이 종식되는 1991년까지 분석한다.  

4) Carlos Alzugaray Treto는 쿠바혁명은 1959년에 일어났고, 혁명 뒤 “쿠바는 소

련의 동맹 궤도(the Soviet Union’s orbit)에 올랐다.”고 말했다. 2017.11.20. 서

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초청강연. “Cuban Foreign Policy 1959-2018”

5) 이전 국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1998년까지 분석해야 하지만 1991년에 냉

전이 종식되므로 분석 시기를 한정한다. 

6) 이전 국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2000년까지 분석해야 하지만 1991년에 냉

전이 종식되므로 분석 시기를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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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질문의 중요성 

핵무장국에 대항한 숙적 국가와 주변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다. 지역 경제블록을 형성한 카자흐스

탄, 미국-소련의 군비경쟁과 안보레짐7), 인도-파키스탄의 핵균형과 국

제관계8)를 포함한 연구 축적이 대표적이고, 비교적 체계적이다. 

하지만 기존연구가 가진 한계는 주로 지역 혹은 양자 관계에서의 

핵무장과 그에 따른 대립에 집중한 데에서 드러난다. 미국-소련, 이스라

엘-아랍, 소련-독립국가연합(CIS), 인도-파키스탄, 북한-동아시아를 국

한하여 다뤘다. 숙적 국가 각각이 핵무장국에 대항하여 어떠한 균형전략

을 취해왔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는 데에는 소

홀했다. 더불어 단순히 숙적 국가들(rivalries)은 국력과 상황이 허락하는 

한 핵무장 시도를 하거나 군비를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성균형

(soft balancing) 혹은 경성균형(hard balancing)에 따른 인과관계가 있

을 수 있고, 연성균형전략 내에서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능

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유엔총회 결의안의 발의를 종

합하여 분석한 연구보다는 투표결과에 집중한 연구가 맥을 잇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냉전 시기 핵무장국에 대항한 숙적 국가들의 균형

전략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연성균형전략인 유엔총

회 내의 결의안 형성과정을 연구하였다. 결의안의 “발의”는 연성균형전

략 중 그 어떤 전략보다 더 적극적인 성격을 지닌다. 직접 결의안 문구

를 작성하고, 토론과정에서 자국의 주장을 통해 다른 국가와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은 주도적일 수밖에 없고, 그 행동의 의미는 단순 투표

보다 직접적이다. 숙적 국가들이 핵무장국에 대항하여, 유엔총회에서 결

의안을 몇 번이나,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했는지에 대해 냉전 시기 전체

를 두고 분석하는 본 논문의 작업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의미가 있다고 판

단한다. 

7) Joseph Nye(1987)

8) Sridharan, Eswaran(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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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연구 검토 및 분석

   : 균형전략에 대한 연구 검토 및 유형화 

1) 핵확산 문제와 비확산 기조 

1945년 미국은 우라늄 원자폭탄 ‘Little Boy’와 플루토늄 원자폭

탄 ‘Fat Boy’을 각각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며 핵무기의 

파괴력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동시에 핵무기가 전 지구적으로, 특히 경

쟁중인 소련에 퍼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미국은 소련과의 핵무기 

경쟁을 막고자 자신들의 핵개발 계획을 유엔 원자력에너지위원회에 제시

하는 바루크(Baruch)계획을 이야기했지만 당시 소련은 핵무기를 개발 

중이었다.9) 

당시 미국의 최대 경쟁국이었던 소련은 결국 1949년 핵실험에 성

공한다. 영국과 프랑스도 곧이어 핵개발에 성공했고, 소련의 핵우산을 

불신했던 중국까지 핵무장국의 대열에 서게 된다. 1960년대,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다섯 개국이 모두 핵무장 국가로 자리를 잡는다. 

결국 미국과 소련은 협력하여 세계질서의 한 규범으로 핵비확산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NPT)을 추

진한다. 1968년에 체결되고 1970년에 발효된 NPT는 핵무기의 비확산,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핵군비축소를 세 축10)으로 한다. 

NPT라는 국제규범과 패권국 미국의 노력으로 세계 핵확산은 주춤

했으나 멈추지 않았다. 미국의 암묵적 승인 하에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개발했고11), 영토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던 인도·파키스탄 역시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2006년 북한 역시 핵실험에 성공했다. 이란과 리비아

를 포함한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및 남미 일부 국가들도 핵탐색을 

9) 박건영(2011)

10)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141503.pdf

11) BBC(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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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했다. 하지만 핵을 개발하여 보유한 뒤에 포기한 국가는 남아프리카

가 유일하다.

그럼에도 핵비확산 국제질서에 대한 공감대는 계속되었기에, 왜 

그리고 어떻게 핵확산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 심층적

으로 진행된 상태다. 핵확산의 이유를 기회와 의지라는 요소로 분석한 

조동준과 Gartze의 2007년 논문 ‘핵확산의 결정요소들(Determinants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이 대표적이다. 기회는 핵무기 제

조와 관련된 기술력, 핵물질 확보 가능성(생산과 무역), 경제적 능력으로 

의지는 국제 안보, 국내 정치, 규범, 지역적 혹은 국제적 지위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비확산의 방안을 NPT와 함께 이 요소들을 차단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12) Fuhrmann은 2009년 ‘유혹 퍼

뜨리기(Spreading Temptation)’이란 논문에서, 모든 종류의 민간 핵지

원(nuclear assistance)이 핵확산의 위협을 높인다고 주장하였고, 독일

과 일본이 기술이 있지만 핵무기를 만들지 않듯 기술은 핵개발을 가능

할 수 있게 하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말했다. Narang은 2017

년 ‘핵확산전략(Strategies of Nuclear Proliferation)’이란 논문에서 핵

비확산을 방해할 수 있는 핵확산전략(hedging, sprinting, hiding, 

sheltered pursuit)을 유형화하였다. 

2) 비핵무장국의 균형 전략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핵확산-비확산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논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심화되어 있으나, 핵확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숙적 국가

(rivalry state)의 대응책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국제정치학계의 현실

주의 이론가들에 의해 주장되어 오랜 경험칙으로 자리 잡은 ‘균형

(balancing)’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균형 전략을 취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약하다. 

핵확산과 균형전략에 대한 언급은 ‘이란은 왜 핵폭탄(bomb)을 가

12) Jo and Gartzke(2007), 조동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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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하는가?’13)라는 제목 하에, 핵확산을 통해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

고 결론을 맺는 왈츠의 포린어페어지 기고글이나 『Islam in the 

Balance: Ideational Threats in Arab Politics』이라는 책이 유명할 뿐

이다. 

단행본에서는 이란의 핵무장 시도에 대해, 2006년에 이집트가 민

간 핵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발표14)한 것과 2000년대에 사우디

와 요르단과 정치, 군사, 첩보 차원에서 협력한 점을 이야기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의 핵무장시도로 공포(fear)를 느낀 점을 지적하

며, 내부 균형(internal balancing) 목적으로 이라크 전쟁 때부터 최신 

전투기를 포함하여 막대한 무기 구매를 진행했고, 외부 균형(external 

balancing) 목적으로는 ‘걸프협력회의(GCC)+2+1’ 관계를 강화하는 것

을 설명했다. 하지만 걸프 지역의 ‘비핵지대(nuclear weapons free 

zone)’에 대한 공식 지지를 표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얼마나 핵 문제가 

심각한지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묘사(description)로 설명을 끝내고 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핵무장국에 대한 숙적 국가의 균형전략 연구

를 위해, ‘균형전략’을 유형화15)한다. ‘미국에 대한 연성균형’ 논쟁16)을 

참고하여, 유형분류(typology)를 마친 뒤, 그에 대한 실제 사례

(empirical cases)를 연구함으로써 핵안보와 균형전략 연구에 기여하고

자 한다. 핵무장국에 대한 숙적 국가들이 유엔총회에서 얼마나 핵 관련 

결의안을 발의(sponsoring)하는지, 어떠한 결의안을 발의하는지 살펴보

고, 연구를 거치면서 한국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13) Waltz(2012)

14) 하지만 이는 이란의 지정학적 영향력 관한 국내 및 외교정책 수준에서 더 관련

이 있다고 했다.

15) 국제정치 일반 이론과 2005년부터 연성균형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학술지 ‘국

제안보(International Security)’ 참조.

16) Robert A. Pape, T.V. Paul, Stephen G. Brooks과 William C. Wohlforth 외.



- 9 -

3) 경성균형과 연성균형의 유형화(typology) 

(1) 세력균형이론과 위협균형이론의 설명력 

전통적인 세력균형이론은 인구나 경제·군사력 천연자원 같은 물리

적인 능력의 분배에 초점을 둔다. 국가들은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물질 

자원이 많은 국가를 상대로 강대국들이 균형전략을 취할 것으로 본다. 

(Walt, 2006) 하지만 냉전이 종식된 뒤, 강대국들 경성균형전략을 취하

지 않았다. 세력균형이론의 근본적인 목표는 국제체계 내에서 생존과 주

권 독립국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 위치는 위협받지 않았기 때문이

다.(T.V. Paul, 2005) 

 위협균형이론에 따르면, 동맹의 형성은 위협에 기초한다. 위협은 

총체적 힘, 공격적 힘, 지리적 인접성, 공격적 의도 이 네 가지 요소의 

복합변수이며 단기적 위협이 중요하다.(Walt, 1990) 따라서, 세력균형이

론보다는 위협균형이론이 핵무장국에 대한 비핵무장 경쟁국의 ‘위협’요

소와 단기적 위협에이 대응 측면에서 설명력이 높을 것이다. 

(2) 경성균형과 연성균형 연구의 주요 논의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국가 간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전략을 

경성균형(hard balancing) 전략이라 하고, 비군사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

가 간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방법을 연성균형(soft balancing) 전략이라

고 한다. 

“약소국들은 강대국을 상대로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거나 강대국

의 압력에 맞서거나 좌절시키기 위해 자신의 내부 역량을 동원하는 방

식의 균형전략을 구사한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하는 경우라면 전통

적인 군사행동이 아닌 비대칭적 능력과 수단을 채택한다. 새로운 무기의 

사용이나 전혀 다른 전술의 동원하거나 상대의 취약점을 노린다.” 

(Wal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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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성균형(Hard Balancing) 

(i) 내적 균형(Internal Balancing)

경성균형의 내부 균형의 종류는 군비증강, 전쟁 동맹, 동맹국에 대

한 군사기술 이전(Robert A. Pape, 2005), 재군장 혹은 궁극적인 재군

장을 위한 경제 성장 가속화(Robert A. Pape, 2005) 혹은 자국의 군사

력(capabilities) 증강을 꾀하는 것(SG Brooks & WC Wohlforth, 

2005), 핵능력 강화, 핵균형화(Waltz, 2012)이다. 

(ii) 외적 균형(External Balancing) 

경성균형 중 외부 균형은 동맹(Walt, 1990), 대항 동맹(Robert A. 

Pape, 2005), 즉 타국과의 동맹으로 군사력을 모으는 것을 의미한

다.(SG Brooks & WC Wohlforth, 2005) NATO라는 다자동맹체제 안

에서 핵을 공유하는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이 외부 

균형을 취하는 사례이다. 

② 연성균형(Soft Balancing)

연성균형전략은 공식 동맹까지는 가지 않는 암묵적인 균형과 관련

된 전략이다.(Paul et al., 2004) 연성균형의 기원은 Pape. Robert 

A.(2005)의 주장에 의하면 단극체제를 이끄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방

안으로 등장했다. 군사력으로 균형화 시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경우 보복의 대가가 크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Franz 

Osward(2006)에 따르면 유럽 통합 자체가 친구인 미국에 대한 연성균

형이다. 

(i) 외교적 연성균형1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power)행사, 힘의 

17) Pape, Robert A.(2005)의 네 가지 분류 방식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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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에 있는 국가가 민주주의일 경우 제도 이용, 임시적인 외교적 책략

(diplomatic maneuver)을 통한 전쟁 계획 연기를 예로 들 수 있고, 더

불어 상대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러한 전략을 통해 상대의 국내에 

영향을 주거나 타국의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Pape, Robert A, 

2005 & DeFrancia, Cristia, 2012) 

국제엠네스티와 같은 중립적인 단체의 비난을 동원하는 등의 정통

성 흠집 내기 전략도 가능하다. 영국의 저명한 의학 잡지인 <The 

Lancet>이 2004년 10월에 이라크전 개시 이래 희생된 이라크인이 10

만 여명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미국의 정통성에 엄

청난 타격을 준 바 있다.(Walt, 2006) 또한 2002년 이라크와 전쟁하기 

전 안보리의 승인을 막았던 것도 연성권력의 행사 사례라고 볼 수 있

다.(Robert A. Pape, 2005) UN 결의안을 통한 핵보유 규탄(비핵화 노

력), NPT 가입과 강화노력, 지도자의 자서전 또한 외교적 연성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ii) 영토사용거절(territorial denial)18)

전쟁 시 자국의 영토사용을 거절하는 것도 연성균형전략의 하나이

다. 2003년 이라크전 당시 터키는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위해 영토 사

용 요청에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Robert A. Pape, 2005)

(iii) 경제적 연성균형19)

경제적 연성균형전략에는 지역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방법과 국제 

화폐를 통한 방법이 있다. 그 예로 석유 가격을 지불할 때 유럽연합은 

달러가 아닌 유로화를 사용하여, 미미하지만 미국 환율에 1% 정도의 타

격을 준 바 있다.(Robert A. Pape, 2005) 또한 러시아의 위협을 감소시

키기 위해 카자흐스탄이 CIS지역에서 경제블록을 형성한 사례도 있다.  

18) Pape, Robert A.(2005)의 네 가지 분류 방식을 따름.

19) Pape, Robert A.(2005)의 네 가지 분류 방식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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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균형화 신호20) 

국제 협력망(web)을 주도하여 상대를 고립시키는 방법, 다른 국가

들이 외교적으로 상대국에 대항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방법이 있다.(Robert A. Pape, 2005) 그 외에도 국제기구 및 상대국의 

비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핵무장국에 균형화 하겠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4. 연구가설과 연구방법: 연구방법 및 체계 

1) 분석대상

분석대상은 핵무장국에 대한 숙적 국가의 연성균형전략이다.  

핵무장국과 숙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대표적인 연성균형전략인 유엔 

내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이다. 구체적으로 유엔총회 내에서 핵과 관련된 

결의안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형성과정 내 토론내용까지 분석한다. 

분석 시점은 세계의 냉전 시기인 1946년~1991년21)으로, 핵무장 

연도를 기준으로 이전 5년부터 이후 10년까지를 분석한다. 핵무장 

시기가 불분명한 이스라엘과 첫 핵실험이 분석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인도 사례에서는 분석기간을 확장했다. 

분석 자료는 1차 문헌으로 유엔총회 결의안, 결의안 형성과정을 

드러낸 유엔 공식 문서, 언론보도이고, 2차 문헌으로는 저널, 논문, 

단행본 그리고 해당 시기의 역사 사료를 포함한다. 통계 분석과 함께 

분석을 더 치 하게 하는 방편이다. 데이터셋(Dataset)으로는 ‘COW 

Dataset’22)을 활용하였다. 

20) Pape, Robert A.(2005)의 네 가지 분류 방식을 따름.

21) 유엔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의 첫 세션이 1946년이고, 냉전이 

1991년에 종식되므로 기간을 한정한다.

22) NMC Data, Ver. 5.0. 2017, MID Ver. 4.1. 2014, Formal Interstate Alliance 

Dataset, Ver. 4.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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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과 가설의 지표설정 

(1) 핵무장국의 핵무장이 가까워질수록, 

          숙적 국가는 더 많은 결의안을 형성한다. 

핵무장국에 대항한 숙적 국가가 연성균형전략을 사용하였는지 

살펴본다. 핵무장국의 핵무장 시기는 <표 1-1>에서 명시하였듯, 미국 

1945년, 소련 1949년, 영국 1952년, 중국 1964년, 이스라엘 

1966~67년, 인도 1988년, 파키스탄 1990년이다. 더 많은 결의안을 

형성한다는 뜻은, 더 많은 핵 관련 결의안을 발의한다는 뜻이다. 목차 

‘Ⅳ 연성균형: 숙적 국가의 결의안 발의와 토론’에서 분석기간 내 숙적 

국가의 결의안 증감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숙적 국가의 국력이 클수록, 

                                          유엔총회(UNGA) 결의안 발의를 적게 한다.  

연성균형전략이 경성균형전략의 보완재인가, 아니면 대체재인가? 

이를 분석하기 위한 가설이다. 독립변수의 국력 기준은 COW Dataset의 

군비가 기준이고, 종속변수는 숙적 국가의 핵 관련 결의안 발의 횟수로 

판단한다. 다만, 결의안 발의의 절대 수는 시기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

문에, 한 핵무장국과 그에 대항한 숙적 국가별로 각각 결론을 내어 목차 

Ⅳ 내 가설검증에서 종합한다.    

이뿐만 아니라, 결의안 형성 시, 수정안을 제시하고 활발하게 토론

을 전개하며 자국의 의견을 개진하는 일도 연성균형전략의 중요한 부분

인데 이는 정량분석만으로는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 따라서 유엔총회 내 

토론에 대한 분석 역시 목차 Ⅳ 내에서 결의안 분석과 함께 다룬다. 연

성균형전략의 보완성 혹은 대체성에 관한 연구가 본 논문의 중심이다.  



- 14 -

국가 핵연구 시작
핵무기

프로그램 시작

핵실험

+사실상 보유

핵보유

선언국

미국 1939 1942 1945

소련/ 러시아 1940 1943 1949

영국 1940 1941 1952

중국 1950 1956 1964

Ⅱ. 경성균형

1945년 미국의 핵무장은 소련에게 위협이었다. 1949년 소련은 미

국 핵무장에 대항하여 첫 핵실험을 실시하여,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하였

다. 미국과 힘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 미국과 소련, 두 국가는 동등하

게 핵무기를 가진 이후에도 핵탄두 수를 경쟁적으로 증가했다. 상대적 

안보위협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었다. 로버트 저비스(Robert Jervis)가 

이론화한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 상황은 핵무장 경쟁에서도 예

외 없이 발현되었다. 

냉전 시기, 숙적 국가 중 일부는 미국에 대항한 소련과 동일하게 

핵무장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숙적 국가는 국내외 정치·경제상

황으로 인해 핵무장을 하지 못했다. 핵무장이 어려운 국가는 재래식 군

사력의 증강이나 외부동맹을 맺으며 대응하였다. 숙적 국가와 힘의 균형

을 맞추기 위한 국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장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거나 개발하지 못하더라도 숙적 국가들

은 핵을 연구하고자 했다. 국가 핵연구기관을 설립하면서 필요시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고, 핵에너지의 평화

적 이용을 도모하기도 했다. 냉전 시기와 탈냉전 시기를 합쳐, 숙적 국

가가 없었던 프랑스를 제외한 여덟 핵무장국가와 그 국가들에 대항한 

숙적 국가의 핵연구·무기프로그램·무장의 시작 연도는 <표 2-1: 핵연구, 

핵무기 프로그램, 핵무장>과 같다. 

