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WMD 군축·비확산 레짐 정책
고재남(외교안보연구원 교수)

I. 서론
소련 및 중·동 유럽의 탈공산화는 급기야 탈냉전 국제질서를 도래시키면
서 많은 국제정치 및 국제관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국제질서에 큰 관
심을 기울이게 하였다. 특히 이들은 짧게는 지난 1세기 동안 길게는 지난
2~3세기 동안 바람직한 국내 정치·경제 질서 및 국제질서를 둘러싼 계속
된 논쟁과 이념대립이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약화될 것이고, 따라서 21세기
에는 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국제질서가 형성,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옛 소련지역, 옛 유고연방 지역, 아프리카·중동 지역, 그리고 아
시아 지역에서 민족·영토·종교 분쟁의 격화는 그러한 기대가 잘못된 것임
을 자각시켜 주었으며, 탈냉전 질서도 여전히 많은 국제적 분쟁 및 불안정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특히 소연방의 붕괴 및 인도, 파
키스탄, 북한 등의 핵무기 개발에 따른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하 WMD)’의 확산 가능성은 미국 등 서방 세계의 지대한
외교·안보적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었고 이를 중단 또는 억제시키기 위한 국
제적 ‘비확산(nonproliferation)’ 정책 및 군축(disarmament) 조치를 촉
진시켰다.1)
즉, 소연방 붕괴직후인 1992년 옛 소련지역 내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리스본 의정서(Lisbon Protocol)’와 ‘넌-루가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
램(Nunn-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이 채택되었
고,

이후

(NPT)’의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무기한

연장(1995),

1993)’,
‘포괄적

‘핵무기
핵실험

비확산

조약

금지조약(CTBT,

1996)’, 바세나르(Wassenaar, 1996) 체제 등 새로운 군축·비확산 레짐
1) 본문에서 ‘군축’은 현재 보유중인 군사력 전반 또는 특정 무기체계를 감축 또는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
확산’은 어떤 종류의 무기 또는 그와 관련된 물자·기술 등이 보다 많은 행위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함. 본문에서 ‘군축·비확산 레짐’(또는 조약, 협약, 체제)은 WMD의 비확산(nonproliferation)을 위한 레짐
을 의미하고 있음. 또한 필자는 ‘비확산’을 필요시 군축, 다자수출통제체제 등을 통한 WMD 비확산을 의미하
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군축·비확산 편람(Disarmament & Nonproliferation)』
(2007. 7.), pp.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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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범하였다.

또한

미·러

양국은

전략핵무기의

대폭

감축을

위해

START I(1991), START II(1993)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WMD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21세기에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국제사회의 WMD 비확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냉전질
서의 붕괴에 따른 안보불안 해소 및 국가위신 제고를 위한 핵무기 및 중·
장거리 미사일 개발 노력은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란 등에서 계속되어 왔
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 중거리 미사일 보
유가 현실화되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핵보유국이 되었고 이란도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무기
보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 두 나라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한 발사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2001년 9월 11일 뉴욕 및 워싱턴에
서 발생한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사태는 만약 WMD를 이용한 테러사태가 발
생할 경우 그 물적이고 인적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한 것으로
전망되면서 WMD의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크게 제고되었다. 2003
년 3월에 이루어진 미국, 영국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도 사담 후세인의
WMD의 개발을 저지시킨다는 명분에서 실행되었다.
사실 소연방 붕괴 후 핵심 안보위협 요인으로 등장한 WMD의 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서 가장 관심을 끈 국가는 러시아였다. 제2절에서 살
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소연방 붕괴직후 러시아는 WMD 보유면에서 미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양적,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생·화학
무기의 경우 양적으로 미국을 압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1990년대에 극심한 정국불안 및 사회혼란, 그리고 경제위기를
경험했으며, 그 결과 WMD의 관리 및 감독체제가 느슨해지고 이는 외부적
확산요인 즉, 핵물질 및 핵기술에 대한 수요의 증대와 상호 결합하면서
WMD의 확산을 더욱 촉진시킬 수밖에 없는 여건 하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
서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는 WMD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
력을 강화하였고, 이에 러시아가 적극 협력함으로써 WMD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옛 소련지역에 관한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특히 푸틴
정부 들어 정국이 안정되고 연방정부의 WMD 관련 시설, 물자, 기술에 대한
통제 및 관리체제의 강화는 이러한 국제적 WMD 비확산 노력에 순기능적으
로 작용하였다. 메드베데프 정부도 WMD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
극 동참해 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 핵개발 추구국
들과의 접경성, 부정부패의 만연 등을 고려해 볼 때 세계적인 WMD 비확산
노력에 있어서 취약한 연결고리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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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2009년 1월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계(Nuclear
Free World)’ 구상과 미·러 간 START I 후속협정 적극 추진, 동년 5
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2010년 개최될 예정인 ‘NPT 회의’, 그리고 이
슬람지역에서 빈발하고 있는 자폭테러 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WMD 비확
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기존의 비확산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군축·비확산 체제를 구축
해야 한다는 일부 학자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2)
본 연구는 이처럼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WMD 비확산 문제의 당
사국인 러시아의 WMD 보유현황과 비확산 정책을 분석해 보고, 이것이 어
떻게 러시아의 WMD 군축·비확산 레짐 정책에 투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
면서 러시아의 WMD 비확산 정책을 평가, 전망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제2절에서 러시아의
WMD 보유현황을 핵무기, 생·화학 무기, 그리고 미사일로 구분하여 살펴보
며, 제3절에서 러시아의 군축·비확산 정책을 소련과 러시아로 구분해 살펴
보고, 제4절에서 러시아의 군축·비확산 레짐 정책의 실제를 살펴보며, 제5
절에서 러시아의 군축·비확산 레짐 정책을 평가하면서 향후 정책방향을 전
망하고 있다.