<표 2-1: 핵연구, 핵무기 프로그램, 핵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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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이스라엘 1952 1955 1967

인도 1948 1964, 1972 1988

파키스탄 1955 1972 1990

북한 1962 1982 2006*

숙적

국가

일본 1955-56 1943, 핵우산 -

유고슬라비아 1948 1953, 1982 -

대만 1956 1967 -

쿠바 1967 - -

이라크 1967 1973 -

이집트 1961 - -

시리아 1979 - -

요르단 2008 - -

한국 1959 1971, 핵우산 -

출처: “핵연구 시작”은 IAEA, NTI 및 각국 핵연구시설 공식홈페이지의 

연혁을 참조하였다. 다만, 영국의 핵연구 시작 시점은 BBC의 핵

군비경쟁 연표23)를 참고하였다. “핵무기 프로그램”, “핵실험+사

실상 보유”, *표시된 북한의 핵무장 시점은 조동준(2009)24)을 

따랐고, 한국과 일본의 ‘핵우산’ 사실을 추가하였다. 

1. 내적 경성균형: 군비와 군사수  

국가가 외부의 도움 없이 군사적 힘을 늘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군

비·군사수 증가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숙적 국가

에 대항하여 군비를 늘렸고 군사규모를 확대했다. 냉전 시기는 미사일이

23) Michael Goodman, “How did Britain get involved in the nuclear arms 

race?,” BBC. 

24) 조동준(2009)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Jo and Garzke(2007), “핵실험+사실상 

보유”는 Garzke and Kroenig(2009)에서 기초한 정보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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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텔스기 등 첨단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군현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군사수 증가가 경성균형을 이루는 한 축이었다. 탈냉전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군현대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숙적 국가가 핵무장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내적 경성균형

전략을 세워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국가의 군

비·군사수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였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가가 지출하는 군비와 보유한 군사수의 절댓값은 해마다 늘어나는 경

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상대값을 고려하였다.  

1) 미국·소련·영국에 대항한 숙적 국가의 경성균형

미국·소련·영국의 핵무장에 따라 숙적 국가는 군비를 얼마나 변화

시켰을까? 세계적 비율로 환산하면 <그림 2-1>과 같다. 미국은 1945년 

핵무장에 이르기까지 급격하게 군비를 증가시켰다. 1945년 미국의 군비

는 세계 군비의 60% 이상을 차지했음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숙적 국가 소련은 미국이 핵무장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군비

를 막대하게 증가했다. 1948년부터 1950년까지 소련의 세계 군비 비율

이 미국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숙적 국가이긴 하지만 

국공내전으로 인해 1940년대 후반에서야 군비 증가 비율이 가시적이었

다. 1952년에 핵실험에 성공한 영국은 자국의 핵무장이 가까워질 무렵

부터 군비의 상대적 비율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였다. 유고슬라비아와 

쿠바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여섯 국가의 비율과 함께 비교하면 

두 국가의 증감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두 국가는 <그림 2-3>과 <그림 

2-4>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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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1939~1962년, 미국·소련·영국 핵무장과 

숙적 국가의 세계 군비 비율 변화> 

출처: COW 세계 군비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저자가 도표화.

<그림 2-2>는 미국·소련·영국이 핵무장한 시기에 숙적 국가의 

세계적 군사수 비율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보여준다. 가장 눈에 띄는 

증가는 미국과 영국에 대항한 소련의 군사 비율 증가이다. 미국이 핵무

장을 한 1945년, 소련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였다. 1944년

에 비해 1945년 소련의 세계 군사수 비율은 1년 만에 80%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1948년부터 1955년까지 소련과 숙적 관계가 된 유고슬라

비아도 미미하지만 증가세가 눈에 띈다. 1962년에 미국과 미사일을 이

유로 대치를 하게 된 쿠바 역시, 1960년대 초반 군사 비율의 가시적인 

증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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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1939~1962년, 미국·소련·영국 핵무장과 

숙적 국가의 세계 군사수 비율 변화> 

출처: COW 세계 군사수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저자가 도표화.

<그림 2-3: 1959~1962년, 쿠바의 세계 군비·군사수 비율 변화> 

출처: COW 세계 군비·군사수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저자가 도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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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쿠바미사일위기의 당사자인 쿠바의 군비와 군사수 변화를 

<그림 2-3>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쿠바가 내적 경성균형전략을 확실

하게 실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련의 우방이 되면서 소련의 무기를 도

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국의 군사 비율을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고슬라비아는 소련과 군사적 측면에서 대적할 만한 상대는 아니

었으나 1940년대 후반 나름대로의 내적 경성균형전략을 취했다. <그림 

2-4>가 보여주듯, 소국으로서 군비 비율은 상대적으로 하락하였으나 군

사 비율은 높인 상태로 유지했다.

<그림 2-4: 1948~1955년, 

유고슬라비아의 세계 군비·군사수 비율 변화> 

출처: COW 세계 군비·군사수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저자가 도표화.

2) 이스라엘에 대항한 숙적 국가의 경성균형

이스라엘의 핵무장이 이루어졌던 1960년대 중반 이후, 이집트는 

원 비율의 세 배까지 군비 비율을 끌어올렸고, 시리아는 약 두 배 증가

시켰다. 이집트와 시리아는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율을 기록했고, 이라크

와 요르단은 약간의 변동률을 보이며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림 2-5>처

럼, 네 숙적 국가 모두 상대적 군비에서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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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중동 국가의 군사수 변화율 역시 핵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

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 2-6>의 꺾은선이 의미하는 1960년대 후반의 

이집트·시리아의 군사수 비율 증가 행보나 <그림 2-7>이 보이는 랜덤워

크(random walk)에 가까운 요르단의 군비·군사수 비율 증가 추세는, 비

리에 진행된 이스라엘 핵무장에 대한 경성균형전략이라기보다는 1967

년 6일전쟁 패배로 인한 재무장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스라엘 핵무장

에 대응하는 군비·군사수 증가라면, 그림처럼 안정적인 증가가 아니라 

급격한 증가를 보여야 설명력이 생긴다. 이스라엘이 비 리에 핵무장을 

진행했기 때문에 네 국가가 이스라엘 핵무장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네 국가의 세계 군비·군사수 비율의 증가 추

세는 모두 현상유지 이상의 경성균형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5: 1961~1977년, 

이스라엘 핵무장과 숙적 국가의 세계 군비 비율 변화> 

출처: COW 세계 군비 데이터셋 정보에 기초하여 저자가 도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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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1961~1977년, 

이스라엘 핵무장과 숙적 국가의 세계 군사수 비율 변화> 

출처: COW 세계 군사수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저자가 도표화.

<그림 2-7: 1961~1977년, 요르단의 세계 군비·군사수 비율 변화>

출처: COW 세계 군비·군사수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저자가 도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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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인도·파키스탄에 대항한 숙적 국가의 경성균형

(1) 중국의 핵무장과 미국·소련·일본·대만의 대응

1959년부터 1974년까지의 기간 동안 중국의 숙적 국가들은 내적 

경성균형을 취했을까? 1964년에 첫 번째 핵실험을 수행한 중국의, 분석 

대상 숙적 국가는 미국, 소련, 인도, 일본, 대만이다. 핵무장국과 비핵무

장국 5개국의 군비·군사수 수준은 비슷하지 않고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

기 때문에 한 그래프에서 함께 증감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군

을 분류하여 <그림 2-8>과 <그림 2-9>로 숙적 국가의 내적 경성균형

전략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그림 2-8: 1959~1974년, 

중국의 핵무장 시기 미국과 소련의 세계 군비·군사수 비율 변화>

출처: COW 세계 군비·군사수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저자가 도표화.

미국과 소련은 1940년대에 모두 핵무장을 마쳤다. 따라서 두 국가

가 중국의 핵무장으로 느낄 위협의 정도는 비핵무장이 중국의 핵무장으

로 느낄 위협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군비 

비율 자체만으로도 두 국가는 1940년대부터 세계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국력과 무장 상황은 다른 숙적 국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림 2-8> 좌측 그림의 군비 증가율에서 확인할 수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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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소련은 1964년 중국 핵무장에 뚜렷한 군비 증가로 대응하지 않

았다. 그럼에도 군비 비율은 소련이 중국의 최소 2배 이상, 미국은 60년

대 초반에는 4배 정도 수준에서 70년대 초반에는 2배가 넘는 정도 수준

으로 수렴한 상태였다. 유의미한 증가는 없었지만, 중국의 군비 수준을 

월등하게 뛰어넘어, 세계 군비 점유율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군비 

비율과 별개로 <그림 2-8>의 우측 그림에서 미국과 소련은 군사수 비

율 증가를 통한 내적 경성균형전략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

국은 중국이 미국 군사수를 뛰어넘어 군사를 보유한 해인 1964년 직후

부터 미중 데탕트 시기 직전까지 중국보다 더 많은 군사수를 확보하였

다.   

일본과 대만은 비핵무장 숙적 국가로서 핵무장 숙적 국가인 미국

과 소련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그림 2-9>의 좌측 그래프에 나타난 

세계 군비 증가율을 보면, 일본은 중국 핵무장 이후 10년 만에 기존 비

율의 2배가 넘는 세계 군비 점유율을 확보한다. 일본은 1960년대에 고

도경제성장기를 누렸지만 1970년대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70년

과 74년 GDP 성장률은 각각 0.39%, -1.22%를 기록했다.25) 그럼에도 

군비 증가율은 10년간 폭등한 형태를 보였다. 반면, 세계 군사수 점유 

비율은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한편, 대만의 경성균형을 위한 움직임은, 강대국과 비교하지 않더

라도 미미했다. 군비의 세계 비율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여 처음보다 

조금 높은 상태에 머물렀을 뿐이고, 군사수 세계 비율은 뚜렷한 하락세

를 나타냈다. 중국 핵무장에 대항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없었다. 국공내

전을 치른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힘의 격차는 갈수록 뚜렷해졌다. 1971

년에는 유엔에서 ‘China’의 대표 자격 투표를 통해, 중국이 대만 대신 

상임이사국 지위를 보유하게 되었고, 중국이 대만 대신 미국과 공식적으

로 수교하게 되었다. 

25) 세계은행 연도별 GDP 성장률 데이터. https://data.worldb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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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1959~1974년, 

중국의 핵무장 시기 대만과 일본의 세계 군비·군사수 비율 변화>

출처: COW 세계 군비·군사수 데이터셋 정보를 저자가 도표화.

(2) 중국·인도·파키스탄의 삼각 핵균형 

1964년 중국의 첫 핵실험, 1974년 인도의 첫 핵실험, 1988년 

인도의 핵무장, 1990년 파키스탄 핵무장까지 겪어낸 남아시아 지역은 

군사 갈등으로 잠잠해지지 못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남아시아의 세 

숙적 국가 중국·인도·파키스탄은 냉전 시기 동안 모두 핵무장국이 되었

다. 세 국가가 핵균형에 도달한 뒤, 분쟁이 핵전쟁으로 번지지는 않았지

만 핵균형을 통한 평화 역시 도래하지 않았다. 영토문제와 종교 갈등을 

이유로 크고 작은 유혈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남아시아에는 평화가 

깃들지 못했다. 

목차 Ⅳ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유엔총회에서 수많은 결의안으

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갈등하였는지 드러나지만, 군사적 힘겨루기 역시 

끊임없이 진행되었음을 <그림 2-10>과 <그림 2-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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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0: 1960~1991년, 중국·인도·파키스탄의 

세계 군비 비율 변화>

출처: COW 세계 군비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저자가 도표화.

<그림 2-11: 1960~1991년, 중국·인도·파키스탄의 

세계 군사수 비율 변화>

출처: COW 세계 군사수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저자가 도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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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의 좌측 그래프는 중국의 세계 군비 비율을 나타내

고 우측 그래프는 파키스탄과 인도의 세계　군비 비율을 보여준다. 냉전 

막바지를 제외하면 중국이 인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군비 비율을 기록

하였고, 인도는 파키스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군비를 지출하였다. 

중국은 1964년 핵무장을 위해서 군비를 증가하였고 1974년 인

도의 핵무장 시점까지 군비 비율을 줄이지 않았다. 하지만 미중 데탕트 

이후 군비의 상대적 비율이 급속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군사수 비율은 

인도의 첫 번째 핵실험이 다가올수록 증가했고, 1988년에 인도가 핵무

장을 완성할 때까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인도는 중국의 핵무장이 가까워질 무렵 군비 비율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다시 비율을 낮추지만 1988년에 

핵무장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리고 파키스탄이 핵무장에 다다르는 1990

년까지 군비 비율의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군사수 비율은 첫 핵실험이 

성공한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선다. 

파키스탄의 군비 비율 증가는 인도의 첫 핵실험 이후부터 자국

의 핵실험 성공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군사수 비율 역시 급격하

진 않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 외적 경성균형: 동맹 

외부의 힘을 활용하여 국력을 증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동맹의 

체결이다. 핵무장을 하고 싶지 않거나 여의치 않을 때, 그럼에도 핵위협

에 대항하고 싶은 국가는 동맹의 핵우산을 쓰는 방식으로 위협을 상쇄

한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미국의 동맹으로 핵우산을 제공받으며 핵위협

에 대응하고 있다. 

동맹은 연루와 방기의 위협 때문에 완벽한 방법이 아니지만, 자신

을 방어할 힘이 부족하거나 세력을 더하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균형

전략이다. 군비나 군사수를 증가하는 내적 경성균형전략과 함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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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핵무장국가에 대항한 숙적 

국가가 신규동맹만으로 핵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1) 동맹의 관성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의 동맹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국가들이 새롭게 동맹을 체결하고, 동맹

으로써 신뢰를 쌓고 안보수준을 높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동

맹보다는 기존에 체결한 동맹이 관성처럼 지속되고 유지되었다. 이미 작

동하고 있는 동맹을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끊을 수 없었던 이유 때문이

기도 했다. 민주주의 확산에 따라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이 국

가 안보, 즉 동맹에 관한 발언권을 가지게 되었고, 국가 권위체 혹은 정

부는 과거와 달리 마음대로 동맹 체결을 결정할 수 없었다. 즉, 안보위

협이 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한 동맹을 파기하고 새롭게 다른 동맹을 

체결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없었다. 민주주의 국가와 동맹을 맺은 다른 

국가 또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동맹의 

시작과 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림 2-12: 국력과 동맹의 상관관계 산점도(scatter plot)>

출처: COW 데이터셋의 동맹 및 국력 자료를 활용한 저자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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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 국가 신규동맹 

미국 핵무장

(1945)

소련 6
중국 1
쿠바 1

소련 핵무장

(1949) 

미국 13
중국 0
영국 8

영국 핵무장

(1952)
소련 6

중국 핵무장 미국 7

동맹에 내재된 기관(institution)과 같은 조직적 관성과 민주주의 

확산의 영향으로, 동맹은 국가가 수시로 맺고 끊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

유로운 경성균형전략이 아니다. <그림 2-12>는 숙적 국가들이, 분석기

간 내 체결한 신규동맹 수와 국력 지표 ‘CINC Score’를 단순회귀분석하

여 나타낸 산점도이다. 군비나 군사수 증가와 같은 국력 증가와 새로운 

동맹 체결 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숙적 국가의 신규동맹 

숙적 국가의 분석기간 내 신규동맹 체결 횟수는 <표 2-2>와 같

다. 핵무장의 위협을 상쇄하기 위한 동맹의 체결처럼 보이는 시기는 냉

전 초기와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한 1960년대 중반 정도이다. 

하지만 냉전 초기는 전쟁 뒤 새롭게 동맹을 구하는 일이 당연한 때이고, 

중동의 60년대는 중동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이기에 전쟁동맹을 포

함한 동맹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때이다. 그런데 핵위협이 세계적

으로 컸던 80년대에는 역설적으로 동맹이 거의 형성되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동맹은 경성균형의 한 방법일 뿐, 때마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균형전략이 아님을 의미한다. 

<표 2-2: 숙적 국가의 신규동맹 체결 횟수26)>

26) 핵무장국의 핵무장 연도를 기준으로 설정한 분석기간 내 신규동맹 체결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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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소련 8
인도 3
대만 0
일본 0

이스라엘 핵무장

(1966~67)

이집트 7
요르단 4
이라크 4
시리아 3

인도 핵무장

(1988)

파키스탄 1

중국 1

파키스탄 핵무장

(1990) 

인도 0

아프가니스탄 0

  출처: COW 동맹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저자가 편집.

  주: 1961년 피델 카스트로가 선언한 쿠바와 소련의 동맹은 추가,  

            숙적 관계 사이에 동맹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거. 

3. 소결

군비증강, 핵균형 달성, 동맹체결 모두 한 국가가 경성균형달성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 동맹은 유지

되려는 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성된 동맹은 목적이 변형되어 유지

되기도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동방진영의 위협을 상쇄하는 

냉전의 유물처럼 보였지만 소련이 붕괴된 탈냉전 시기에도, 조직의 목적

이 변경되어 건재하게 되었다. 동맹체결의 당사자 혹은 상대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동맹체결시 국가 구성원 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

문에 시작이 자유롭지 않고, 동맹을 쉽게 버리는 국가는 국제적으로 신

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동맹의 파기 역시 쉽지 않다.    

강대국이라도 핵비확산 레짐이 퍼진 현대사회에서는 핵무장을 쉽

사리 할 수 없고, 강대국이 아니거나 개방경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더욱

이 핵무장을 섣불리 선택할 수 없다. 셋 중 가장 접근하기 쉬워 보이는 

군비증강조차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치체제에서는 함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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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렵다.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핵연구를 빠르게 시작한 강대국과 미국의 

용인을 받은 국가, 개방 경제를 선택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국가만이 핵무장에 성공했다. 동맹의 

관성과 더불어, 민주주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동맹의 체결과 파기는 국

가의 자유로운 선택지가 아니었다. 한 국가의 군비·군사수 증가 역시 시

간이 흐를수록 아무 때나 꺼낼 수 있는 만능카드가 아니었다. 경성균형

전략을 사용하는 데에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강대국인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지, 시장을 어느 정도 개방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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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성균형: 유엔총회 결의안의 발의와 투표

1. 유엔총회와 분석대상국가의 유엔 회원국 지위 

1) 유엔총회(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뒤 전쟁방지와 재건을 위해 설립된 유엔

(The United States)의 총회가 유엔총회이다.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회

원국들의 의견과 목소리이지만, 한 국가의 국내법만큼의 구속력과 국제

법적 효력을 지니진 못한다. 다만, 평판을 좌우할 수 있는 외교적 효력

을 가지고 있다. 