II. 러시아의 WMD 보유 현황
1. WMD의 개념 정의 및 종류
‘대량 파괴무기’ 혹은 ‘대량 살상무기’의 의미를 갖고 있는 WMD는
20세기의 발명품임이 틀림없으나 대량파괴는 고대시대 때부터 전쟁을 수행
하는 정치인·군인들의 끊임없는 소망이었다. 과학·기술 혁명에 의하여 뒷
받침된 산업혁명은 제국주의를 발전시키면서 전쟁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켰
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량파괴 혹은 대량살상 무기를 소유한 집단·
국가가 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20세기 전반에 발발한 양차 세계대전은 전쟁승리와 이를 위한 방안
2) Amy Sands, "Toward Holistic Nonproliferation," in Michael Barletta, ed., Proliferation Challenges and
Nonproliferation Opportunities for New Administratio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under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Occasional Paper No. 4(September 2000); Christopher A.
Ford, "A New Paradigm: Shattering Obsolete Thinking on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Arms
Control Today 38.9 (Novemb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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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구케 하였고, 이는 과학·기술 발전에 힘입어 WMD의 개발로 현실화
되었다.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 시 처음으로 전쟁 당사자들이 상대편에 독가
스를 사용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시 일본군
은 중국인들을 독가스를 이용하여 공격하였으며, 독일군은 유태인들을 학살
하기 위하여 독가스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그
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미국과 공산진영을 대표하는
미·소 간 군비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그리고 이들 양진영 간의 대리전이
<표 1> 15개국의 핵무기, 생·화학 무기 보유 및 개발 프로그램 현황3)
국가

핵무기

생물학 무기

화학무기

러시아

W

W

W

중국

W

W

W

이스라엘

W

W?

W

미국

W

프랑스

W

영국

W

인도

W

R?

W*

파키스탄

W

R?

R?

W*

한국

W?

북한

W**

W

W

이란

R

W?

W?

이집트

W?

W

시리아

R?

W

리비아

W

알바니아

W*

(W=무기 보유; R=연구 프로그램 보유국; ?=무기 및 프로그램 보유 의심국;
*=보유, 그러나 CWC 이행중이나 폐기 진행국; **=필자 수정)

3) Joseph Cirincione, Jon Wolfsthal and Miriam Rajkumar, Deadly Arsenals: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Threats, Second Edition Revised and Expanded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5), p. 22. 북한은 필자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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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도차이나, 아프리카, 중남미 등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물론 기타 대외적으로 심각한 안보위협에 직면한 소수 국가들에
의하여 WMD의 개발이 적극 추진되었다.
<표 2> 미사일 보유 현황4)
단거리 미사일, 즉 사정거리 1,000㎞ 이하 미사일 보유 19개국: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바흐레인, 벨라루스, 이집트, 그리스,
이라크, 카자흐스탄, 리비아, 슬로바키아, 한국, 시리아, 타이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UAE, 베트남, 예멘

중거리 미사일, 즉 사정거리 1,000-3,000㎞ 미사일 보유 7개국:
중국, 인도, 이란, 이스라엘, 북한,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중·장거리 미사일, 즉 사정거리 3,000-5,500㎞ 미사일 보유 1개국:
중국
장거리 미사일, 즉 5,500㎞ 이상 미사일 보유 5개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영국

그렇다면 WMD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WMD는 재래식 무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 및 수준의 인명살상 및 물적 파괴를 수반하는 무기 및
이의 운반수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체로 WMD는 핵무기, 생·화학 무기,
그리고 이들의 운반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운반수단의 경우 미사일, 전투기,
대포, 배, 트럭, 심지어 봉투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다.
2. 러시아의 종류별 WMD 보유 현황
(1)핵무기 보유 현황
러시아의 핵무기 보유 현황은 전략핵무기(strategic nuclear weapons),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s), 핵물질(nuclear materials), 그리
고 핵기술(nuclear expertise)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5)
4) Ibid., p. 15.
5) 본 절은 주로 다음 문헌을 참고하였음. Joseph Cirincione, Jon B. Wolfsthal and Mirian Rajkumar, Deadly
Arsenals: Track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2), pp. 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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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매우 다양하고 많은 우수한 성능의 전략핵무기 및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소연방 붕괴 후 크게 취약해진 재래식 무기의 전력을
보조해 주면서 러시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러시아는 소연방의 붕괴로
소련이 보유한 막대한 핵전력을 승계하였으며, 국제적으로 NPT, START I,
ABM 조약, 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조약 등이 갖는
의무와 권리를 승계하였다.
<표 3> 러시아의 전략핵무기 보유 현황6)
종류
ICBMs

SLMBs

(1990. 9.)

START I 자료
(2005. 1.)

발사체

1,064

611

핵탄두

4,278

2,436

발사체

940

292

핵탄두

2,804

1,672

79

78

핵탄두

570

624

발사체

2,083

981

핵탄두

7,652

4,732

Bombers 발사체

합계

START I 자료

비록 수명을 다한 핵무기가 증가하고 또한 재정부족으로 보존 및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최근 들어 러시아의 핵전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기는 하나, <표 3>이 증명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러시아는 아직도 양적,
질적으로 엄청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략핵무기의 주력은 ICBMs이다. 현재 SLBMs은 크게 감축되
고 있는 추세이나 러시아는 최신형 SLBMs를 건조할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리고 중폭격기도 여타 전략핵무기와 유사하게 전력이 감축되고는 있
으나 여타 전략핵무기에 비하여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미국과 2002년

5월 체결한 ｢공격용전략핵무기감축협정｣(Strategic Offensive Reduction
Treaty, 이하 SORT)에 입각하여 전략핵무기를 감축하는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이 협정에 의하면 양측은 전략핵무기를 2012년까지 1,700~2,200개
로 각각 줄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경제사정이 크게 회
6) Joseph Cirincione, Jon Wolfsthal and Miriam Rajkumar(2005), op. cit.,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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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지 않을 경우 2010년까지 1,000여개 정도의 전략핵무기를 보유할 수밖
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4> 러시아의 전술핵무기 보유 현황7)
(개)

91년
유형

총계

부시-고르바초프

보유량 총계

배치된 총계

(1991년 현재)

합의 이행 후

(2005년 현재)

(2005년 현재)

총계
지대공 미사일

4,000

0

0

0

대포

2,000

0

0

0

지뢰

700

0

0

0

대공방어

3,000

1,500

1,500

1,200

공군

7,000

3,500

3,500

1,540

해군

5,000

3,000

3,000

640

합계

21,700

8,000

8,000

3,400

전술핵무기의 경우, 러시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술핵무기의 규모, 구
성, 그리고 배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
러나 냉전시대 소련은 약 30,000개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
다. 그러나 소련 말 고르바초프는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전술핵무기 감축
에 대응하여 더 많은 양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이러한 전술핵무기
감축조치는 옐친에 의해서도 계속되었다. 그리고 비러시아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전술핵무기는 1992년 초 러시아로 이전되었으며, 1990년대에 전술핵
무기의 폐기작업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가 보유한 전술핵무기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3,500개 내지 8,000개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전술핵무기는 재래식 전력이 약화됨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핵물질(HEU, 플루토늄)의 경우, 러시아는 세계 제1의 핵무기 제조가능한
HEU와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핵물질의 도용 및 유출 위험이
매우 큰 상태에 있어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러시
아가 보유하고 있는 이들 핵물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통계는 부재한 상
태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대략 150 메트릭 톤의 플루토늄과 1,500 메
트릭 톤의 HEU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약 750 메
7) Ibid., p. 129.