논문에서 다루는 핵무장 혹은 핵개발과 관련된 대부분의 결의안은 

유엔총회의 위원회 중, 안보문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27)에서 채택된다. 

나머지 위원회에서는 핵무기와 관련된 결의안이 극소수로 나올 뿐이다. 

다만, 특별정치위원회(Special Political Committee: SPC)에서는 유엔창

립 초기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거의 매년 ‘이온화 방사선의 영향(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의 단어가 들어간 결의안을 채택했다. 핵

실험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핵무장국과 숙적 국가의 유엔 회원국 지위  

핵무장국과 숙적 국가의 유엔가입시기28) 역시 본 논문의 분석에 

중요한 요소이다. 핵무장국부터 순차적으로 유엔의 가입 시기를 살펴보

겠다. 북한을 제외하면 국제권력의 작용을 설명하기라도 하는 듯, 핵무

장국의 유엔가입 시점의 편차가 숙적 국가 간 가입 시기 편차보다 작다. 

핵무장국 미국, 러시아(구소련 승계), 영국, 프랑스, 중국, 총 5개

국은 유엔 창립 당시에 가입하여 1945년 10월 24일에 회원국 지위를 

27) 제1위원회는 군축과 안보(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를 다룬다. 

28) UN 홈페이지 참조함. http://www.un.org/en/member-state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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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이스라엘은 1949년 5월 11일에 가입했으며, 인도는 1945년 10

월 30일, 파키스탄은 1947년 9월 30일, 북한은 1991년 9월 17일에 남

한과 동시 가입했다. 

숙적 국가인 쿠바, 이집트, 시리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

화국(이하 유고슬라비아)29)은 유엔의 원년 멤버로 1945년 10월 24일에 

가입했다. 일본은 1956년 12월 18일, 아프가니스탄은 1946년 11월 19

일, 파키스탄은 1947년 9월 30일에 유엔 회원국 지위를 획득했다. 베트

남은 베트남전쟁이 끝난 뒤인 1977년 9월 20일에 유엔 회원국이 되었

다. 이로 인해, 중국의 숙적 국가지만 유엔 회원국 지위를 상대적으로 

늦게 획득한 베트남은 중국의 핵무장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도, 핵무

기·개발과 관련된 결의안 발의나 투표에서 행동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논문의 유엔총회 결의안 분석에서 베트남은 숙적 국가임에도 분석대

상이 아니다. 

다만, 중국은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의 내전인 국공 내전(國共

内戰)을 겪었던 시기인 1927년부터 1950년까지는 분석 시기가 되기 어

렵다. 더불어 ‘중국’의 대표지위가 중화민국(대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중

국)으로 이양된 1972년을 기점으로 이전은 대만, 1972년부터는 중국을 

뜻함을 고려한다. 

2. 유엔총회의 핵 관련 결의안 발의와 추세의 의미

1) 유엔총회 핵 관련 키워드와 결의안 수의 변화

 

본 논문의 분석대상 결의안은, 유엔총회 결의안 제목 내에 원자/이

원자(atomic), 핵(nuclear), 군축(disarmament)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결

29) 영문 국가명은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SFRY)’이다. 내전으

로 1992년에 유엔 회원국 지위가 정지되었다. 2000년에 신유고슬라비아 공화국

이란 이름으로 유엔 회원국 지위를 회복했고, 과거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공화

국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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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이다. 이러한 세 단어의 빈도는 각 단어의 시대적 의미에 따라 변한

다. 유엔창립 초기에는 현대에 주로 사용되는 형용사인 ‘nuclear’라는 단

어보다 ‘atomic’이라는 형용사가 보편적이었다. 미국이 미국 외부로 핵

이 확산되지 않길 원했던 40년대와 소련과 영국이 핵무기를 개발한 50

년대 초까지도, 핵무장과 관련된 결의안에는 주로 atomic이라는, 

nuclear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과학적 의미를 지닌 단어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상임이사국(P5) 다섯 국가가 모두가 핵을 

가진 이후에 변화가 시작됐다. 대륙별로 군사적 용도의 핵개발을 적극적

으로 추구하는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한 70년대부터는 nuclear라는 단어

가 포함된 결의안이 atomic을 사용한 결의안의 빈도수를 압도하기 시작

했다. disarmament라는 단어 역시 미국과 소련이 양자 간 군축을 적극

적으로 시도하고, 많은 국가의 군사무기 개발 용도를 억제하고자 했던 

70년대부터, 매년 약 10회에서 30회 정도의 빈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2) 70년대 후반 ~ 80년대 중반, 결의안 수의 폭발적 증가

   : 핵에 관한 위협인식 

세 단어 전체의 빈도수가 극히 낮거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

이 있다. 빈도수가 낮은 시기는 유엔총회를 국가들이 의견의 각축장으로 

인식하기 전인 40년대에서 50년이고, 결의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

기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이다. 그 이후에는 여전히 30개 

정도의 핵 관련 결의안이 매년 채택되지만, 그 증감 정도는 앞에서 언급

한 시기의 정도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그림 3-1>은 그 추세를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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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유엔총회 결의안30) 수의 변화> 

출처: UN 홈페이지 아카이브를 참조하여 저자가 정리.

세 가지의 키워드를 포함한 결의안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분석 

시기 중 1985년으로 53개의 핵 관련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 수는 소련

의 몰락과 탈냉전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드는데, 냉전이 종식된 

1991년에는 그 수가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25개 결의안이 채택될 정

도로 감소한다.

이러한 핵 관련 결의안의 변화 추이는, 조동준에 따르면 국가들

이 핵을 위협으로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한다. 위협의 정도라는 그

의 말을 따라 위협이 폭증하던 시기의 핵무장 국가를 살펴보면 그 한가

운데에 인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는 1974년 첫 핵실험을 거쳐, 

1988년에 핵무장국가가 되었다. 인도는 양극체제의 축은 아니지만, 비핵

보유국으로서 세계와 지역차원에서 받는 위협의 해소와 지역의 패권이 

되고자 스스로 핵을 개발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미소 양

30) 세 가지 키워드(atomic, nuclear, disarmament)가 제목에 포함된 유엔총회 결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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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40년대에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였고, 지역 내 숙적 국가인 중국 역

시 1964년에 핵무장을 진행했으며, 상대적으로 멀지 않은 거리의 이스

라엘이 1967년에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인도 역시 핵무장을 결심했

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냉전의 종식으로 군사적 위협과 핵위협이 역시 감소한 뒤에는 80

년대만큼 결의안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이 없었다. 세계적으로 유

명한 북한 핵문제에도 국가들의 위협인식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

다. 핵무기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 어떤 무기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던 시기, 세계차원의 갈등이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 핵의 위협이 갈수

록 높아졌음을 <그림 3-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핵비확산 노

력에도 오히려 1980년대에 아시아, 중동, 남미에 핵무기를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등장(한국, 대만,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외) 했던 이유는 

핵위협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핵무기의 획득에는 기술 장벽이나 비

확산 레짐보다 국가의 의지31)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 위협이 냉전종식

으로 인해 사라지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가가 핵무장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3. 유엔총회의 핵 관련 결의안 발의와 투표

유엔총회에서 핵무장국에 대한 숙적 국가가 행동할 수 있는 운신

의 폭은 결의안의 발의와 투표이다. 필자는 발의가 적극적인 행동의 형

태이고, 투표가 소극적인 행동의 모습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목차 Ⅲ

에서의 분석은 투표보다는 ‘스폰서링(sponsoring)’이라고 불리는, 국가의 

발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의안 발의 과정에서 행동하는 모습은 크게 초안의 단독 혹은 공

동 발의, 뒤늦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발의자가 되는 형태, 마지막

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그 안을 발의자가 수용하는 모습으로 분류할 수 

31) Dong-Joon Jo, Erik Gartzke(2007)



- 36 -

있다. 각 경우, 발의를 할 때 드는 수고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 사안에 

따라서도 시간과 설득 비용의 차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두 부분을 통

제한다. 공식적인 발의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정안 제시 역시 발의로 합

산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초고(draft)를 발의하였으나 타국의 지지를 받

지 못하여 채택되지 않거나 스스로 제안을 철회하는 형태도 있다. 본고

에서는 결의안으로 채택되어 결의안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드래프트는 

고려하지 않는다. 

투표로 국가가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방식은 네 가지이

다. 첫째, 투표에 찬성하기, 둘째, 투표에 반대하기, 셋째, 투표하지 않고 

기권하기, 넷째, 아예 기권조차하지 않고 투표에 불참하는 방식이다. 

2000년대의 핵 관련 결의안에 투표하는 방식을 비교하였을 때, 미국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반대(against)’로 투표하는 경우가 다수였고, 

한국은 반대보다 ‘기권(abstaining)’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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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성균형: 숙적 국가의 결의안 발의와 토론

핵무장국들은 물리적인 핵무기 개발만을 균형전략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비물리적인 언어를 통한 전략 역시 균형전략으로 사용했다. 다

른 국가의 인식과 평판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국의 

입장을 적절히 전달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활용했다. 국가들은 국제기구

에서 핵무장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언급하거나 핵비확산을 향한 노력을 

드러냈다. 

비핵무장국들은 반대로 재래식 군사전략을 사용하거나 핵개발 시

도하는 물리적 균형전략과 함께 핵무장국을 대항한 목소리를 높이며 연

성균형전략을 실시했다. 국가에 따라 적극성의 차이는 있었으나, 그들은 

핵무장국들을 비판 혹은 비난했고, 핵실험 중단을 요구하거나 핵 없는 

평화 지대를 구축하자고 제안하였다. 

냉전 시기, 핵을 둘러싼 연성균형전략이 가장 활발하게 드러난 무

대이자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유엔총회였다. 유엔안보리만큼의 구속력은 

없지만, 자국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유엔총회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이었다. 최근에는 북한 핵무장을 두고 

유엔안보리에서 제재와 다양한 비판이 오고가지만, 냉전이 끝나기 전까

지 유엔안보리는 영토와 민족 분쟁을 주로 다루던 국제기구였다. 핵문제

의 가벼운 논의부터 비중 있는 논의까지 토의된 장은 유엔총회였다. 

1940~1950년대 냉전 초기에는 양 진영의 강대국들이 언어로 대

리전을 벌였고, 1960년대에는 양 진영의 초강대국들이 유엔총회 활용이

란 측면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 사이 외교를 중시하는 스웨덴, 

일본과 같은 중견국들이 유엔총회 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1970~1980년대에는 분쟁지역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분쟁을 이어나가던 남아시아의 인도와 파키스탄, 중동의 

이집트, 이란, 요르단과 같은 국가들이 유엔총회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

를 냈다.   

하지만 핵무장이 완전히 끝난 국가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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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level)
결의안 예시 

세계

세계차원의 일반적 핵 결의안

- Reports of the Atomic Energy Commission/Agency

- Effects of atomic radiation 

-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 World Disarmament Conference
세계차원의 특정적 핵 관련 결의안

-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 Reducing nuclear danger or Reducing nuclear testing
냉전기 양극, 미국과 소련의 군축 혹은 협력 결의안 

- Bilateral nuclear arms negotiations

지역
- 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free zone in the  

  South Pacific

한, 유엔총회에서 더 이상 핵 관련 결의안을 적극적으로 형성하지 않았

다. 타국보다 물리적 우위를 점하거나 균형을 이뤄냈다는 이유뿐만 아니

라, 유엔총회가 점점 인접한 혹은 자국에 위협이 되는 핵무장국을 규탄

하는 무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핵무장을 비판하는 목소리 수가 수적으로 

많았기에, 비핵무장 국가군이 모여 결의안을 형성하거나 혹은 비핵무장

국 소수가 형성하는 비핵에 관한 결의안이 타국의 지지를 받기에 더 수

월했다. 이상의 이유로 핵무장 국가는 유엔총회에서 점차 소극적인 자세

를 취했다. 

핵무장·개발 국가에 대한 숙적 국가의 대응을 면 히 살펴보기 위

해 아래 <표 4-1>와 같이 수준(level)별로 결의안을 분류하였다. 예시처

럼 비슷한 종류의 결의안은 같은 수준으로 분류한다. 표 안의 예시는 전

수가 아니다. 같은 맥락의 결의안조차 해를 거듭하면서 이름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도양 평화지대 선언’은 이후 ‘인도양 평화지대 

선언의 이행’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표 4-1: 세계·지역·국가차원의 결의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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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free zone in the 

  region of the Middle East

-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Africa

국가

- Israeli nuclear armament

- Mongolia's international security and nuclear weapon

  free status

출처: UN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저자가 기준을 세워서 분류. 

미국부터 파키스탄 핵무장에 이르기까지 본 논문은 같은 결의안 

분류방식을 채택한다. 다만, 시점에 따라 세 수준의 결의안이 모두 존재

하기도 하고, 한 수준의 결의안만 존재하기도 한다. 유엔총회 형성 초기, 

즉 미국과 소련의 핵무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 시기에는 지역 수준과 국

가 수준의 결의안이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결의안의 수 자체도 극히 적

었던 이유가 있었다. 총회 설립 초기에는 상임이사국들과 다른 두 국가

에서 일반위원회(General Committee) 부의장을 맡아 모든 안건(item)을 

확인하고 결의안 수를 제한하는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은 1957년 ‘1192 (XII)’ 결의안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출신의 부의장이 네 명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오면서 

바뀌기 시작한다.32) 1946년에서 1957년까지 핵 관련 결의안이 주로 

1~2개, 많아야 4개를 기록했다면, 1958년부터 1960년까지 3년간 매년 

8개를 기록하고, 예외적으로 결의안이 없었던 1964년(19회 정기 세션, 

UN 공식 아카이브 기준)을 제외하면,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 2018년

까지도 과거와 같이 적은 결의안이 발의된 해가 없었다.    

원자(atomic), 핵(nuclear), 군축(disarmament)이라는 키워드를 제

목에 포함한 결의안 중, 행정예산(administrative budget)과 감사(audit)

32) Dong-Joon Jo, Power Resources, Preferences, and Influence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Ph.D.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03, p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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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결의안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더불어, 독립된 결의안과

‘A/RES/1376(XIV)’과 하나의 번호에 A, B, C 등으로 부속된 결의안

‘A/RES/1402(XIV)B’을 동일하게 각각 하나의 결의안으로 계산하였다. 

하나의 번호에 A, B, C로 나뉘어있다고 해도, 발의 국가가 다른 경우가 

많고, 투표도 각각 시행하며, 내용도 유의미하게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1. 미국과 소련의 핵무장과 숙적 국가의 대응

미국은 1945년, 소련은 1949년에 핵무기 배치를 완료했다. 미국

은 자신의 단독 핵무기보유가 소련에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

기에, 소련의 핵무장을 저지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결의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시점은 앞에서 밝혔듯 핵무장·개발을 기준으로 이전 5년과 이후 10년이

다. 하지만 유엔총회의 첫 회기가 1946년인 점을 고려하면 미국 핵개발 

이전 5년을 분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유엔총회 설립 시기인 1946년부

터 핵무기 배치 이후 10년인 1955년까지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숙적 국

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본다. 더불어 핵무기 배치와 접한 관계가 

있는 역사적 사건인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고려하여, 1959년에서 1962

년 사이 미국의 숙적 국가가 된 쿠바의 행동을 함께 분석한다. 소련의 

핵무장은 1949년에 완성되었으므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총회 창설 시기

인 1946년부터 핵무기 배치 10년 이후인 1959년까지 소련의 숙적 국가

가 어떠한 결의안을 형성하고 어떠한 투표행태를 보이는지 분석한다.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미국과 소련, 그리고 양 국가의 숙적 국가가 

형성한 결의안의 횟수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1>33)과 같

다. 미국과 영국은 가장 강력한 동맹답게 결의안 형성 증감 추세가 비슷

하다. 중국은 상임이사국의 공동 발의와 회원국 전체 발의 두 번을 제외

33) 1947년에는 핵과 관련된 결의안이 없어 점이 찍혀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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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USSR Nuclear Armament

1952 UK Nuclear Armament

1962 Cuban Missile Crisi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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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1949 1952 1955 1958 1961
Year

US_sponsor USSR_sponsor
UK_sponsor ('47-'56) China_sponsor ('46-'49, '58-)

Cuba_sponsor ('59-'62) Yugo_sponsor ('48-'55)

Sponsoring Numbers (1946-1959, 1959-1962)

하고, 발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소련은 미국을 위시한 친서방국

가군보다 적은 결의안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결의안 형성을 

위한 토론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과 소련은 결의안 토론 내용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유고슬라비아는 소

련과 숙적인 시기에 투표와 토론으로써 친서방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쿠바는 쿠바 미사일 위기와 관련하여 특별한 행동을 한다고 판

단할 수 없었다. 

 <그림 4-1: 1949~1962년, 

미국·소련과 숙적 국가의 결의안 발의 횟수> 

출처: 1946년부터 1962년 사이의 UN Yearbook 내용을 저자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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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차원의 결의안

유엔의 창립 초기에는 초안(draft) 수준의 통과조차도 쉽지 않았

다. 양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했기 때문에 초고뿐만 아니라 수정안까지 

타진영이 거부하는(reject) 일이 많았다. 결의안 수 자체도 절대적으로 

적었다. 1980년대에 원자, 핵, 무장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포함한 결의안

이 40~50개 정도라면, 분석 시기 동안 가장 많은 결의안을 냈던 1959

년에도 결의안이 10개를 넘지 못했다. 투표결과 또한 주로 기록되지 않

았고(non-record) 투표 없이(without vote) 진행되었다. 투표 국가들의 

의사를 파악하는 방법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미국 핵무장에 대한 숙적 국가의 대응을 분석하는 시점인 1946년

에서 1955년 사이에는 세계 수준의 일반 결의안과 특정 핵 결의안만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원자력의 평화로운 사용에 관한 국제회의에 관해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34), “모든 무장력과 무장에 대한 규제, 제한 그리고 균

형적인 감축(Regulation, limitation and balanced reduction of all armed 

forces and all armaments: report of the Disarmament Commission)”35)과 

같은 세계 수준의 결의안이다. 소련의 분석 시점인 1946년에서 1959년 

사이에는 미국 분석 시점 이후에 지역 수준의 결의안이 등장한다. “사하

라 지역에서의 프랑스 핵실험에 대한 질문(Question of French nuclear 

tests in the Sahara)”36)처럼 구체적인 지역과 국가명이 들어가는 결의안

이 채택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세계 차원의 결의안은 주로 원자력에 대한 국제 통제나, 

제한, 균형, 평화적 이용 그리고 원자 방사선의 영향(effects of atomic 

radiation)에 대한 내용이다. ‘nuclear’라는 단어보다는 ‘atomic’이란 주

요어를 포함한다. 결의안에 ‘nuclear’라는 단어가 포함되기 시작한 해는 

1959년으로, 미국과 소련 그리고 영국의 핵무장이 모두 끝난 뒤, 프랑스 

34) A/RES/810(IX)B

35) A/RES/715(VIII)

36) A/RES/1379(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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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에 대한 중단 요구가 시작하면서 등장하였다. 물론, 결의안 제목

이 아닌 내용에서는 그전에 이미 ‘nuclear’란 단어가 등장하였다.   