- 7 -

트릭 톤이 핵무기 안에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무기화되지 않은 핵물질들은 보관시설의 안전도가 상이한 53개 핵시설에 분
산, 배치되어 있으며, 그 결과 이들 핵물질의 밀반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이다.
그리고 핵 기술자 및 핵 과학자의 경우, 갑작스런 소연방의 붕괴와 경제
상황의 악화는 핵기술의 확산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관심은 러시아의 핵물질의 유출방지와
안전화 관리는 물론 핵기술이 해외, 특히 핵무기 개발을 희구하는 국가 및
조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러시아의 핵개발 연구단지는 핵
무기의 제조, 관리, 해체를 담당하는 수만 명의 과학자, 엔지니어, 기사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수를 정확히 집계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120,000명
정도가 핵무기 제조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소련시
절 격리된 도시에서 비교적 호조건 하에서 근무하였으나 소연방 붕괴 후 경
제사정이 악화됨에 따라서 생활여건이 급속히 악화됨과 동시에 중앙정부로
부터 제품수주도 크게 감소하였다. 그 결과 이들 핵 관련 시설 근무자들이
경제적 유혹에 빠져 핵물질과 핵기술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게 증가하였다.
(2)생·화학 무기의 보유 현황
소련은 대규모의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소연방
붕괴로 이들 중 대부분을 러시아가 승계하였다. 수개의 생물학 무기 시설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비러시아 공화국 지역에 위치하였다. 생·화학
무기는 핵무기와 유사하게 생·화학 물질 및 제조기술이 비러시아 지역으로
유출되어 이들 WMD가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증가시켰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양은
40,000 메트릭 톤에 달한다. 종류별로 볼 때, 보유한 화학무기의 81%가 사
린(sarin), 소만(soman), VX viral agents 등과 같은 신경가스이다. 그리고
나머지 19%는 lewisite, mustard, lewisite와 mustard의 혼합물 등과 같은
수포성(blistering) 매체이다. 이들 화학무기는 로켓 탄두, 폭탄, 분사기, 스
커드 미사일 탄두 등에 장착되어 있거나 보관탱크에 저장되어 있다. 신경가
스는 무기의 형태로 제조되어 있고, 수포성 매체는 대형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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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화학무기의 보관 장소 및 형태8)
비율

저장형태

보관 장소

무기형태

Shchuch'ye

신경가스

13.6

발사체 및 로켓 탄두

Pochep

신경가스

18.8

공중투하 무기

Leoniddovka

신경가스

17.2

공중투하 무기

2.9

컨테이너

Gorny

수포성 매체/mustard,
이들 혼합물

(%)

Maradykovsky

신경가스

17.4

공중투하 무기

Kizner

수포성 매체/lewisite

14.2

발사체 및 로켓 탄두

Kambarka

수포성 매체/lewisite

15.9

컨테이너

소련은 화학무기와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공격용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가졌었다. 생물무기 프로그램은 소련이 1972년 ｢생물무기 협약｣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이하 BWC)에 가입한 후에도 더욱 확대
되어 antharax와 smallpox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연구소가 50 여개에 달하
였다. 비록 확인할 길이 없으나, 러시아는 이들 공격용 생물무기를 파괴하였
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아직도 필요시 다량의 공격용 생물무기를 생산할 수 있
는 다량의 생물무기 샘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러시
아는 필요시 생물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 개의 연구소를 계속 유지해 오
고 있다. 이들 시설들이 생물무기의 확산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소련의 생물무기 생산시설들에 의한 주요 확산 위험
은 생물무기 샘플들이 도난당하거나 또는 이들 생산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
자 및 과학자들이 그들의 기술을 다른 국가 및 조직에 판매하는 경우이다.
사실 소련의 생물무기 프로그램은 다량의 생물학 무기 매체들(agents)을 생
산하였으며, 이들 중 필요시 공격용 생물학 무기로 성숙시킬 수 있는 수천
개의 샘플들이 수십 개의 연구소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8) Ibid.,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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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사일 생산 기술
러시아의 고도의 미사일 생산 능력은 또 하나의 WMD의 확산에 기여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경제상황의 악화 및 미사일
생산기술 및 생산시설에 대한 감독과 관리체계의 느슨함은 미사일 개발, 특
히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희망하는 국가들로 하여금 이들 기술을 비밀리
에 획득하려는 노력을 촉진시키고 있다.
특히 소연방 붕괴 후 미사일 생산에 대한 주문이 크게 줄면서 생산시설은
물론 관련 기술자들의 처우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자들이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생산기술을 여타 국가들 및 조
직들에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가 대두되었다. 즉, 이란 및 인도의 장거리 미
사일 개발에 러시아 기술자들이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이 CIA 등
국제정보기구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테넷 CIA 국장은 2001년
對의회 증언에서 “러시아 관련업체들은 전년도에 탄도 미사일 관련 다양한
제품들 및 기술 노하우를 이란, 인도, 중국, 리비아 등에 계속해서 공급하였
다. 실제로 작년에 상당한 정도의 탄도 미사일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이전되
었으며, 우리들의 판단으로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으로 판단된다”9)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이란 미사일 생산기
술 및 부품 지원이 러시아 정부당국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정부
와 별도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정확하지 않다.