2) 서방진영 결의안의 압도적 우세

   : 미소 양 진영의 결의안 내용과 대결 

1946년부터 1955년까지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숙적 국가였던 시

점에 세계수준의 결의안이 15개 존재한다. 미국은 9개의 결의안을 발의

하였고,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6개 중 4개 결의안이 프랑스, 캐나다, 호

주, 벨기에 등 서방진영이 발의에 참여한 결의안이며, 해당 결의안에 대

해서는 권고나 지지의 방식으로 미국은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나머지 

두 개는 각각 인도와 소련이 발의하였다. 이에 반해 소련은 2개 결의안 

발의와 한 개 결의안에 제출한 수정안이 승인되었을 뿐이다. 

유엔총회의 결의안이라는 결과물만 놓고 보면,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을 세계 양대 축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더불어 소

련이 연성균형을 통해 미국과의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했다면 그 또한 실

패했다고 볼 수 있다. 1949년 소련은 핵을 개발하여 핵균형에 도달하였

다. 

(1) 1940년대 결의안: 미국과 서방진영 결의안의 우세 

1940년대에 핵 관련 세 가지 키워드를 포함한 결의안은 총 4개였

다. 1946년에 한 개, 1948년에 두 개, 1949년에 한 개이다. 이중 미국

과 영국은 다른 국가들과 함께 세 개의 결의안을 발의하고 나머지 하나

도 프랑스와 캐나다의 결의안을 지지하는 형국이었으나, 소련은 1946년 

결의안 한 개에만 발의하는 데에 성공했다. 

1946년 유엔총회 첫 정기 세션에서 ‘원자’라는 단어를 포함한 결

의안은 “원자력 발견으로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 설립

(Establishment of a commission to deal with the problems raised 

by the discovery of atomic energy)”37)이다. 미국, 영국, 소련, 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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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랑스, 중국이 함께 결의안 형성에 참여했는데, 1945년 11월 15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영국이 먼저 제안을 하고, 한 달 뒤 모스크바 외무부 

회의에서 소련이 함께하는 데에 동의했고, 그 뒤에 나머지 세 국가도 참

여했다.38) 결의안은 위원회가 ‘모든 국가는 평화적 결과를 위한 기본적

인 과학 정보를 교환’하고, ‘원자력이 오로지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될 

정도의 원자력 통제와, ‘국가의 원자 무기(atomic weapon) 무장과 대량

파괴가 가능한 주요한 다른 무기들을 제거’한다는 구체적 제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자 무기(atomic weapon)라는 용어에서는 아직 강대국들 

사이에 핵무기(nuclear weapon)가 보편적으로 등장하기 전의 평화적 조

율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같은 해 “무장 축소와 일반 규제를 관할하는 원칙

(Principles governing the general regulation and reduction of 

armaments)”39)이라는 결의안에서 소련은 서방진영과 균열선을 드러내

기 시작했다. 결의안 자체는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으나 토의 과정에서 이

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원자 무기 

문제의 해결이었으나 대부분의 국가 대표들은 일반 군축, 원자력 통제, 

집단 안보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함을 느꼈다.40) 국가들은 소련이 

무장에 대한 일반적 축소라는 프로포절을 앞장서 제시한 일은 칭찬하나 

많은 국가 대표들은 소련이 결의안에 사용한 용어가 모호하여 군축의 일

반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가 더 구체적인 원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소련이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으로 인해 무장 축소 제안

의 기본적 수락도 쉽지 않다고 말한 데에 미국과 영국은 거부권 제거 제

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41)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이 행사될 

시, 소련은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 상황을 유엔총회 첫 회인 1946년부터 

고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7) A/RES/1(1)

38) UN Yearbook(1946), pp.64-66 그리고 UN 공식문서 A/12. 

39) A/RES/41(I)

40) UN Yearbook(1946), pp.139-143. 

41) UN Yearbook(1946), pp.13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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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채택된 두 개의 결의안은 모두 서방진영의 결의안이었고, 

토의과정에서 양 진영은 서로를 비판했다(criticize). 분석대상 결의안 

중, 첫 총회 다음에 바로 ‘비판’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원자력 위원회

의 보고서(Report of the Atomic Energy Commission)”42) 결의안을 

위해 캐나다, 소련, 인도가 드래프트를 제출했는데, 소련과 인도의 드래

프트는 제1위원회에서 기각되었지만, 소련은 그럼에도 총회에 자신의 드

래프트(A/C.1/310)를 제출했고 다시 기각되었다.43) 소련 안은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 등 진영의 호응을 얻었지만, 6개국의 찬성과 39개국의 반

대, 7개국의 기권으로 결의안 형성에는 미치지 못했다.44) 캐나다는 자신

이 제출한 결의안의 목적에 대해, 조약의 드래프트 준비라는 관점에서 

어떤 위원회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현실적 기초가 있는지에 대해 발의 

국가들이 함께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45)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하 우크라이나)은 앵글로 아메리카(Anglo-America)

진영이, 원자 무기 금지와 원자력의 국제 통제에 관한 두 가지 조약

(conventions)을 동시에 구상하는 소련의 드래프트는 거부하고 자신들의 

프로포절이 아니면 동의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증명했다고 말했고, 

‘희생을 보여줌과는 거리가 먼, 미국의 계획은 초국가주의의 증명으로 

국제적 삶에 독을 주입하고 모든 공동 협력을 막는’다고도 언급했다.46) 

프랑스 대표는 그런 동시성이 문서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존재한다면 합

의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결론지었다.47) 즉, 소련이 원자 무기와 원료를 

훨씬 더 강하게 규제하길 원했던 반면, 통과된 캐나다의 안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합의해나가자는 느슨한 구상이었다. 

통과된 결의안에 따라, 원자력 위원회는 1949년 2월 18일에 다시 

모였는데, 이때 소련은 미국의 책임을 물었다. 미국과 영국은 소련의 새 

드래프트(AEC/37)가 이전 드래프트(A/C.1/310)와 비슷하다고 거부한 

42) A/RES/191(III)

43) UN Yearbook(1948-1949), pp.345-351. 

44) UN Yearbook(1948-1949), pp.348-349.

45) UN Yearbook(1948-1949), pp.349.

46) UN Yearbook(1948-1949), pp.346.

47) UN Yearbook(1948-1949), pp.3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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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었고, 소련은 ‘미국이 세계 모든 영토의 모든 우라늄 비축분과 토

륨광을 소유하여 슈퍼독점적(super-monopolistic)인 원자 신탁을 만들

어 미국이 원자 무기 생산의 장을 독점하겠다는 환상을 품고’ 있다고 비

난했다.48) 

1948년의 또 다른 결의안 “원자 무기의 금지와 상임이사국의 무

장과 무력의 3분의 1 감축(Prohibition of the atomic weapon and 

reduction by one-third of the armaments and armed forces of th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49)은 벨기에의 드래프트

에 프랑스와 시리아의 수정안과 호주, 중국, 시리아, 영국, 미국의 권고

가 포함된 결의안이었다. 소련의 드래프트는 소위원회(sub-committee)

에서 거절된 뒤 1위원회에서 다시 고려되었으나 다시 채택되지 않았

다.50) 소련의 드래프트는 안보리 상임위원회 국가들은 한 해 동안 무장

력의 3분의 1을 감축하고, 원자 무기를 금지하며, 안전보장위원회 틀 안

에서 국제 통제체제를 설립하라는 권고로 유고슬라비아와 체코를 포함한 

소련 진영에서 지지를 받았으나, 프랑스와 영국은 소련의 프로포절이 비

현실적으로, 대량파괴 무기와 원자 무기의 통제된 금지에 대한 그 어떤 

합의가 있기도 전의 군축문제를 고려한다는 게 비논리적이라고 했다.51) 

폴란드, 체코, 벨로루시 소비에트 공화국 대표는 소련의 권고에 대한 거

부에 대한 주된 책임이 북대서양조약에 있고, 192(III) 결의안은 군축이

나 원자 무기 금지를 이끄는 아무런 행동도 보장하지 않는 가치 없는 결

의안이라고 말했다.52) 자신의 드래프트를 통과시킨 벨기에는 소련의 드

래프트가 군축문제에서 기술적으로 어렵고 효과적인 통제에 대한 필요와 

문제에 대한 정치적 측면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영국 대

표는 소련의 제안이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침략 전쟁을 용

이하게만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대표는 군축에 대한 전제가 국제

48) UN Yearbook(1948-49), pp.352.

49) A/RES/192(III)

50) UN Yearbook(1948-49), pp.362-364.

51) UN Yearbook(1948-49), pp.362-364. 

52) UN Yearbook(1948-49), pp.37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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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신감이라는 분위기여야 하는데 소련이 말과 행동으로 공산주의적 

침공을 하고 있기에 이를 중단하기 전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53)

위 결의안에 대한 이행 문제에 대한 워킹페이퍼를 안전보장이사회

에서 채택할 때에도 양 진영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소련 대표는 원

자력과 원자 무기에 대한 모든 질문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제시

한 프랑스의 프로포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반면, 미국은 위원회가 

원자 무기와 대량파괴 무기에 관한 질문을 다룰 권한이 있지 않다고 말

했다.54)     

1940년대 유엔총회 설립 초기, 일반 위원회의 결의안 게이트 키퍼 

역할55)로 결의안의 수 자체는 적었으나 하나의 결의안을 내기 위해 양 

진영에서 끊임없는 이견을 제시하였다. 소련은 원자력과 원자 무기에 대

한 강력한 통제와 규제를 원했고, 미국의 독점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목

소리를 높여갔다. 하지만 서방진영은 현실적인 이유와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 확장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결의안을 압도적인 비율

로 채택시켰다. 

1949년 8월 29일 소련은 첫 번째 핵실험에 성공했다.56) 같은 해 

11월에 통과된 결의안 “원자력의 국제적 통제(International control of 

atomic energy)”57)를 위한 토론에서도 미소 진영은 양측으로 나뉘어 

이견을 팽팽하게 제기했고, 소련이 제출한 4개 수정안이자 그중 드래프

트가 된 두 개 안은 찬성보다 더 많은 반대표로 인해 모두 거부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토론에서도 서로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키려 했는데, 소련

의 요지는 미국이 국제적 통제를 독점하려하기 때문에 통제 기구의 권한

은 미국이 아닌 집단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고, 미국은 소련이 자신

의 프로포절만 주장하고 협상은 계속 거부하며 미국이 의도를 통제 기구 

독점 확대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말문이 막힌다고 대응했다.58) 이

53) UN Yearbook(1948-49), pp.362-364.

54) UN Yearbook(1948-49), pp.365-369.

55) Dong-Joon Jo(2003), pp.64.

56) 핵실험 장소는 the Semipalatinsk test site로 현재 카자흐스탄 지역이다.  

57) A/RES/299(IV)

58) UN Yearbook(1948-49), pp.35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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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실험에 성공한 소련은 이제 ‘불운한 전쟁 상황에 대비한 많은 원자 

폭탄을 갖게 되더라도’ 이는 산을 폭파시키거나 강물의 흐름을 바꾸는 

국내 경제적 목적의 원자력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59) 소련은 

핵무기 보유를 시작한 뒤, 핵보유의 이유를 다르게 규정했다.  

냉전의 양축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결국 1940년대에 핵균형이라는 

경성균형을 이루었다. 동시에 유엔총회에서도 원자력과 원자 무기 규제

에 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더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며 연성균형에까지 

도달하고자 했다.  

(2) 1950년대 결의안: 미국과 서방진영의 우세 속 소련의 약진 

미국과 소련의 동시 분석기간 중 1951~1955년 연속으로 채택된 

“모든 무장력과 무장에 대한 규제, 제한, 균형적 감축(Regulation, 

limitation and balanced reduction of all armed forces and all 

armaments: report of the Disarmament Commission)”60)에 대해 미

국은 5년 중 1954년을 제외하고, 4년에 걸쳐 영국 외 국가들과 함께 결

의안 발의에 성공했으나, 소련은 1954년 한 개의 결의안 형성에만 실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련의 수정제안이 거부되는 상황에서 중동과 북아

프리카(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예멘)의 수정안이 수용되는 일도 있었다. 

5년간 소련이 결의안에 기여한 부분은 1953년에 제출한 수정안 

중 승인된 ‘일부’와 1954년 “모든 무장력과 무장에 대한 규제, 제한, 균

형적 감축”61) 결의안 A, B, C 중 A 하나에 단독 결의한 일뿐이었다. 양

극의 한 축을 담당하던 국가가 이룬 성과라기에는 40년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보잘 것 없었다. 

다만, 1956년 “모든 무장력과 무장에 대한 규제, 제한, 균형적 감

축62)”에서는 이전과 달리 미국과 소련 진영이 함께 발의했다. 물론, 발

59) UN Yearbook(1948-49), pp.359.

60) 1951년 A/RES/502(VI), 1952년 A/RES/704(VII), 1953년 A/RES/715(VIII), 

1954년 A/RES/808(IX)A-C, 1955년 A/RES/914(X).

61) A/RES/808(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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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 소련, 영국, 유고슬라비아, 호주, 브라질, 엘살

바도르, 인도, 일본, 노르웨이였기 때문에 양 진영의 공동 승리가 아닌 

서방진영의 승리에 소련과 유고슬라비아가 더해진 모양새였다. 이조차도 

1945년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한지 11년째 되는 해이자, 소련이 핵무기

를 개발한지 7년째 되던 해였다. 같은 해, 세계적 수준의 일반 결의안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설립과 관련된 결의안 역시 양 진영이 함께 발

의했다. 두 결의안 모두에 발의국으로 참가한 주체는 미소 양국을 제외

하면, 모두 미국 진영 국가로 호주, 캐나다, 인도, 일본, 영국이다. 1957

년의 “모든 무장력과 무장에 대한 규제, 제한, 균형적 감축63)” 역시 소

련 없이 미국이 포함된 24개국과 수정안을 제시한 8개국의 제안으로 통

과된 결의안이었다. 투표에서 소련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제원자력 

기구의 권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 요청”64)이라는 투표 없이 

통과된 결의안은 미국이 발의했다. 캐나다, 인도, 일본, 스웨덴 외 여섯 

국가가 제안한 “군축 멤버십 확대65)”에서도 소련은 반대표를 던졌다. 

1958~1959년에는 표면적인 발의자의 자리에서 미국과 소련이 점

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일반 위원회의 결의안 통제가 사라지고 부의장의 

자리에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출신 쿼터가 생긴 효과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한 해였다. 유엔총회에 대해 미국과 소련의 직간접적인 통

제력이 약해지면서, 미국과 소련의 행동도 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대

신 적극적인 발의자의 자리는 일본, 스웨덴, 캐나다, 그리고 인도 등이 

담당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 시기 소련은 자신의 진영에서 나온 발의가 

아니라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미기록(non-recorded)을 제외하고, 모

두 반대표를 던졌다.  

62) A/RES/1011(XI)

63) A/RES/1148(XII)

64) A/RES/1146(XII)

65) A/RES/1150(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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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과 소련에 대항한 그 외 숙적 국가의 대응 

   : 미사일 위기의 쿠바, 진영을 넘은 유고슬라비아, 

     유엔 비회원국 중국  

(1) 쿠바의 대응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Cuban Missile Crisis)’로 쿠바가 더 

이상 미국의 우방이 아님이 전 세계에 널리 퍼졌다. 쿠바와 소련의 관계

는 1959년부터 시작되었고, 피델 카스트로는 1961년에 공식적으로 그 

사실을 알렸다. 소련은 미국의 앞마당이라 불리는 쿠바까지 자신의 미사

일 기지를 건설하고자 했다. 따라서 1959년부터 1962년 미사일 위기까

지의 시기는 미국과 쿠바 간 ‘핵’과 관련된 적대 관계가 존재하는 시기

라고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총 4년간 핵과 관련된 34개의 결의안 중 쿠바가 발의한 

결의안은 2개에 불과하다. 그중 하나는 1959년 당시 유엔회원국이었던 

82개국 전체가 함께 발의한 결의안66)이다. 사실상 제대로 발의했다고 

할 수 있는 결의안 하나는 “핵과 열핵실험 중지(Suspension of nuclear 

and thermo-nuclear tests)67)”이다. 24개국 중 한 국가로 발의한 결의

안의 핵심은 ‘핵과 수소핵실험을 중단시킬 국제적 통제가 긴급함을 고

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프랑스 핵실험이 전 세계적 이슈였고,  

해당 결의안에 유일하게 반대투표를 한 국가가 프랑스임을 고려할 때, 

미국이 비판의 주요대상이라기보다는 프랑스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 결

의안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영국 및 이스라엘 등의 국가와 함께 투표

에 기권했다. 

쿠바의 투표 행태를 보더라도 연성균형을 이루기 위해 특별한 노

력을 행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 많지 않다. 34개 분석대상 결의안 중 

2개를 제외하고 모두 찬성했는데, 나머지 2개는 각각 기권과 반대였다. 

반대했던 결의안은 미국과 영국이 발의한 “효과적인 국제 통제하의 핵무

66) A/RES/1378(XIV)

67) A/RES/1402(XI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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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실험 금지 조약의 긴급한 필요(The urgent need for a treaty to 

ban nuclear weapons tests under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68)”로, 동맹을 맺은 소련은 해당 결의안을 위한 토론 시, 미국이 가장 

많은 핵실험을 하면서도 상황을 무마하려는 도덕적 정당화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핵실험 문제의 해결은 일반적 그리고 완전한 군축에 대한 범세

계적 동의에 기초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69) 이와 뜻을 같이하는 

쿠바는 소련 진영 국가들과 함께 결의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을 뿐이었

다. 

쿠바의 결의안과 표결을 종합해보면, 미국 핵무장에 대한 반대 관

점은 있을 수 있으나, 자국만의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영 내 공동 노력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59년, 쿠바와 소련과의 우호 관계가 시작된 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쿠바에게 국제정치보다 국내정치가 더 중요했던 시기이다. 체 게바라

와 피델 카스트로가 일군 혁명이 중남미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

기도 하는데, 주 EU 쿠바대사였던 Carlos Alzugaray Treto는 쿠바 미

사일 사건에 대해,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을 뿐이

고, 당시 쿠바를 뒤흔든 사건은 쿠바혁명이었다고 말했다.70) 즉, 쿠바의 

관심은 미국의 핵무장에 대한 비판보다는 국내로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경성균형을 분석했던 이전 목차에서 살펴보았듯, 쿠바는 

해당 시기에 군사수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위에서 언급했듯 동방진영에 

세를 더하는 연성균형전략 역시 취했다. 실질적으로, 국내 정치의 파도 

속에서도 균형화 전략을 놓지 않았다. 