III. 러시아의 군축·비확산 정책 발전
1. WMD 군축·비확산의 개념 및 수단
냉전시기에는 핵무기를 포함한 WMD의 보유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소위 P-5) 등 소수의 강대국에 집중되었으며, 따라서 군비통제
(Arms Control) 및 비확산의 주요 과제는 미·소 간 핵전력 균형과 재래식
무기 확산의 문제였다. 그러나 냉전질서의 붕괴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포
함한 주요국들의 안보위협 문제에 대한 관심을 군비통제(arms control)에서
WMD 비확산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적대국 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의 시장경제 및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 그
9) Joseph Cirincione, Jon B. Wolfsthal and Mirian Rajkumar(2002), op. cit.,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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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러시아가 당면한 경제적, 군사적 약체화로 더 이상 러시아는 미국의 군
사적 적대국이 될 수 없었다. 차라리 우려되는 것은 소연방의 붕괴에 따른
러시아를 포함한 옛 소연방 구성국의 정국불안과 경제곤란, 부정부패의 만연
등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 산재한 WMD가 확산되어 미국은 물론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관심은 군비통제, 군축 보다는 WMD의
확산을 막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냉전질서 붕괴 후 CWC, MTCR 등 WMD 비확산을 위한 다자 국
제협정이 새롭게 체결된 반면 START II, ABM 조약 등이 미국의 비협조로
효력이 발효되지 않거나 폐기되었다. 현재 미국 의회는 CTBT를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CTBT의 비준을 재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미
국은 냉전시대 파키스탄 및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파키스탄의 핵무장화를 촉진시켰다.10)
탈냉전 시기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WMD 비확산은 어떻게 정
의되며, 그리고 WMD의 종류와 이에 대한 비확산 수단들(혹은 비확산 레짐
및 체제)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WMD는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와 이의 운반체계를 의미하며, 비확산은
WMD가 수평적(양적) 또는 수직적(질적)으로 확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
다. “핵 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은 “핵무기 비확산”을 줄인
말로서 핵무기의 수를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통하여 줄여 나가는 핵군축
(nuclear disarmamen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핵무기의 양적인 수
를 줄임으로써 핵무기 확산의 여지를 그만큼 줄인다는 차원에서 본 연구에
서는 핵무기 감축을 위한 군축협정도 핵 비확산에 기여하는 한 수단이라 간
주하고 있다.
핵 비확산은 핵무기의 제조기술, 핵물질, 핵탄두 등이 기존의 보유국 외의
국가 및 테러조직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화
학 무기의 비확산도 이미 개발된 물질을 감축 또는 폐기하면서 동시에 이미
개발된 생·화학 무기들이 이들 무기를 소유하지 않은 국가로 흘러 들어가
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WMD의 비확산은 WMD를 아직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WMD를 개발하는 것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1991년 걸프전 이후 비확산 개념은 ‘방지’ 차원을 넘어 ‘제재
10) Phillip C. Saunders, "New Approaches to Nonproliferation:
Regime?" The Nonproliferation Review (Fall-Winter 2001), pp.
Driscoll, Gregory Webb, and Jonathan Dean, Nonproliferation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Cambridge: The 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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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ing or Supplanting the
124-25; Randall Forsberg, William

Primer: Preventing the Spread of
Press, 1995), chap. 1.

(sanction)’ 차원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확산이 발
생하였거나 또는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대확산’ 혹은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이라는 개념이 미국 국
방부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11) 9·11 테러사태 후 미국의 주도로 2003년
출범한 ‘확산방지구상(PSI)’이 대표적인 대확산 조치이다.
WMD 비확산을 위한 ‘수단(means)’, ‘체제(system)’, 또는 레짐
(regime)은 넓은 의미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모든 수단 또는 체
제를 망라한다. WMD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군축 및 국제안
보 환경을 개선하는 직접적인 접근 방법과 수출통제(export control),
WMD 생산 관련기술 및 지식의 접근 제한, WMD 확산국에 대한 경제제재
및 군사제재 등 간접적인 것들이 있다.12)
한편 사운더스(Phillip C. Saunders)는 WMD 확산이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그 동안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수단에 대한 논의가 분분했다면
서 이를 5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13) 이들 5가지 방안은 비
확산 및 군비통제를 위한 다자체제, 선진국의 WMD 비확산을 위한 수출통
제, WMD를 획득 또는 개발 시도에 대응한 강대국들의 협력, WMD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확실한 안전보장, 비확산 및 대확산에 대한 일방적 조치
등이다.
2. 러시아의 군축·비확산 정책의 발전 개관
(1) 소련 시기14)
1950년대 들어 소련은 미국과 더불어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으며, 점차
핵무기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소련은 1955년 창설된 ‘바르샤바조약
기구(WTO)’의 여타 회원국들과 핵무기 공유를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핵기
술 이전과 동맹관계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중·소
분쟁이 시작되기 전인 1950년대 초반 중국에 핵관련 기술을 지원하였다. 물
론 소련의 대중 핵기술 지원이 중국의 핵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11)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 전게서, p. 4.
12) Randall Forsberg, William Driscoll, Gregory Webb, and Jonatha Dean, op. cit., pp. 74-83.
13) Pillip C. Saunders, op. cit., pp. 123-136.
14) 본 항목은 주로 다음 문헌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Jim Walsh, "Russian and American Nonproliferation
Policy: Success, Failure, and the Role of Cooperation,"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University, Occasional Paper 2004-01(June 2004), pp. 3-9; Serguei Batsanov,
"Russia and Nonproliferation in the New Century," in Michael Barletta, op. cit., p. 22.