68) A/RES/1649(XVI)

69) UN Yearbook(1961), pp.22.

70) 필자의 미소 간 우적관계와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강연자의 대

답. 2017.11.20.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초청강연. “Cuban Foreign 

Policy 195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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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고슬라비아의 대응

유고슬라비아가 소련의 영향력을 우려했던 기간은 1948년부터 

1955년까지의 시기로, 이 전체 시기 동안 결의안 형성 없이, 하나의 수

정안을 결의안에 추가시켰다. 결의안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연성균형에 

대한 시도를 숫자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에 유엔 문서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고, 어떠한 연성균형전략을 시도했는지를 살펴보았다. 

1948년에 통과된 두 개의 결의안 모두 소련 진영에 서 있었는데, 

그럼에도 폴란드나 우크라이나처럼 미국을 비난하거나 노골적으로 소련

의 결의안을 찬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캐나다의 드래프트가 

교착상태를 타개할 만한 해결책이 아니라든가71), 강력한 군축과 원자 무

기 금지에 대해 언급한 소련의 드래프트가 이행된다면 국제 협력과 자신

감의 단단한 기초를 만드는 데에 버금갈 수 있다고 지지하는 정도이다. 

1950년에는 소련 드래프트를 지지하는 소련 진영 국가에서 모습

을 감춘다.72) 1951~52년에는 미국·영국·프랑스 드래프트73)의 특정 단

락의 의미를 분명히 하길 요청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미국에 우호적

인 국가들과 함께, 무조건적 원자 무기 금지를 찬성하는 소련의 드래프

트를 반대하고, 국가들 간의 “협상”을 이야기하는 세 국가의 공동 드래

프트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74) 1953년 715(VII) 결의안을 위한 토론에

서도, 서방진영의 발의국과 함께 드래프트에 찬성한다고 견해를 밝혔

다.75) 핵 관련 분석대상 결의안에서, 유고슬라비아는 1954년에 별다른 

의견 표명이 없었고, 군축위원회 멤버였던 1955년에도 의견을 내지 않

았다.76) 

종합하면, 유고슬라비아는 1948년부터 소련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서방진영에 다가가 연성균형화를 시도했고, 소련과 숙적 관계가 소멸하

71) UN Yearbook(1948-1949), pp.348-350.

72) UN Yearbook(1948-1949), pp.418.

73) 채택되어 결의안 A/RES/502(VI)가 됨. 

74) UN Yearbook(1951), pp.172-174.

75) UN Yearbook(1953), pp.266.

76) UN Yearbook(1954), UN Yearbook(19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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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56년에 가까워질수록 양 진영의 움직임 모두에 특별한 의견을 내

지 않았다. 국제무대에서 무행위인 침묵 또한 나름의 의미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고슬라비아는 연성균형전략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중국의 대응: 유엔 비회원국 상태

중국(중화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China)은 분석 시기 

당시 숙적 국가였으나 그 시기에는 대만(중화민국, Republic of China)

이 유엔의 대표국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중국은 중국의 대표문제 및 대

표지위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미국의 핑퐁외교 이후인 

1972년에서야 유엔대표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유엔총회 내 숙적 대응을 살펴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4) 영국의 대응 

영국은 소련이 첫 핵실험을 하기 2년 전부터 핵무기 개발 프로그

램을 시작했고, 소련의 첫 핵실험 3년 뒤에 영국 역시 핵실험에 성공하

므로 미국과 소련과 같이 핵무장국 사이의 숙적 관계라 할 수 있다. 영

국과 소련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목차 2에서 살펴본다.

4) 소결

미국과 소련의 핵무장에 대항한 숙적 국가군은 많은 결의안을 형

성하지 못했다. 결의안 형성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적은 수의 결의안을 위해서, 미국 진영과 소련 진영은 치열하

게 주장을 전개해나갔다. 국력이 강한 미국과 소련이 가장 많은 토론을 

진행했고, 서방진영의 압도적 우세 속에서 캐나다와 프랑스가 많은 결의

안을 제출했으며, 미국과 영국 역시 진영의 옹호를 받으며 소련보다 더 

많은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쿠바와 유고슬라비아도 균형화 시도를 하였

으나 상대적으로 힘이 너무 약한 소국이었기에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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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핵무장과 숙적 국가의 대응

영국이 첫 핵실험에 성공한 날은 1952년 10월 3일이었다. 1947

년에 시작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결과였다. 영국의 핵무장 시기라고 볼 

수 있는 1952년에 그의 숙적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국가는 소련 일국

이다. 다만, 영국과 소련은 1956년까지 숙적 관계였기 때문에 영국 핵무

장에 따른 소련의 대응과 소련의 핵무장에 대한 영국의 대응에 대한 분

석기간은 각각 1947년부터 1956년과 1946년부터 1956년까지이다. 

1946년부터 1956년까지 양국 사이에 어떤 대응과 비판이 있었는지 분

석한다. 

  

1) 세계차원의 결의안

 

영국과 소련을 대상으로 한 분석기간 11년 동안, 유엔총회의 정기

총회는 1회부터 11회까지 진행되었다. 해당 시기는 이전 ‘1. 미국과 소

련의 핵무장과 숙적 국가의 대응’에서 다루었던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펼쳐지던 시기에 포함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분석의 내용이 상당부분 겹

친다. 미국 진영 안에 영국이 있었고, 영국은 미국의 제1 동맹국이자 진

영의 선봉에 있었기 때문이다. 겹치는 내용은 생략하거나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11년 동안, 유엔총회에서는 핵과 관련된 지역 혹은 국가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없다. 이는 영국과 소련 쌍방이 서로를 특정한 제

목을 붙여 결의안을 형성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형성된 결의안은 목차 1에서 다루었듯 원자력의 통제 

및 규제에 관한 결의안, 원자력 국제 통제 기구 형성을 향한 결의안, 방

사능의 영향과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결의안으로 모두 세계차원

의 결의안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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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과 소련의 숙적 국가로서의 상호 대응  

   : 서방진영의 여전한 우세

서방진영의 결의안 발의와 투표의 압도적 우세를 이전 목차 1의 

‘2) 서방진영 결의안의 압도적 우세’에서 확인했다. 이때 영국은 결의안

을 채택을 위해 힘쓰는 미국 진영의 핵심에 있었고, 앞에서 살펴보았듯, 

소련은 1955년까지 이렇다 할 비판적인 결의안을 발의하지 못한 채 왕

성한 토론활동을 펼쳤다.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 단계까지만 활약하는 모

습을 보였다. 

소련이 이 시기 동안 직접적으로 비판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영국

은 미국 진영을 비판할 때 함께 비판했을 뿐이다. 애초에 영국은 소련의 

핵무장 전까지 핵실험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영국은 소련의 드래프트에 

주로 반대했지만 외교적인 언어를 구사했다. 1948년 “원자력 위원회 보

고서” 결의안 채택을 위한 토론 당시, 소련의 강력한 군축과 원자 무기 

금지 제안에 대해, 영국은 현실적으로 금지 조약이 시행되려면 반드시 

효과적인 통제 계획이 작동하고 있어야 했다든지77), 1950년 “원자력의 

국제 통제” 결의안을 위한 토론에서 미국의 핵독점 잘못을 매번 반복해

서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하거나 소련의 “충격적이고” 모순적 태도

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고, 원자력과 재래식 무장에 통제 시스템을 적

용하는 일과 타이밍은 조율해 나가야하는 부분이라고 대응했다.78) 같은 

토론 과정에서 소련은 원자력 통제가 원자 무기의 무조건적 금지가 필요

하고 금지의 실행은 강한(strict) 국제 통제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국을 공세적으로 비난하였다. 

1955년이 되면서 소련의 공세적인 태도에 조금 변화된 모습이 보

였다. 강력한 의견 개진은 전과 다를 바 없었으나, 서방진영의 드래프트

에 계속 수정안을 제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5년 째 같은 제목으로  발의

되는 결의안 “모든 무장력과 무장에 대한 규제, 제한 그리고 균형적인 

감축”79)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이 결의안이 영국을 포함한 미국·프랑스·

77) UN Yearbook(1948-49), pp.348.

78) UN Yearbook(1950), pp.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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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4개국이 발의안 서방진영의 드래프트임에도, 자신이 제시한 드래

프트 “국제 긴장의 완화 진전과 국제 협력의 발전을 위한 조치

(Measures for the further relaxation of international tension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80)를 철회하고 몇 개의 

수정안을 그들의 드래프트에 포함시켰다.81) 소련의 입장에서는 서방진영

의 드래프트에 자신이 원하는 무장 축소와 원자 무기 금지에 관한 권고

가 빠져있을뿐더러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제안이 국제적 불신과 긴

장만 높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조치들이 적용되는 최종

단계에서는 통제의 방법으로 무장 축소와 원자 무기 금지가 적용될 수도 

있고 원칙에 대한 합의 조건 또한 현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양측 모

두가 받아들일 만한 정도라고 생각했다.82) 소련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

이 이전과 달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1956년, 소련은 해당 연도에 발의된 2개의 결의안에 모두 발의 국

가로서 참여하였다. 영국이 핵을 가진 이후였을 뿐만 아니라, 두 결의안 

“모든 무장력과 무장에 대한 규제, 제한 그리고 균형적인 감축83)”과 “유

엔총회 결의안 810(IX)에 따라 설립된 권고위원회가 유엔을 대신해 유

엔과 IAEA가 관계를 맺을 협정을 협상할 권한(Authorization for the 

Advisory Committee establish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810 (IX) to negotiate on behalf of the United Nations an 

agreement to establish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84)”은 미국·영국 역시 함께 

한 발의였다. 심지어 두 결의안에 모두 발의자로 참여한 국가가 세 국가 

외에 호주, 캐나다, 인도, 브라질, 일본이었다. 어느 진영에 속하는지에 

대한 여지가 있는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였다. 

79) A/RES/914(X)

80) UN Yearbook(1955), pp.8.

81) UN Yearbook(1955), pp.8-10.

82) UN Yearbook(1955), pp.8-10.

83) A/RES/1011(XI)

84) A/RES/1115(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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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소련의 입장은 분석기간이 끝나갈 무렵, 양국 사이 고조된 

갈등이 가라앉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관성 있게 자신의 강력한 의견을 

관철하려 했던 소련이 타협의 여지를 열어놓았고, 비판의 수위도 이전보

다 낮춘 모습이었다. 영국의 언술은 시종일관 외교적이었기 때문에 수위

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소련을 대하는 태도가 비난보다는 ‘소련이 

다음 세 가지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데에 동의해주길 희망한다’85)는 식의 

설득이나,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소련은 핵무기 사용을 비난

하고 그 어떤 통제가 시작되기 전 무장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는, 다음 

단계로 가는 가장 실용적인 약속을 제안’86)하고 있다는 유한 표현을 먼

저 표하는 모습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소련은 1949년, 영국은 1952년에 각각 첫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경성균형을 이뤄낸 뒤에도, 연성균형을 위해 꾸준히 유엔총회에서 의견

을 내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련과 영국은 냉전의 양축을 담당한  

미소처럼 직접적인 적대적 대치 관계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이견

에 관한 분명한 표출을 확인할 수는 있었다. 다만, 특징적인 부분이 있

다면 두 국가 모두 핵무기를 가진 뒤에는 날선 모습보다는 조금 여유 있

는 태도로 핵무장 규제에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소련은 여전히 

핵무장의 강력한 규제를 원했고, 영국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진영 속에서 

집단 발의를 계속하며 규제에 관한 협상과 단계별 적용을 주장했지만 그

들의 언어와 태도는 분명 핵무장 이전과 달라지고 있었다. 

영국은 1952년부터 1957년까지 호주 영토87)에서 12번의 대기 핵

실험을 실행했고 1958년부터는 미국과 협정을 맺어 미국 내 네바다 실

험 지역에서 모두 핵실험을 수행했다.88) 영국은 유엔총회에서 연성균형

전략을 행하면서도, 동시에 경성균형전략 역시 게을리 하지 않았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85) UN Yearbook(1955), pp.7.

86) UN Yearbook(1955), pp.8.

87) The Montebello Islands, Maralinga and Emu Field.

88) “3 October 1952 – The First British Nuclear Test”

     www.ctbto.org(검색일: 2018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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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영국의 숙적 국가인 소련은 1950년부터 1952년까지 매년 한 개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 수가 제한되어 있는 시기, 서방진영이 우세

한 상황에서 소련의 결의안 발의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는 적었다. 다

만, 토론 시 미국의 핵우위를 계속해서 비판했고, 서방진영을 묶어서 해

당 진영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영국과의 이견을 토론에서 계속 표출하

였던 부분을 고려한다면 소련은 숙적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고 볼 수 있다.   

  

3. 이스라엘의 핵무장과 숙적 국가의 대응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가 세상에 드러난 해는 1986년이었다. 선

데이 타임스(Sunday Times)가 이스라엘 핵시설에서 일하던 직원 바누

누의 폭로를 보도하면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알게 되었다. 

건국 초부터 벤 구리온(David Ben-Gurion) 초대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

을 강조한 바 있었고, 1967년 6일 전쟁 때는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

었다고 한다.89) 

핵무기에 관한 이스라엘의 입장은 부정도 하지 않고 긍정도 하지 

않는다는 뜻의 ‘Neither Confirm Nor Deny(NCND)’ 정책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핵에 관한 사실은 주로 증거자료를 

통해 추정 혹은 확정하는 수준이다.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핵무장이 

1966년에서 1967년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추정한다. 

당시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이스라엘 

원조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는 케네

디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는데,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특별한 관계임을 1962년 12월에 천명하였고, 영국과 유지하고 있는 관

89) BBC. 2003.03.17. <Israel's Secret Weapon>



- 59 -

계에 비견하기도 했으며, 이스라엘을 침략할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라 약속했다.90) 하지만 1963년에 호크 미사일을 판매할 때

만 해도 이스라엘의 핵 보유 야심을 억제하려는 생각이 있었다.91) 미국

의 생각과 별개로 이스라엘은 핵을 개발했고 67년의 2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했다. 미국 원조의 큰 양적 변화는 6일 전쟁이 끝난 1967년 6월에 

이루어지는데, 미국은 이스라엘 독립 때 지원해주던 지원금 수준의 2배

를 그때 지원하였고, 66~70년에는 평균 1억 200만 달러로 그 규모를 

늘렸으며, 71년에는 6억 3,450만 달러로 폭등시켰고(85%가 군사원조), 

73년 욤 키푸르 전쟁이 끝난 뒤엔 네 배 이상 높여, 76년에는 이스라엘

을 미국 대외원조의 최대수혜자로 만들었다.92) 적어도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무기개발을 지속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데에 미국의 기여

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꺼린 대상은 핵무기뿐만이 아니다. 

본 논문이 이스라엘의 핵무장과 숙적 국가의 대응을 분석하는 기간인 

1961년부터 1977년까지,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유엔총회에서 결의안

을 발의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냉전 시기에 겪었던, 1948~1949년 독

립전쟁, 1956년 수에즈 위기, 1967년 6일 전쟁, 1973년 욤 키푸르 전

쟁이라는 네 차례의 중동 전쟁과 1982년 레바논 전쟁까지 겪으면서도, 

유엔총회에서 불리한 결의안이 제기되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침묵에 가

까운 행보를 지속했다. 자신의 숙적 국가들이 중동 비핵지대에 참여하라

는 요구, 혹은 비난을 쏟는 경우에만 ‘간단히’ 자신을 입장을 표명하였을 

뿐이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의 숙적 국가인 이집트는 유엔총회에서 활발

한 활동을 벌였다. 같은 분석기간 동안 58개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다른 

숙적 국가인 시리아는 10회, 이라크는 18회, 요르단은 15회를 기록했다. 

네 국가 모두 포함되어 다른 국가들과 함께 공동 발의를 하는 경우도 있

었지만 네 숙적 국가가 함께 행동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스라엘을 

90) Mearsheimer and Walt(2006), 한국어판 pp.37.

91) Mearsheimer and Walt(2006), 한국어판 pp.37.

92) Mearsheimer and Walt(2006), 한국어판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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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해야 하는 국가들이긴 하나, 네 국가는 동맹으로 묶이지도 않았고, 

그들의 행보는 공통된 이해를 가진 국가들이라고 보기도 어려웠다. 

<그림 4-2>은 1959년과 1977년 사이, 이스라엘과 숙적 국가가 

적극적인 연성균형전략을 해마다 몇 번 실행했는지에 대한 꺾은선 그래

프이다. 분석기간은 1961년부터이나, 1959년에 이스라엘이 이례적으로 

결의안 발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59년부터 그래프로 확인했다. 이스라

엘은 16년간 핵을 품은 제목의 결의안에는 한 차례도 발의국으로 참여

하지 않았다. 이집트는 중동전쟁과 레바논 전쟁 발발 즈음부터 발의 횟

수를 늘렸고, 이라크도 비슷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요르단도 비슷

한 형태의 굴곡을 가지고는 있으나 60년대의 결의안 발의 횟수가 워낙 

적어 정확히 판별하기는 어렵다. 시리아의 경향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림 4-2: 1959-1977년, 

이스라엘과 숙적 국가의 결의안 발의 횟수>

출처: 1959년부터 1977년 사이의 UN Yearbook 내용을 저자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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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차원의 결의안 

숙적 국가들이 분석기간 동안 주로 발의한 결의안은 “일반적 그리

고 완전한 군축에 대한 질문(Question of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수소핵실험과 핵실험 중단의 긴급한 필요(Urgent 

need for suspension of nuclear and thermonuclear test))”, “핵무기

의 비확산(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세계군축회의

(World Disarmament Conference)”이었다. 

1962년과 1965년 “수소핵실험과 핵실험 중단의 긴급한 필요”93)

라는 결의안은 주로 비동맹 운동 권역의 일부 국가들과 중동 및 아프리

카 국가가 발의하였다. 각각 37개국, 35개국의 국가가 공동 발의하였다. 

숙적 국가인 이라크, 요르단, 아랍공화국(이집트, 시리아) 모두가 포함된 

숫자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타깃으로 한 결의안은 아니었다. 62년 결

의안은 미국, 영국, 소련이 핵실험 중단 합의를 이끌어내길 촉구하면서 

지하 핵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이고, 65년 결의안은 63년에 체결된 핵실

험 금지 조약 서명을 상기하며 핵비확산을 위해 전면적인 실험금지가 중

대함을 기억하고, 지진측정을 포함하여 모든 환경에서 모든 핵실험을 효

과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 작업이 긴급하다는 인

식으로 계속 행동해 나갈 것을 18개국 위원회에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1971년 결의안 “세계군축회의”94)은 숙적 국가 이집트, 이라크, 시

리아를 포함한 30개국이 발의국이었다. 내용은 말 그대로 세계군축회의

를 소집하자는 내용이었다. 이집트는 토론 시 사무총장이 모든 국가에게 

회의, 시간, 장소, 안건, 대표의 수준, 관계에 대한 양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군축회의가 유엔 틀 내에

서 조직되어야 한다고 공감했다. 같은 제목으로 채택된 1972년 결의

안95)은 ‘군축을 위한, 특히 핵군축을 위한 특별한 조치의 채택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란 믿음’이 명시되어 있고, 35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93) A/RES/1762(XVII), A/RES/2032(XX).