- 12 -

대한 논란은 존재하나 중국의 핵무기 개발은 소련의 핵기술 지원에 기초한
것은 분명하다.
소련은 미국과 유사하게 또는 경쟁적으로 동맹국들 또는 우호·협력 관계
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지원하였다. 비록 중·
소 분쟁이후 잠재적인 핵무기 기술이전은 자제하였지만 연구용 원자로 및
기초적인 핵기술을 지원하였다. 예를 들어, 소련은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
이 재처리 시설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용 원자로밖에 지원하지 않
았다. 소련은 미국과 이념과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경쟁하면서도 핵무기 확산
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아이젠하워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구상
(Atoms for Peace Initiative)’을 찬성하면서 IAEA의 창설에 적극 동참
하였다. 그러나 미·소 양국이 핵무기 비확산을 위해 추진하던 ‘핵실험 금
지조약(Test Ban Treaty)’은 1958년에 중단되었고, 양국의 핵실험은 계
속되었다. 결론적으로 1950년대 소련은 미국과 더불어 핵무기 비확산을 위
한 공조를 하면서 자국이 핵능력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민수용 원자로 기술
을 동맹국들 또는 우호·협력국들에게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60년대 중반부터 소련은 핵무기 보유국은 물론 기타 WMD 기술이 확
산되는 추세가 빨라짐에 따라서 WMD 비확산 레짐을 구축하기 위한 대외
협력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즉, 1960년 프랑스가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고,
뒤이어 1964년에는 중국이 개도국으로는 처음으로 핵폭탄 실험을 하였다.
중국의 핵실험은 소련과 미국으로 하여금 핵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
으켰으며, 그 결과 양국으로 하여금 핵 비확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소련은 핵무기 또는 핵개발 관련 기술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
는 정책을 포기하면서 미국과 협조하여 서독, 일본 등 여타 국가들이 핵무기
를 보유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비확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소련과 미국
의 핵무기 비확산 공조는 1968년 NPT의 탄생을 가져왔다.
중국의 핵실험이 미·소 양국의 비확산 레짐 강화정책을 가져왔듯이
1974년 인도의 핵실험도 비확산 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였다.15) 미국에서는 비확산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되고 NPT 조항에 대한 평
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소련은 미국과 더불어 우선 NSG와 비확산 협력을
진행시키고 뒤이어 미국 후원의 ‘국제 핵연료 주기평가(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Evaluation, INFCE)’의 실현을 위해 협조하였다. 또
한 양국은 1972년 ABM 조약 및 SALT 1, 1979년 SALT 2를 각각 체결
15) 당시 인도는 핵실험을 평화적 목적을 위해 단행했다고 강조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인도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음. Ibid.,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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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979년 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뒤이어 미국에서 소련을 ‘악의
제국(Evil Empire)’으로 칭한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1980년대 들어
양국의 비확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약화되었다. 소련은 대아프가니스탄 전
쟁과 크게 악화된 경제위기 극복에 정책적 우선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으
며, 미국 또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잠재적 핵개발국
인 파키스탄과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란·이라크전을 둘러싼 양국
간 경쟁관계, 레이건 행정부의 SDI 추진도 비확산 정책을 위한 협력을 약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85년 고르바초프의 당서기장 취임과 신사고 외교정책 즉, 탈냉
전적·탈이념적·탈군사적 대외정책은 소련의 군축 및 비확산 분야에서 협
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고르바초프는 ‘합리적 충분
성’ 이론에 입각한 안보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미 군축·비확산 정책을 추진
하였다.16) 그 결과 1987년 INF 조약이 체결되고 SRART 1 협상이 추진되
었다.
(2) 러시아 시기
러시아는 소련연방 붕괴 후 새로운 국가안보 정책의 대강을 정립하고 이
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외교·국방 정책을 수립,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여 왔다. 즉 러시아는 1993년 2월, 11월 각각 외교정책개념 및 군사독트린
을 확정, 발표하였다. 그리고 1997년 12월에는 변화된 국내외 정세를 반영
하여 ｢국가안보개념｣을 발표하였으며, 푸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1990년대

채택된 이들 문건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외교·안보 문건이 공표되었다. 물론
이들 문건들은 옐친 정부 말기에 변화된 국내외 정세를 반영하여 준비된 것
이 푸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확정, 발표된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에 신 ｢국가안보개념｣이 발표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마련된 신 ｢군사독트
린｣과 신 ｢외교정책개념｣이 각각 동년 4월, 6월에 채택되었다.