94) A/RES/2833(XXVI)

95) A/RES/2930(XXVII)



- 62 -

세계군축회의의 특별위원회를 창설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71년처럼 결의

안의 발의자는 숙적 국가인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를 포함하여, 59개 

국가였다. 중국은 이 결의안에 많은 중소국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 반영

되어있다고 보고, 이를 지지할 것이지만 자신은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96) 소련은 결의안의 정교함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주체

가 비동맹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고, 영국은 특별위원회에 5개 핵무장 국

가가 참여할 때만 자신도 참여할 것이라 말했다.97) 미국은 투표에 단독 

기권했고, 유엔 기록에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972년 “일반적 그리고 완전한 군축”98)은 두 개의 결의안으로 구

성되었는데, A는 이집트와 이라크가 포함된 27개 국가가 발의하고 시리

아가 속한 네 국가가 수정안을 제시하여 채택되었으며, B는 이집트와 이

라크가 포함된 12개 국가가 발의한 형태였다. 전자는 나팜탄과 소이탄을 

비롯한 많은 무기의 광범위한 사용과 새로운 방식의 전쟁이 불가피한 고

통을 초래하기에 가능하다면 잔인하고 무차별적 살상 무기를 제거하자는 

내용과 그러한 무기 사용에 대한 개탄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후자는 미

국과 소련의 양자군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질적이고 실질적으로 공세

적이고 방어적인 전략 핵무기 감축을 포함하는 발전된 합의에 이르는 노

력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미국과 영국은 두 결의안 투표에 모두 반대

표를 행사했다.  

이스라엘의 숙적 국가가 형성한 세계차원의 결의안은 이스라엘을 

직접 언급한다고 볼 수 없지만, 30여 년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직간접

적으로 연루되어있는 국가들이 발의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연성균형전략

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세계차원의 결의안에

서 연성균형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 

96) UN Yearbook(1972), pp.14

97) UN Yearbook(1972), pp.14

98) A/RES/2932A-B



- 63 -

2) 지역 수준의 결의안 

핵과 관련된 결의안 중 “중동(Middle East)”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결의안은 1974년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1973년,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

스라엘과 전투한 욤 키푸르 전쟁이 끝난 1년 뒤였다. ‘중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간 결의안은 1947년부터 등장했다. “중동의 경제 위원회 설

립(Establishment of an economic commission for the Middle East)”

이나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인해 제기된 결의안인 “중동의 상황(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같은 방식이었다. 하지만 ‘핵’이라는 단

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었다. 1974년에 새롭게 등장한 “중동 

지역의 비핵지대 설립(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free zone 

in the Middle East)” 결의안은 같은 이름으로 매년 발의되었고, 냉전이 

끝나던 해 1991년까지도 계속되었다. 해당 결의안 발의의 핵심에는 이

집트가 있었다. 이스라엘은 해당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으로 일관하다가 

1982년에 이라크가 발의한 결의안에서(같은 해 이집트가 발의한 결의안

은 투표 없이 통과)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후 1990년까지 매년 투표 없

이 통과되다가, 1991년에 다시 투표가 벌어져 이스라엘은 반대표를 행

사했다. 

1974년 결의안 3263(XXIX)은 상호적 핵실험 금지, 핵무기 생산·

획득 금지를 담고 있고, 지역 내 핵무기 유입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새로 시작된 결의안은 해를 거듭하며 

핵무기 비확산조약을 직접 고려할 것을 요청했고, 지역이 파괴적인 핵무

기 경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킬 긴급함을 인식하자고 했으며, IAEA 세

이프가드 하에 모든 핵 활동을 두는 데에 동의를 권고하기도 하였다.99) 

1974년부터 1977년까지 중동지역의 비핵지대를 향한 결의안은 점점 정

교해졌고, 토론은 조금씩 가열되었다. 특히 제안에 계속 거절의사를 표

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집트는 점점 강한 어조로 토론하기 시작했다. 

74년 이집트는 드래프트의 채택이 핵군축과 핵확산 방지를 위한 

99) A/RES/3474(XXX), A/RES/31/71, A/RES/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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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및 전면 군축 목표를 달성하는 장기전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하

다면서, 비확산조약이 전제 조건임을 밝혔다.100) 이스라엘은 원론상 아

이디어는 좋지만 복잡한 문제는 지역의 국가들끼리 직접 협의하고 최종

적으로 지역 회의가 소집되어야 한다고 했다.101) 75년에도 이스라엘은 

비핵지대 선언은 오로지 협상 끝에 얻어져야 의미 있다고 발언했고, 이

집트는 이스라엘의 협상 요구가 선험적(a priori) 거부라고 말했다.102) 

76년에 이스라엘은 Tlatelolco 조약과 같은 공식 다자조약 선례를 이어

가갈 중동의 비핵지대 설립 협상 참여는 기꺼이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아랍 국가들이 그런 협상에 참여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기에 

투표에서 기권하겠다고 말했다.103) 이집트는 지역 국가들이 비확산조약

을 지키길 요청하는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는 유일한 역내 국가가 이스라

엘이라고 언급했다.104) 미국은 비핵지대를 계속 지지하지만, 실제 협상 

전에 책무를 지라는 상황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105) 이스라엘을 옹호했

다. 77년 토론 중에는 이집트와 같은 발의 국가뿐만 아니라, 요르단, 이

라크, 시리아, 중국, 파키스탄 외 국가들도 핵비확산과 지역안보 증진의 

방법인 중동의 비핵지대 설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106) 이란은 중동 지

역이 핵무기를 들여오기에 재정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한 가

운데, 이집트는 이집트대로 지역이 공세와 이스라엘의 점령, 그리고 핵

공포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획득한다

면 멍청하게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경고했으며, 이스라엘은 자신이 서

명한 비확산조약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107)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프랑스는 자국은 비확산조약에 유보상태인데, 자신이 따르지 않겠다고 

한 조약을 다른 국가에게 촉구할 순 없다고 했으며, 미국은 비핵지대 개

100) UN Yearbook(1974), pp19.

101) UN Yearbook(1974), pp19.

102) UN Yearbook(1975), pp.41.

103) UN Yearbook(1976), pp.22.

104) UN Yearbook(1976), pp.22.

105) UN Yearbook(1976), pp.22.

106) UN Yearbook(1977), pp.24. 

107) UN Yearbook(1977),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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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지지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과 직접 협상에 대한 믿음을 재

강조한 맥락과 비슷하게 실제 조약은 지역의 잠재적 참여국들이 협상과 

동의를 해야 책무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108)  

이집트를 위시한 중동국가들은 중동 내 정세에서 일종의 불안감을 

느꼈고 우려감을 표출하며 중동의 비핵지대에 대한 입장을 조금씩 구체

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집트는 자신의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며 결의

안이 도출되도록 앞장섰고, 6일 전쟁에서 드러낸 중동에서의 열세를 보

완하려 하듯 연성균형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한편, 미국은 중동 비

핵지대를 지지했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었으며, 그런 상황

에서 이스라엘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 대신 계속 기권하는 방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출하였다. 

3) 국가수준의 결의안 

“이스라엘의(Israeli)”라는 단어가 포함된 결의안을 국가 수준의 결

의안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분석기간 내에 이 단어가 포함되면서 핵, 

원자, 군축이 함께 포함된 결의안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점령지에서 벌이는 관행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특별위원회 보고서나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핵

기술을 이전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이스라엘과 남아공의 관계에 대한 결

의안이다. 

핵과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결합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는 해는 

1978년으로, 분석기간을 넘어서기에 간단히 언급한다. 78년 결의안은 

이스라엘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획득을 시도했다는 증거 그리

고 레바논의 난민 캠프와 시민을 향해서 폭탄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우

려를 표명하는 내용이었다.109) 숙적 국가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

아 모두가 발의에 참여한 결의안이었다. 하지만 제목 자체에서 이보다 

더 직접적이고 비판적인 결의안은 1980년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108) UN Yearbook(1977), pp.24. 

109) A/RES/33/7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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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핵무장(Israeli nuclear armament)”이라는 35/157 결

의안으로 내용은 사실상 이전 문단에서 소개한 78년의 내용과 크게 다

르지 않지만, 제목을 강하게 변경하였고, 다음해에도 같은 제목으로 결

의안을 내겠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가 포함된 공동 

발의 결의안이었다. 숙적 국가들 차원에서 조금 더 강하게 대응한 측면

을 투영한 결의안이었고, 행동이며 전략이었다. 

4) 소결

이스라엘의 숙적 국가는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순서대로 

국력이 강했는데, 국력 순으로 결의안을 많이 발의했다. 숙적 국가는 이

스라엘의 핵무장에 가까운 시기일수록 더 많은 결의안을 형성하는 ‘추

세’였지만, 중동 자체가 중동전쟁이란 이름으로 계속된 전쟁을 치루는 

상황이었고, 비 리에 진행된 이스라엘의 핵무장 시기가 6일 전쟁과 맞

물려있었기 때문에 핵무장 자체에 대한 순수한 비판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진 균형자(balancer)로서, 유엔총회의 결

의안 형성과정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국과 관련된 토론 

중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서만 자국의 이해관계를 담아 입장을 표명하는 

정도에 그쳤다. 예외적 수준에 이르는 저조한 참여도의 원인은 이스라엘

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 로비단체

인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AIPAC)는 1960년대 중반에 공개된 

조직의 면모를 갖추고 6일 전쟁 이후 급격한 성장했다. 이 조직은 설립

자 케넨(Kenen)의 규칙인 “법 뒤에 서서 앞에 나서지 말라(Get behind 

legislation; don’t step out in front of it)”에 따라 활동했다.110) 이스

라엘의 민간부터 ‘NCND’ 정책을 취하는 정부까지 그들은 모습을 드러

내지 않은 채 행동을 취하는 자세로 사안을 대했다. 

110) Mearsheimer and Walt(2006), 영문판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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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의 핵무장과 숙적 국가의 대응

   : 숙적 국가의 결의안 발의 및 1972년 유엔회원국이 된

           중국의 항변

1964년 10월 16일 중국은 핵실험에 성공하였는데, 중국의 핵프로

그램은 한국전쟁 뒤인 1950년대 중반에 소련의 지원으로 시작되었고, 

50년대 후반에는 소련과의 관계 냉각으로 소련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중

국은 자체 노력으로 핵개발을 이어갔다.111) 

중국의 핵무장과 그에 따른 숙적 국가의 대응을 살펴볼 분석 시기

는 1959년부터 1974년까지이다. 이 시기의 일부 혹은 전체 기간 동안 

숙적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는 미국, 소련, 대만, 인도, 일본, 베트남이다. 

하지만 베트남은 1972년부터 숙적 국가이나, 본 논문의 분석 시기에 해

당하는 기간에 유엔회원국이 아니었다. 더불어 고려할 점은 1972년에 

중국이 유엔회원국 지위를 얻으면서 대만은 유엔회원국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분석기간 동안 대응을 살펴볼 국가는 미국, 소련, 인도, 

일본, 대만(유엔 문서 상 “China”) 총 다섯 국가이다.  

1959년부터 1974년까지 다섯 국가의 결의안 발의 횟수는 미국 

26회, 소련 18회, 대만 1회, 인도 51회, 일본이 48회를 기록하였다. 하

지만 대만은 그 1회조차 회원국 전체가 함께 발의한 ‘일반적 그리고 완

전한 군축(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112)이라는 결의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에 대항하는 결의안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3>에서 확인할 수 있듯 대만은 유엔회원국이었던 

전체 기간 동안, 연간 1회의 결의안 발의를 초과하지 않았다. 회원국 지

위를 이양받은 중국 역시 1980년대 초반까지 발의에 아무런 역할도 하

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1) 핵실험지는 신장 고비 사막의 Lop Nur. ‘16 October 1964 – First Chinese 

Nuclear Test’ www.ctbto.org(검색일: 2018년 11월 26일)

112) A/RES/1378(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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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1946~1991년 냉전 시기 ‘중국’의 결의안 발의 횟수> 

출처: 1946~1991년 UN Yearbook 및 UN 문서를 

참조하여 저자가 편집.

주: 1946~1971년은 대만, 1972년~1991년은 중국.

중국이 유엔 대표국 지위를 회복한 1972년 27회 정기총회부터 

1974년 29회 정기총회까지 원자, 핵, 군축이란 세 가지 키워드가 포함

된 결의안은 총 39개이다. 핵개발국인 중국은 단 한 건도 발의에 참여하

지 않았다. 하지만 투표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3년

간, 29번의 투표 기회에 한 번 기권, 9번 반대, 11회 투표 미참여를 이

어갔기 때문이다. 반대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미국조차 3년 동안 반

대표를 행사하지 않고 기권 11번을 이어간 점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독

특한 투표행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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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1959~1974년 중국에 대항한 

숙적 국가의 결의안 발의 횟수113)> 

출처: 1959~1991년 UN Yearbook 및 UN 문서를 참조하여

저자가 편집.

이미 핵을 가진 미국과 소련은 각각 3개와 4개의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고, 핵을 가지지 않은 일본은 11개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1974년 

1차 핵실험을 수행한 인도는 9개 결의안을 발의하였는데, 3년 중 가장 

많이 발의에 참여한 해는 1974년으로 4개의 결의안 채택에 관여하였다.  

1972년 중국은 제1위원회에서 “핵과 열핵폭탄 실험 중지의 긴급

한 필요(Urgent need for suspension of nuclear and thermonuclear 

test)114)” 결의안을 위한 드래프트 표결이 시작되기 전, 자신의 핵실험

113) 1972년 중국의 UN회원국 대표지위가 중화민국(대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양되어 대만의 행동 분석은 1971년을 끝으로 종료하였다. 

114) A/RES/2934(XXVI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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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기방어(self-defence)와 대국의 핵독점을 깨고 궁극적으로 핵무기

와 핵전쟁을 제거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고 발언했고, 핵무기가 완전

히 금지되고 철저히 파괴될 때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2934(XXVII) 결의안 토론 당시 A부터 C까지의 투표에 모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모두 반대했다. 당시 숙적 국가였던 일본, 

인도, 소련은 때에 따라(다만, 2934(XXVII) A는 모두 찬성) 기권하거나 

표결에 불참할 때가 있었지만 중국과 같이 모두 반대하지는 않았다. 

숙적 국가 중 미국과 소련은 발의 수는 인도와 일본에 비하면 절

반 정도이다. 하지만 먼저 미국이 형성한 구체적인 결의안 제목을 확인

하면, “효과적 국제 통제 하의 핵실험 금지 조약의 긴급한 필요(The 

urgent need for a treaty to ban nuclear weapons tests under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핵무기 비확산(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네 번째 국제회의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와 같은 결의안임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미국은 연성균형전

략을 효율적으로 펼쳤음을 알 수 있다. 소련 역시 핵무기의 비확산과 핵

무기 사용의 금지와 관련된 결의안 발의를 자처했고 미국과 비슷하게 연

성균형전략을 계속 이어갔다. 그럼에도 71년까지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은 유엔의 공식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 시기 동안 중국을 직

접 대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한 결의안을 보기 어려웠다. 

1) 세계차원의 결의안

60년대에 채택된 세계차원의 결의안에서 특정 국가가 비판당하거

나 핵실험 중단이 직접 요구된 대상은 주로 프랑스나 소련이었다. 거의 

매년 채택된 결의안 ‘이온화 방사선의 영향(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에서도 국가들은 간접적으로나마 프랑스 핵실험에 대한 반감

을 표출했고, 아프리카 국가 중 가나, 리비아, 우간다는 1960년 우간다

에서의 프랑스 핵실험을 공개 비난했다.115) 미국이 영국과 함께 발의한 

“핵과 수소핵실험의 중단의 지속” 결의안 1648(XVI)은 사실상 소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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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었고, 소련은 미국이 그동안 혼자 핵실험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이제 비슷해지고 있다고 느낀다고 반박할 정도였다.  

72년에 소련 진영에서 발의한 “국제관계에서의 무력 비사용과 핵

무기의 영구적 금지(Non-use of for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ermanent prohibition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116)”에서는 사

실상 중국이 상정되었고, 이제 유엔회원국이 된 중국은 토론에서 활발하

게 자신을 방어했다. 토론 중 인도 혹은 이집트와 같이 소련 진영의 드

래프트를 옹호하는 국가들은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서 폭넓게 공

격적 무력이 사용되고 핵사용의 위협이 존재하는데 이때 특히 무력 비사

용과 핵무기의 영구적 금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국제

적 긴장 완화와 평화적 공존으로 가는 추세를 확장한다고 믿는다고 말했

다.117) 중국은 소련의 프로포절에 반대하며 결의안에 공격과 자기방어 

사이의 명확한 구분도 없고 정당한 전쟁을 지지하고 부당한 전쟁을 반대

한다는 내용도 없으며, 소련의 프로포절은 그저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무

장투쟁을 포기하란 뜻으로 초강대국의 핵독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라며 반박했다.118)  

73년 미국과 소련, 영국과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 몽골을 포함한 

26개국이 발의한 결의안 “일반적 그리고 완전한 군축(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119)”은 핵무기 비확산조약의 효력이 시작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중국은 알바니아와 함께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제

사회의 전면에 등장한 중국은 자국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고자 했다. 

115) UN Yearbook(1965), pp.65.

116) A/RES/2936(XXVII)

117) UN Yearbook(1972), pp.10.

118) UN Yearbook(1972), pp.10-11.

119) A/RES/3184B(X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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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수준의 결의안 

분석 시기 동안 라틴아메리카에서 지역 수준 결의안이 가장 활발

하게 발의되었는데 그 예로 “라틴아메리카에서의 핵무기금지조약

(Treat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

a)120)”이 있다. 결의안은 제목이 의미하는 바처럼 핵무기의 확산을 막

고,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만 이용하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역 수준

의 결의안이라고 해서 지역 국가들만의 논의는 아니었다. 미국은 지역의 

모든 국가가 중요하고 약속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고 언급했는데, 소련은 조약 규정이 더 필요하다면서 미국은 푸에르토리

코나 다른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비핵화에 대한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고, 쿠바는 푸에르토리코, 관타나모, 쿠바에서 군 기지 폐지와 비핵

화가 조약에 포함될 때 당사자가 되겠다고 했다. 결국 소련과 쿠바는 미

국의 태도 때문에 라틴아메리카 조약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련

과 쿠바는 유엔총회의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했고, 체코, 벨로루시, 폴란

드, 시리아 등 소련 진영 국가들도 역시 기권했다.  

1971년, “라틴아메리카의 핵무기 금지 조약의 추가의정서 II 의 서

명과 승인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안 2666(XXV)호의 이행 지위(Status 

of the Implementation of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666(XXV) 

concerning the signature and ratification of Additional Protocol II 

of the Treat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Treaty of Tlatelolco))121)”는 앞에서 언급한 2286(XXII)에 대

한 상기로 시작하는 결의안이었으나, 여전히 쿠바는 참여하지 않았다. 

중국은 자신이 절대 라틴아메리카에서 핵을 사용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

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미국과 소련도 이곳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첫 

국가가 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프랑스는 비핵화 원

칙을 침범할 그 어떤 의도도 없다고 천명했다. 유엔총회 결의안 토의를 

통해 자국의 핵무장을 옹호했다.

120) A/RES/2286(XXII)

121) A/RES/2830(X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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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의 비핵화 선포(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Africa)122)”라는 지역 차원의 결의안을 아프리카 

34개국이 순수하게 요청하여 우간다, 콩고 등의 28개 아프리카 국가가 

발의한 결의안이다. 프랑스의 1960년 첫 핵실험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점을 가나, 리비아, 우간다 같은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소련은 

이 결의안을 지지하면서 유럽에서도 비핵화지대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아프리카의 노력에 감정적 동의를 표하면서도 

태도를 결정하기 전에 드래프트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

다.

지역의 구성원이 발의하여 지역 차원의 비핵화 혹은 핵무기 금지

에 대한 지역 차원의 목소리를 높였던 결의안조차, 냉전 시기 양 진영의 

논리를 완전히 거스를 수 없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영

향력을 끼치고자 노력했으며, 아프리카는 자신들이 비동맹노선이라는 이

야기를 해야 했다.  

1974년에 처음 등장한 “남아시아 비핵지대 설립과 선언

(Declaration and establishment of a nuclear-free zone in South 

Asia)”은 인도의 핵실험과 관련이 있으므로 인도와 파키스탄 핵무장을 

다루는 다음 목차 ‘5.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과 숙적 국가의 대응’에

서 살펴본다.

3) 국가 수준의 결의안

1959년에서 1974년 사이에 국가 수준의 결의안은 1959년 

1378(XIV) ‘사하라에서의 프랑스 핵실험에 대한 질문’ 결의안이 유일하

다.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아프리카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숙적 국가 4

개국 그리고 중국의 숙적 국가 인도가 발의국으로 참여하였고, 투표 없

이 통과되었다.

122) A/RES/2033(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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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결

중국의 첫 핵실험이 실시된 1964년, 유엔총회 내에서 채택된 결의

안은 극소수였다. 숙적 국가들은 1964년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수의 

결의안을 발의하는 추세였으나, 분석 시기 전체를 놓고 볼 때, 결의안 

수가 요동친다는 표현이 알맞을 정도로 변동의 폭이 있었다. 숙적 국가 

중 소련의 국력이 가장 강했지만, 더 많은 결의안을 발의한 국가는 인도

였고 60년대 경제의 급성장을 경험한 일본도 많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대만은 유엔총회 초기부터 분석 시점까지 결의안의 발의와 거리가 멀었

다.

5.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과 숙적 국가의 대응

인도는 1944년부터 핵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1974년 첫 핵실험에 

성공하고, 1998년에 핵보유국임을 선언하였으며 2006년에는 ‘미국-인도 

핵협정’까지 체결하였다. 하지만 플루토늄 생산을 고려하면 실제 핵무장

은 1988년에 완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파키스탄은 1950년대 중반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1965년 인도와 

2차 전쟁 치룬 뒤 본격적으로 핵개발을 고려하였고 1975년 칸(Abdul 

Qadeer Khan) 박사의 귀국과 더불어 우라늄탄 개발에 착수하였다. 

1979년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되면서 미국의 핵개발 묵인 및 방조 하에 

1994년 핵보유 선언을 한 뒤 1998년 핵실험을 단행하였다.123) 하지만 

인도와 마찬가지로 공식 선언과 달리 실제 핵무장이 완성된 시기는 그에 

앞선다고 추정할 수 있다. Garzke and Kroenig(2009)에 따르면 파키스

탄의 핵무장 시기는 1990년이다.  

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영토분쟁인 카슈미르 분쟁과 파키스탄의 독

립과정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숙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두 국가

123) 엄상윤(2014), pp.24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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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무장은 양국의 부정적 상승작용이 아니라 인도와 중국의 적대 관

계, 중국과 파키스탄의 친교, 미국과 소련이 미친 영향력까지 모두 고려

해야 파악할 수 있는 결과이다. 

냉전 시기 인도는 결국 소련의 편에 섰지만,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수없이 줄다리기하며 양국의 편을 오갔다. 중국·

인도전쟁의 패배뿐 아니라 지역 패권을 가지려 애썼던 역사 역시 인도의 

핵무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남아시

아를 비핵지대로 만들기 위한 그의 노력 또한 유엔총회 결의안에 녹아있

다. 

인도가 독립하면서 시작된 중국과의 영토분쟁, 파키스탄의 독립으

로 인한 파키스탄과 인도의 영토분쟁, 1962년 중국과 인도의 영토 분쟁, 

1964년 중국의 핵개발,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 1974년의 인도 1

차 핵실험 등 잦은 분쟁과 분열이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핵무장에 직

간접적 영향을 주었다. 독립 이후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핵무장으

로 가는 길은 서서히 확장되었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 1948년부

터 유엔에서 중재되었듯 유엔의 역할도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놓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림 3-1: 유엔총회 결의안124) 수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 냉전 시기에 가장 폭발적으로 핵 관련 결의안이 증가했던 시기

는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장에 박차를 가하던 때였다. 세계 안보

가 가장 불안했던 시기의 한 가운데에 두 국가가 자리했을 뿐만 아니라, 

두 국가는 세계 안보가 가장 불안했던 시기를 대변하기도 한다. 

1968년에 체결되고 1970년에 발효된 핵비확산조약(NPT)도 인도

와 파키스탄에 영향을 주었다. NPT의 등장에는 중국의 핵실험도 영향을 

주었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은 NPT 가입을 거부한 채 내적 경성균형을 

전략적으로 구사하며 자국의 안보를 챙기는 면모를 보였다. 인도는 NPT

에 가입하지 않은 채, 발효 5년째 되던 해에 평화적125) 핵사용을 주장하

며 첫 번째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중국은 핵보유국으로서 NPT에 가입하

였고, 파키스탄의 숙적 국가 아프가니스탄 역시 가입 당사국이 되었다.

124) 세 키워드(atomic, nuclear, disarmament)가 제목에 포함된 유엔총회 결의안.

125) NPT는 비핵무장 국가의 원자력 사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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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1960~1991년, 

인도·파키스탄·중국의 결의안 발의 횟수> 

출처: 1960~1991년 UN Yearbook 및 UN 문서를 

참조하여 저자가 편집.

<그림 4-5>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 핵 결의안 형성에 참여한 

횟수의 변동을 보여주는 32년간의 기록이다. 중국은 80년대 초반까지 

사실상 결의안 발의에 관심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인도는 70년대 후반

부터 결의안 형성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파키스탄도 인도

의 행보와 비슷하게 걷는 모습을 보인다. 80년대 중반에 이르면 파키스

탄의 결의안 형성이 인도의 수준을 뛰어넘기 시작한다. 하지만 냉전 종

식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88년 인도의 핵무장과 90년 파키스탄의 핵

무장이 끝난 뒤에 발의수가 눈에 띄게 급감한다. 핵무장이 모두 끝난 두 

국가는 결의안 형성에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열정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

과 소련, 프랑스의 이전 행보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전체 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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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접했던 지역 수준의 결의안에

서도 그 현상을 뚜렷이 드러냈다. 목차 2)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림 4-6: 1980~1991년, 아프가니스탄 결의안 발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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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980~1991년 UN Yearbook을 참조하여 저자가 편집.

아프가니스탄은 중국·인도·파키스탄의 톱니바퀴와 같은 삼각 숙적 

관계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지만 <그림 4-6>을 볼 때 결의안 형성에 노

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아프가니

스탄은 소련과 전쟁을 치렀고 결의안 형성에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 공산권의 영향력을 확대하길 원했고, 아

프가니스탄은 강압적 상황에 저항했다. 사망자가 속출하고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은 결의안 발의 수를 변화시켰다. 전쟁 1년 전인 1978년 아프

가니스탄이 발의한 결의안은 6개이지만, 79년 결의안 발의는 2개에 그

치고 꺾은선의 증감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전쟁이 3년 정도 지속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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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결의안 발의 수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파키스탄

의 숙적 국가였던 아프가니스탄은 주로 군축, 핵무기 없는 현 지역에 핵

을 들여오는 데에 반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이스라엘 핵개발 저지와 

관련된 결의안을 발의했다. 

1) 세계차원의 결의안

인도의 첫 핵실험이 있던 74년, 결의안 3261G(XXIX)를 들고 온 

건 파키스탄이었다. 비핵무장국의 영토와 영주권, 독립을 굳건히 지지한

다는 내용이었다. 파키스탄은 토론 시, 핵 위협에 억제할 수 없는 비핵

무장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조치가 핵군축을 위한 일반적 환경을 향상

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말했다.126) 중국은 1964년 첫 핵실험 

이후 자신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지 않겠다고 엄숙히 

선언한 적 있는데, 파키스탄의 결의안을 지지하면서 비핵무장 국가가 핵

무장 국가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일은 정당하고 합리

적이라고 말했다.127) 

82년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함께 38개 국가의 공동 발의 결의안

인 국제 위성 모니터링 기구를 설립하자는 취지의 “군축 협약의 모니터

링과 국제 안보의 강화”128)를 발의했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와 파키스탄

은 같은 해 “핵전쟁 방지(Prevention of nuclear war)”129)라는 결의안

을 중소국가들과 함께 형성하였고, 이 결의안에 대한 발의를 매년 이어

가 1990년까지 지속했다. 인도는 핵실험을 한 국가군에 속했지만 핵군

축과 핵무기 사용 방지에 기여하는 움직임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군축회의가 유일한 다자 협의체에서 중심역할을 할 수 있길 

촉구하는 “군축회의 보고서(Report of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130) 인도는 “핵무장 경쟁

126) UN Yearbook(1974), pp.48.

127) UN Yearbook(1974), pp.49.

128) A/RES/37/78K

129) A/RES/37/7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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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단과 핵군축(Cessation of the nuclear-arms race and nuclear 

disarmament)”이라는 결의안을 방글라데시 외 국가들과 발의했는데 최

종 목표가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임을 명시한 결의안이었다.131) 인도는 

또한 “핵무기 동결132)”이라는 결의안을 루마니아와 발의하면서 핵무기 

재고를 줄이는 협상이 시급함을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파키스탄은 루마

니아, 스웨덴, 멕시코 등의 국가와 함께 “핵무기경쟁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안 42/39I의 이행” 결의안을 발의하며 미국과 소련 두 국가의 즉각

적 핵무기 동결이 시급함을 드러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군축 의지를 드러내는 용도로만 총회를 활용

하지는 않았다. 각국은 자국이 받는 의혹을 해명하는 용도로도 유엔총회

를 이용했다. 핵무장국과 다를 바 없었다. 일례로, 1981년 2월 3일, 파

키스탄은 이스라엘이 80년 12월 10일에 전한 리포트 중, 리비아가 “이

슬람 폭탄”인 핵무기를 얻기 위해 ‘파키스탄 핵 프로그램을 경제적 지원

을 한다는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한다며 반박하였고 이 프로그

램은 완전히 평화적 용도라고 주장하였으며, 혐의를 받던 시리아와 파키

스탄은 이스라엘이야말로 핵 잠재력을 공격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지 않느

냐고 말했다.133) 하지만 현재 리비아는 핵을 보유했다는 증거 없이, ‘아

랍의 봄’ 영향으로 끝을 알 수 없는 내전 상태에 빠졌고, 파키스탄은 사

실상 핵무장국가이다.

80년대 후반에는, 독특하게도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중국이 “핵

군축(Nuclear disarmament)134)”이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단독으로 발의

했는데, 미국과 소련에 핵군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투표 없이 채택되었

다. 70년대까지 해명이나 간단한 이야기 외에 별다른 행위가 없던 중국

은 80년대 인도의 핵무장 시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130) A/RES/40/152M, UN Yearbook(1987), pp21. 

131) A/RES/39/148K, A/RES/40/152P, A/RES/41/86M, A/RES/42/42C, 

A/RES/43/78E, A/RES/44/117C, A/RES/45/62C.

132) A/RES/42/39B

133) UN Yearbook(1980), pp48.

134) A/RES/41/59F, A/RES/42/38H, A/RES/43/75E, A/RES/44/116D, 

A/RES/45/5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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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수준의 결의안

남아시아 지역의 핵무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결의안은 두 가지이

다. 두 결의안의 주도 세력은 각각 인도와 파키스탄이다. 인도가 주축인 

첫 번째 결의안은, 유엔총회 26회(1971~1972년)에서 등장한 “인도양 

평화지대 선언(Declaration of the Indian Ocean as a zone of peac

e)135)”이고 파키스탄이 핵심축인 두 번째 결의안은 29회(1974~1975

년)에 처음 등장한 “남아시아 비핵지대 선언과 설립(Declaration and 

establishment of a nuclear-free zone in South Asia)136)”이다. 두 결

의안 모두 인도의 첫 핵실험과 근접한 시기에 처음 나타났다. 

전자의 내용은 연안국과 관련 국가들이 만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인도양을 평화지대로 선언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를 굳건히 하길 도모하

자는 내용이다. 인도양 평화지대 선언의 이행은 독립, 자주권, 영토보전

에 대한 존중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양에 강대국들의 군사가 들어와 있

는데, 이는 인도양 평화지대 설립과 반대됨을 언급하였다. 

후자는 남아시아에서 비핵지대가 설립됨을 믿고, 다른 지역 역시 

그럴 것이란 믿음으로 이 지역에서 핵무기의 사용 혹은 위협에 대항하여 

지역 국가들의 안보를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이다. 핵프로그램은 배타적으

로 경제와 사회 발전용으로 사용하여 자국민을 이롭게 하는 용도로만 사

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인도양 평화지대 선언”보다 “남아시아 

비핵지대 선언과 설립” 결의안이 더 구체적이고 핵무기 금지를 더 강하

게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도양 평화지대 선언은 해양의 범위가 넓은 만큼 많은 수의 국가

들이 처음부터 함께 발의하였다. 첫 결의안을 함께 형성한 국가는 인도

를 포함하여, 브룬디, 실론, 이란, 이라크, 케냐, 소말리아, 스와질란드, 

우간다, 탄자니아 공화국, 예멘, 유고슬라비아와 잠비아였다. 74년에는 

중국과 파키스탄도 발의국으로 참여하였고, 80년부터 88년 사이에는 미

135) A/RES/2832(XXVI), 제목의 한국어 번역은 외교통상부의 <2018년 유엔개황>

을 따름. 

136) A/RES/3265(XXIX)A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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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커미티에 참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남아시아 비핵지대 선언 결의

안은 이와 반대로 29회와 30회 정기 세션을 제외하고 31회부터 52회까

지 파키스탄 홀로 결의안을 내거나 파키스탄과 한두 국가가 같이 발의하

는 모습으로 결의안을 형성해나갔다. 29회와 30회 두 정기 세션에는 같

은 결의안 번호 아래, A는 인도가 B는 파키스탄이 발의하여 결의안을 

완성한 적이 있었으나, 단발적이었다. 29회 정기 세션에서 처음 이 결의

안이 만들어질 때, 파키스탄은 인도가 만든 A 결의안 채택 투표에서 기

권했고, 인도는 파키스탄이 발의한 B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결

의안은 53회부터 사라져 가장 최근 결의안 완성된 72회(2017~2018년) 

정기 총회까지 다시 등장하지 않았다.137) 53회 정기 세션은 1998년 말

부터 결의안이 형성되는 시기로, 1998년에 인도는 두 번째 공식 핵실험

을 시행하고, 파키스탄 역시 인도의 영향을 받아 핵실험을 단행했던 때

이다.  

인도양 평화지대 선언 혹은 ‘인도양 평화지대 선언의 이행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f the Indian Ocean as a Zone 

of Peace)’ 결의안 역시 1998년부터 변화가 생겼다. 53회, 55회, 57회, 

59회, 61회에는 결의안을 내지 않고, 54회, 56회, 58회, 60회, 62회에

는 결의안을 내는 격년 결의안으로 변형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72회까지 

거듭되었다.138)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각자의 핵무장이 공고해질 때까지 유엔총

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지만, 각각 핵무장을 통해 핵균형에 도달하고 핵

군축을 할 의향이 없어진 이후, 두 국가 모두 결의안 형성에 열정을 보

이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들이 70년대부터 도맡아 이끌어온 지역 결의안

에 대한 집중도 역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즉, 핵균형을 이룰 때까

지는 재래식 무장 강화뿐만 아니라 핵무기 개발까지 동시에 추구하면서, 

연성균형전략 또한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만, 균형에 도달한 후에는 연성

균형전략을 더 이상 급속히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137) 2018.11.20. 검색 기준. 72회까지 확인, 73회 정기 세션은 아직 업로드 중.

138) 2018.11.20. 검색 기준. 72회까지 확인, 73회 정기 세션은 아직 업로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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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수준의 결의안 

80년대에는 남아시아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가 수준의 결의안이 

없었다. 모두 이스라엘을 향한 결의안이었다. 이라크 공격에 항의하는 

내용과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었다.

냉전 종식을 직전에 둔 90년과 91년에는, 86년 4월 26일에 발생

한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의 후속 처리를 위한 국제 공조에 관한 결의안

이 등장했다. 86년에는 IAEA의 관할 차원 논의 과정에, 인류를 위한 사

고 수습을 목적으로 협력하고, 국제적 안전 시스템을 세우며, 소련이 사

고 정보를 공개하기를 촉구하는 등의 소통139)이 있었으나, 관련 결의안

이 등장한 시점은 사고 발생 4년 뒤였다. 안건은 모두 군사문제를 다루

는 제1위원회가 아닌,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먼저 채택된 뒤 유엔총회로 

건너왔다. 처음 등장한 90년의 결의안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의 피해완화 및 처리·복구를 위한 국제 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ddress and mitigate the consequences of the accident at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140)”이었고, 소련의 공식해체 8일 전

에 총회에서 채택된 91년 결의안은 “체르노빌 재앙에 대한 결과를 최소

화·경감·연구하는 노력을 위한 국제 협력과 조직의 강화(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efforts to study, 

mitigate and minimize the consequences of the Chernobyl disaste

r)141)”이었다. 