상기 문건들은 러시아가 WMD 확산이 국가안보는 물론 국제정세의 불안
요인임을 감안하여 비확산 조치를 강화시켜 나가야 하며, 러시아는 WMD
비확산 조치들을 적극 지지, 참여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1990년대 초부터 하기하는 바와 같이 미국, EU 등 국제사회의 러시아를 비
16) Mary C. FizGerald, "Gorbachev's Concept of Reasonable Sufficiency in National Defense," in George
E. Hudson, ed., Soviet National Security Policy under Perestroika (Boston: Unwin Hyman, 1989),
cha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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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옛 소련지역 내 WMD의 안전한 관리와 제거 등 비확산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 오고 있다. 옐친 정부가 1993년 11월 채택한 ｢군사독트린｣
은 러시아는 NPT, CWC, BWC 등에 제시된 기본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천명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WMD 개발 및 이의 개발, 생산, 저장, 획득 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수단, 물질, 기술 등이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는 정책을 추

진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17) 또한 1996년 6월 발표된 ｢옐친 대통령의
안보교서｣ 및 1997년 12월 채택한 ｢국가안보개념｣도 이와 유사한 내용들을

재천명하면서 WMD 및 미사일의 확산이 러시아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18)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1998년 5월 개최
된 G8 정상회담에서도 그대로 증명되었다. 또한 WMD 비확산을 위한 수출
통제의 심각한 중요성이 동년 9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러 정상회담에
서 재천명되었다.
본 절에서는 푸틴 정부 들어 채택된 외교·안보 문건들에 나타난 정책기
조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WMD 비확산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2003년 6
월 푸틴이 참석한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
성명은 “우리들은 WMD 및 그것의 운반수단의 확산이 우리 모두에게 점증
하는 위협임을 인정한다. 국제테러의 확산과 더불어 WMD는 국제안보의 가
장 현저한 위협이다”19)라고 밝히고 있다. 그로부터 3주 후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푸틴은 보다 명확하게 “WMD의 확산은 21세기의 주요 위협이
다”20)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푸틴의 WMD에 대한 입장은 푸틴 정부하에서 채택된 외교·안보

문건에 나타난 러시아의 WMD에 대한 정책과 일치하고 있다. 2000년도 ｢

국가안보개념｣은 “국제관계는 일부 국가들이 WMD 개발을 통하여 국제정

치에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투쟁이 일어나는 여건 하에서 형성, 발전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는 여타 국가들과 WMD 비확산에 대한 공통

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21) ｢국가안보개념｣은 1997년의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핵심 과제 중의 하나는 WMD 및
17) "The Basic Provisions of the Military Doctrine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russia.shaps.hawaii.edu/security/russia/russia-mil-doc.html
18) ｢옐친 대통령의 안보교서｣ ｢中蘇硏究｣, 통권 70호 (1996 여름), pp. 336-351; "National Securit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President's Decree No. 1300, December 17, 1997), RIA-Novosti, Daily
Review (January 9, 1998), Issue 002.
19)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A G8 Declaration," Evian, June 1-3, 2003, p.
1. Vladimir Orlov "Patient in Coma?: Prospects of non-proliferation following the Iraqi War," Russia
in Global Affairs, Vol. 1-No. 3 (July-September 2003), p. 104 재인용.
20) Ibid..
21) "Concept of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Russian Federation" Nezavisimoye Voennoye Obozreniye
(14 January 2000).

- 15 -

이의 운반수단의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이들 WMD 및 운반수단
의 확산위협은 국가안보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
라서 러시아는 외교정책의 목표를 “WMD와 그의 운반수단의 비확산 체제
를 강화”, “WMD가 없는 지대 설치를 위한 협조”, “WMD 및 재래식 무
기의 감축 및 폐기 분야에서의 상호의무의 이행” 등과 같은 것으로 설정하
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후 채택된 신 ｢군사독트린｣과 신 ｢외교정책개념｣은 ｢국가안보개념｣에

명시된 WMD 관련 내용들을 다시 천명하면서 이를 구체화시키는 여러 조치

들을 강조하고 있다.22) 특히 ｢외교정책개념｣은 미사일과 미사일 생산기술의
비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세계 통제체제｣(Global Control System, 이하