두 결의안은 인간이 만들어낸 방사능의 영향으로 오염된 장소와 

그 지역에 머무는 사람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공 교육과 소통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사고의 여파를 최소화 및 경감하도록 노력하며, 국제 사

회의 모든 회원국과 정부간·비정부간 기구 그리고 개인까지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

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세 국가는 두 결의안에 모두 공동 발의 국

139) UN Yearbook(1986), pp.584. 

140) A/RES/45/190

141) A/RES/4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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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참여하였다. 세 국가를 포함하여, 90년 결의안은 122개국이, 91년 

결의안은 56개국이 형성한 결의안이었다. 미국과 소련도 두 결의안 형성

에 힘을 보탰다. 아프가니스탄은 90년의 결의안만 함께 발의하였다. 인

류애 관점을 내보인 두 결의안은 모두 투표 없이 채택되었다.  

체르노빌 사건 대응을 위한 결의안 형성과정에서, 중국은 이전과 

달리 결의안 형성에 참여적이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결의안 형성에 적

극적인 국가임을 다시 증명하였다. 하지만 세 국가가 핵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 외에, 국가 수준의 결의안 형성 과정에서 남아시아 지역의 

갈등과 협력의 지도를 포착하기는 어려웠다.

4) 핵비확산조약(NPT)의 영향 

NP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다섯 개 핵보유국을 제

외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핵보유

국은 핵무기 보유수를 더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담겨있다.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인도와 파키스탄은 가입하지 않았다. NPT와 함께 언급되는 포

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은 냉전 이후인 1996년에 채택이 되었고, 모

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명도 하지 않았

다. 

NPT와 핵 관련 결의안 발의와는 별 다른 관계가 없었다. NPT가 

체결되고 비준된 시기에 국가들이 핵과 관련된 결의안을 더 많이 만들었

다고 볼 수 없었다. 핵무장국과 숙적 국가가 핵비확산과 관련된 결의안

을 더 발의하는 모습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NPT 조약과 관련된 

소수의 결의안이 등장했다. NPT 당사국의 검토회의 결론 이행에 관한 

결의안이었다. 결의안 수로 따지면, NPT 관련 결의안보다는 CTBT 관

련 결의안이 더 많았다.

1983년 2차 검토회의 결론 이행에 관한 결의안142)에서는 1968년

의 NPT 내용을 담은 2373(XXII) 결의안을 언급하며, 3차 검토회의가 

142) A/RES/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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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년에 소집될 것과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핵무장국 중에서는 미국, 소련, 영국이 발의에 참여했고 인도와 파

키스탄은 투표에서 기권했다. 1988년에 발의된 3차 검토회의 결론의 이

행 결의안 역시 미국, 소련, 영국이 발의국으로 참여했고, 파키스탄의 숙

적 국가인 아프가니스탄도 발의에 함께했다. 이때는 파키스탄이 찬성표

를 냈고, 인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기권했다. 

5) 소결

인도의 핵무장이 완성된 88년이 가까워오자, 중국은 결의안을 발

의하지 않던 관성을 멈추고 1984년부터 핵 관련 결의안을 발의하기 시

작했다. 1988년에는 5개의 결의안에 발의하였다. 파키스탄은 1981년에 

처음으로 인도의 결의안 발의 횟수를 넘어서 84년에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과 파키스탄 모두 인도의 핵무장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결의안을 형성했다. 본 논문의 가설 1이 성립하였다. 

파키스탄의 핵무장 시점인 90년에는 숙적 국가 인도가 이미 핵무

장국이 된 상태였다. 인도는 원래 결의안 발의에 참여적 국가였기 때문

에 70년대 중후반부터 80년대까지 매년 10개 정도의 결의안을 발의하

는 추세를 이어갔지만, 이후부터 90년에 이르면서 오히려 발의 감소 추

세를 보였다. 숙적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은 88년까지 결의안 발의수를 줄

였다가, 90년에 다다르자 수를 증가시켰다. 하지만 소련과의 전쟁종료로 

인한 결의안 발의 횟수 회복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설 1

이 성립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까지 세 국가는 모두 핵무장국이자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서로의 숙적 국가였다. 세 국가만 놓고 보면, 국

력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 순으로 컸는데, 80년대부터 결의안 발의를 

많이 한 순서는 역순으로 파키스탄, 인도, 중국이었다. 가설 2는 성립하

였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결의안 발의 수가 고려되면 파키스탄에 대

항한 숙적 국가 분석에서 가설 2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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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냉전 이후

   : 북한 핵문제와 결의안 발의의 풍선효과143) 

북한은 탈냉전 시기에 핵을 개발했다. 세계에서 유일하다. 2006년

에 제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여섯 번의 핵실험을 마쳤다. 

본 논문이 분석한 기간 중, 북한은 2006년과 2009년에 각각 제1차, 제

2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이 가까워질 때는 북

한의 숙적 국가가 발의한 결의안 수가 증가했으나 2009년에 근접할 때

는 그렇지 않았다. <그림 4-7>은 2009년에 오히려 결의안 발의가 감소

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기간 내 숙적 국가의 발의 행동 패턴은 일정

하지 않았다. 격년 주기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한

2006년 이후 결의안 발의 수를 절반으로 줄었다. 

유엔총회에서는 냉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탈냉전 시기에도 세계 핵

비확산 레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이 이어졌다. 하지만 냉전 시기와 

달리, 그 세는 줄었고 유엔총회가 담당하던 역할이 상당부분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로 이동했다. 냉전 시기 안보리는 영토분쟁 문

제를 주로 담당했지만 탈냉전 시기에는 북한 핵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

하기 시작했다. 핵을 개발한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2017년 12월까지 10개에 달했다.144)

143) 냉전 이후는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탈냉전 시기와 냉전 시기의 

간략한 결의안 발의 패턴 비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북한의 핵개발과 숙적 

국가의 핵 관련 결의안 발의에 대한 내용을 짧게나마 수록한다.  

144) 대한민국 외교부 보도자료. 2017.12.26. 2006년을 시작으로 12년간 채택된 안

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2321호(2016년), 2356호

(2017년), 2371호(2017년), 2375호(2017년), 2397호(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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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2001년~2012년, 북한과 숙적 국가의 결의한 발의 횟수>

출처: 유엔군축실(UNOD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저자가 도표화. 

7. 가설검증

본 논문은 숙적 국가의 연성균형전략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두 가

지 가설을 세웠다. 첫째, 핵무장국의 핵무장이 가까워질수록, 숙적 국가

는 더 많은 결의안을 형성한다. 둘째, 숙적 국가의 국력이 클수록, 유엔

총회 결의안 발의를 적게 한다. 핵무장국에 대항한 숙적 국가의 경성균

형과 연성전략을 모두 살펴보고 가설을 검토한 결과 연성균형전략은 경

성균형전략의 보완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숙적 국가가 사용한 층위의 결의안은 핵무장국이 

세계에서 어떤 지위를 구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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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대항한 숙적 국가는 세계차원의 결의안을, 소련과 대립한 숙적 국

가도 역시 세계 차원의 결의안을, 영국을 상대한 숙적 국가 또한 세계 

차원의 결의안을 이용하여 각 핵무장국을 비판 혹은 비난하였다. 이는 

미국, 소련, 영국이 세계적인 지위를 보유했음을 의미한다. 확실한 숙적 

국가가 없어서 분석대상이 아니었던 프랑스145)는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

145) 프랑스는 핵무장 시기에 숙적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본 논문은 분석대상에 프

랑스를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프랑스는 명백한 핵무장국이고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 각주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프랑스의 결의안 발의 횟수는 아래 꺾은선 그래

프에서 나타낸 바와 같다. 

 <1946~1970년, 프랑스의 결의안 발의 횟수>

Nuclear Armament

0
1

2

1946 1948 1950 1952 1954 1956 1958 1960 1962 1964 1966 1968 1970
Year

French Sponsoring Numbers (1946-1970)

출처: 1946년부터 1970년 사이의 UN Yearbook 내용을 저자가 편집.

  프랑스는 핵무장 이후 1960년부터 약 8년간 결의안 형성을 위한 노력을 제

대로 보이지 않았다. 핵무장 성공 혹은 핵균형에 도달한 뒤 더 이상 연성균형전

략을 적극적인 사용하지 않았다. 1968년부터 1970년까지 2개의 결의안을 제출

하지만 3년간 제목이 동일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co-sponsor)했을 뿐이다. 하나

는 “이온화 방사선의 영향(Effects of atomic radi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원

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4번째 국제회의(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이다. 전자는 자국의 핵실험 당시 아프리

카국가들이 프랑스 비판을 위해 활용했던 결의안이다. 두 결의안 모두 비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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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국

가설 1:

핵무장국의 핵무장이 

가까워질수록, 

숙적 국가는 더 많은 

결의안을 형성한다. 

가설 2:

숙적 국가의 

국력이 클수록 

유엔총회 결의안 발의를 

적게 한다.  

핵무장국의 

행동 패턴 

미국
핵무장 뒤 유엔총회   

설립. (검증 불가)

가설 성립 X 

국력 순으로 많이 발의.

국력: 소련> 쿠바 순.

미국과 소련, 

토론 장악. 

소련
결의안 수가 통제된  

시기. (검증 불가)

가설 성립 X 

국력 순으로 많이 발의.

국력: 미국> 영국> 

유고 순. 

소련, 

미국 비판.

이 핵실험을 비판하였고, 비판 과정에서 세계·지역·국가 차원의 결의안을 

모두 이용하였다. 프랑스는 앞선 세 국가에 비해 세계적 지위가 공고하

지 않다는 의미이다.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주로 지역과 국가 수준

의 결의안으로 비판했는데 ‘이스라엘의(Israeli)’이라는 형용사가 결의안

에 직접 언급되었다. 당시 신생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위치는 세계적이지 

않았고, 지역 혹은 국가 정도의 위상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세계와 지역 수준,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역 수준에서 비판받았다. 각 국

가가 점유하는 위치를 비판 결의안의 수준(level)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4-2: 가설검증>

향한 적극적 의지 표출이나 핵무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과는 거리가 있다. 

     UN Yearbook(1968-70)을 참조하면, 결의안 채택을 위한 토론에서, 프랑스

의 핵실험 지대에서 가까운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동국가 그리고 일부 외교를 강

조하는 국가들은 핵실험으로 인한 위험성을 주장했던 반면, 프랑스는 자국의 핵

실험만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핵실험의 영향이 안전

하다면서 프랑스를 옹호했지만 결과적으로 핵무장 국가들은 자국의 핵실험을 옹

호하고 있었다. 각국은 한 주제를 두고, 서로 자신의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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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결의안 수가 통제된   

시기. (검증 불가)

소련이 단독 숙적 

국가로 비교 불가.

56년까지 

미국과 영국,

발의 결의안 

및 수 동일함.

이스라엘

가설성립 X 

이집트만 증가 추세,

이라크-이라크-요르

단은 분석기간 내 

비슷함.

가설성립 X 

국력 순으로 많이 발의.

국력: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요르단 순

 핵무기 

존재에 관해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음(NCND).

중국

가설성립 O 

63년 기준, 증가 추세 

* 64년에 결의안 

자체 극소수. 

** 대만은 사실상 

발의 없음. 

가설성립 O

국력 역순으로 많이 

발의.

국력: 인도> 일본> 

소련 순.

* 대만 사실상 발의 

없음. 

인도가 

핵무장하기 

5년 전부터 

발의 시작. 

인도

가설성립 O 

파키스탄, 73년부터 

증가 추세.

중국, 84년부터 증가 

추세.  

가설성립 ? 

국력: 파키스탄> 중국 

순. 

중국의 발의 수 자체가 

원래 적음. 

핵무장 이후, 

발의 수를 

절반으로 

떨어뜨림.

파키스탄

가설 성립 X 

판단하기 어려움.  

인도, 이미 핵무장. 

아프가니스탄, 증가 

추세. 

가설성립 X

국력 순으로 많이 발의. 

국력: 인도> 

아프가니스탄 순. 

핵무장 이후, 

발의 수를 

절반으로 

떨어뜨림.

연구를 통하여 두 가설을 검증한 결과, 가설 1은 시기마다 다르게 

결론을 내려야 했고, 가설 2는 기각되었다. 결의안의 발의 수는 국력에 

비례하는 추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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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 경성균형전략의 보완재로서의 연성균형전략

1946년에서 1991년까지, 냉전 시기 동안 여덟 핵무장 국가는 유

엔 총회에서 저마다 다른 태도를 취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유엔 총회

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재래식 무장에 박차를 가했고, 핵무장을 진

행했으며 연성균형전략 또한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영국은 서방진영의 

지지 속에서 외교적 수사를 구사하며 자신이 원하는 지위를 점유하기 위

해서 노력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결의안 채택 토론장에서도 자

신과 비슷한 상황의 국가를 옹호하며 자신의 이해를 높였다. 

숙적 국가 역시 핵무장 국가처럼 연성균형전략을 취했다. 하지만 

핵무장 국가군과 달리 국가별로 전략 활용의 편차가 심했다. 국력과 의

제 설정 능력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집트나 일본과 같

이 많은 수의 결의안을 형성하며 국제 여론을 주도하는 데에 성공한 국

가가 있는가 하면, 유고슬라비아나 쿠바처럼 결의안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채 토론장과 투표권을 활용해 자국의 의사를 표명하는 국가도 있었

다.   

숙적 국가 중 핵균형에 도달한 국가는, 핵균형 전까지 열성적으로 

수행했던 유엔총회 내 결의안 형성과 토론 행위를 점차 줄였다. 유엔총

회 형성 초기, 미국 진영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자, 소련은 점점 직설적

인 화법을 구사하며 미국의 핵독점과 도덕성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하

지만 소련은 핵무장에 성공한 뒤 미국 진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고, 

50년대 후반 이후에는 유엔총회에서 예전과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았다. 

인도와 파키스탄 역시 핵균형에 이르기 전까지는 핵군축과 비핵화

를 외치며 다른 숙적 국가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수준의 결의안 발의 

횟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핵균형을 이룬 뒤에는 원래 하던 발의 행위를 

절반으로 줄였고 자신들이 대표나 다름없던 지역 결의안을 형성하지 않

거나 형성 주기를 반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발의 패턴을 변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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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예외 국가도 있었다. 중국의 숙적 국가인 

대만은 1971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특별한 행보를 보이지 못했다. 핵무장 국가 이스라엘도 항변 

외에 별다른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비 리에 핵무장을 수행한 

뒤, 인정도 불인정도 하지 않는 국내정치적인 이유와, 막대한 로비를 통

해 미국을 움직일 힘을 가졌기 때문에 굳이 유엔총회를 활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핵비확산의 큰 획인 핵확산방지조약(NPT)은 핵 관련 결의안 

발의 횟수나 형성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NPT 체결과 발효를 기준

연도로 전과 후를 비교할 때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다. 핵무장 의지가 강

한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까지도 

명확히 거부했다. 조약 체결과 비준을 강요받은 세계 대다수의 국가는  

결의안 형성에 큰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NPT 탄생이 유엔총회 핵 관

련 결의안 발의 및 채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숙적 국가가 연성균형전략을 사용하는지, 연성균형전략이 경성균

형전략의 보완재인지를 확인하고자 세운 가설 검증 과정에서는 두 가지 

의미 있는 결론을 얻었다. 하나는 숙적 국가와 핵무장국 모두가 연성균

형전략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결의안 발의를 향한 열정과 능력에는 국가

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결의안 발의에 관심 없는 국가조차 유엔총회 내 

토론장을 이용했다. 토론장에서 국가들은 자국의 이해와 결이 비슷한 주

장을 옹호하기도 했고, 타국의 비난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스스로를 변호

하기도 했다. 

연성균형전략이 경성균형전략의 보완재라는 결론에도 도달했다. 

연성균형전략은 경성균형전략의 대체재가 아니었다. 국가의 국력이 클수

록 연성균형전략을 더 사용하는, 즉 연성균형전략의 사용 정도가 국력에 

비례하는 추세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물론, 정비례하지는 않았

다. 연도별 결의안 수 자체가 큰 폭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결의안 발의 

횟수를 절댓값으로 비교하여 결론을 내리는 일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했지

만, 결의안 발의 수와 토론에서의 참여도를 종합하면 비례관계가 있었

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소수의 예외 국가는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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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전 시기의 역사적 교훈은 국가가 얻고자 하는 바가 있을 때 

“연성균형전략과 경성균형전략을 동시에 취해야 한다”로 도출된다. 실제

로 대다수 국가가 두 전략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했지만, 민주주의의 영

향으로 이 교훈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대부

분의 국가는 경성균형전략을 강화하고자 할 때 한계를 느끼게 되기 때문

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군비·군사수 증가뿐만 아니라 동맹의 체결과 파

기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다. 하지만 연성균

형전략은 평화적이므로 동의를 얻기가 쉬워 전략적으로 활용하기가 용이

하다.  

탈냉전 시기에 냉전 시기의 교훈을 동일하게 강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국제정세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력이 강한 국가일수

록 연성균형전략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그 기회를 바탕으로 

실제로 연성균형전략을 잘 활용했으며, 결과적으로 원하는 바를 얻었다. 

이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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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lancing Strategy of the Rivalry States against 

the Nuclear-Weapon States

:analysis of the rivalry states’ sponsoring behaviors 

in the U.N. General Assembly during the 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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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as balancing strategies of the rivalry states against 

the nuclear-weapon states during the Cold War? The rivalry 

states had engaged in hard balancing strategies and soft balancing 

strategies simultaneously.

Some countries, such as the Soviet Union, India, and 

Pakistan, opted for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possessed 

destructive power to remove the nuclear threats from the 

nuclear-weapon states, while the other countries focused on 

strengthening their conventional armed forces. But even the 

countries that newly achieved nuclear balancing did not only use 

their physical powers to resist the rivalry states’ threat. 

All the rivalry states tried to utilizing soft balancing 

strategies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GA.) The 

rivalry states had sponsored nuclear-related re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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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ed their views in a debate session, and made their points 

clear by voting. The degree of implementing the strategy varied 

from country to country, but there was relatively proportional to 

national capability. Despite the overwhelming dominance of the 

Western Bloc in sponsoring resolutions at the UNGA in the 1940s 

and 1950s, the Soviet Union did not give up to the end, but 

expressed their views and criticized the United States.

The research obtained two meaningful conclusions. One is 

that a soft balancing strategy is a complement (complementary 

goods) for a hard balancing strategy. The other is that all 

countries had used soft balancing strategy during the Cold War. 

The undestroyed or surviving nations had implemented the two 

strategies properly, and it was a history lesson during the Cold 

War. 

Keywords: balancing strategies, hard balancing strategy, soft 

balancing strategy, nuclear-weapon states, rivalry states, 

resolution, sponsoring, the UNGA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e 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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