GCS)와 같은 국제레짐의 확립을 지지한다고 강조하고, 자국이 비준한
CTBT에 많은 국가가 참여해 주길 바라고 있다.
특히 푸틴 정부는 출범 후 처음으로 2006년 6월말 러시아 비확산 정책의
기조와 실행방안들을 담은 “러시아와 WMD 및 운반수단의 비확산”에 관
한 백서를 발표하였다.23) 동 백서는 2005년 발표된 “WMD 및 그들 운반
수단의 비확산에 관한 러시아연방 정책의 기본 원칙(Principles of the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State

in

the

Sphere

of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eans of
Their Delivery)” 등 푸틴 정부 들어 발표된 상기한 외교·안보 문건들에
나타난 WMD의 군축 및 비확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백서는 그간 발표된 문건들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상황평가와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메드베데프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08년 7월 채택한 ‘외교정책개념’도
WMD 비확산의 토대가 되는 다자협력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NPT,
CWC, BWC 등에 제시된 규정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다자수출통제 체제의
제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는 동 문건은 전략적 안정을 위한
최소 수준의 핵무기만 제외하고 감축하는 핵무기 감축협상을 관련국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동 문건은 외기권 무기 배치 및 잠재적 미
사일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24) 실
22) "The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approved by the President Putin on June
28, 2000 from http://www.mid.ru./mid/eng/econcept.htm; "Russia's Military Doctrine" (2000. 4. 21 채
택) from http://www.armscontrol.org/ACR/ may00/dc3ma00.hym; 고재남, ”러시아 新 ｢외교정책개념｣의
분석 및 평가” ｢主要國際問題分析｣(외교안보연구원, 2000.9.22).
23) "The Russian Federation and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Delivery
Systems: Threats, Assessments, Problems and Solutions," at http://춘.miis.edu/other/rusfed.htm (검
색일: 2009.11.1).
24) "The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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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메드베데프 정부는 200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제2차 핵실험으로
야기된 유엔제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III. 러시아의 군축·비확산 레짐 정책의 실제
1. 다자 WMD 군축 및 비확산 레짐에의 적극적인 참여
WMD 비확산 및 군축을 위한 다자 레짐(체제, 조약 또는 협약)은 <부록>
과 같이 다양하며,25) 러시아는 거의 모든 군축·비확산 레짐에 참여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그들 중 주요 군축·비확산 레짐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1) NPT
NPT는 2007년 10월 현재 187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인
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비회원국이다. 북한은 2003년 1월 NPT 탈퇴
를 선언, 동년 4월 비회원국이 되었다. NPT는 1960년 2월, 1964년 10월
프랑스와 중국이 각각 핵실험을 실시함에 따라서 핵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
가 증대되었고, 그 결과 미·소 양국이 제네바 군축회의에 NPT 공동 초안
을 제출하여 1968년 6월 UN 총회에서 동 초안이 채택되고 1970년 3월 발
효되었다.
NPT는 동 조약이 채택될 당시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소련(러시아), 중
국, 영국, 프랑스를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핵무기

비보유국은

IAEA와

‘안전조치

협정(Safeguards

Agreement)’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안전조치 협정은 평화적 이용
목적의 핵 프로그램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억제하고 또 찾아내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NPT는 모든 비핵보유 가입국은 IAEA에
자국의 핵시설을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만약 가입국이 이를 숨길 경우
찾아내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IAEA는 가입국 내 통보하지 않은 의심
스런 핵시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사찰(special inspection)을 실시할
at http://eng.kremlin.ru/text/docs/2008/07/204750.shtml (검색일: 2008.7.30).
25) 구체적인 것은 다음 문헌들을 참조할 것.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Inventory of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Organizations and Regimes, 2000
edition (August 2000);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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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이 특별사찰은 1993년 2월 북한에 처음 적용되었다. NPT는 25
년의 조약 유효기간이 1995년 만료됨으로써 이를 연장하기 위한 회의를 개
최하였고, 그 결과 NPT가 무기한 연장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NPT 평가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특히 2000년 4~5월 UN
본부에서 개최된 제6차 평가회의는 NPT 각 조항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최종 문서를 채택하면서 NPT 체제 유지 및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결집하였다. 당시 회의에서 그 동안 소극적 입장
을 보여 온 핵무기 보유 5개국들이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분명한 약속을
최종문서에 명기하는데 동의하였으며, 최종문서에는 이들 국가가 취해야할
구체적인 핵무기 군축조치들이 명기되었다. 즉 핵무기 보유국들은 일방적 핵
군축을 위한 노력 지속, 핵무기 능력에 대한 투명성의 제고, 전술핵무기의
추가 감축, 핵무기 작동수준의 감소, 안보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 감소, 그리
고 모든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감축 및 군축협상에 참여 등과 같은 내용이
최종문서에 명기되었다. 또한 동 문서는 CTBT의 조기 비준, 중동·남아시
아·이라크·북한 등 지역 차원의 핵확산 문제에 대한 대응 모색, 북한의
NPT 의무 이행촉구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26)
러시아는 NPT 창설 제안국으로서 지금까지 NPT의 강화와 실질적인 이
행에 많은 협조를 하였으며, NPT 연장조치의 지지, 그리고 2000년 4~5월
개최된 NPT 평가회의가 최종문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다. 즉
러시아는 옐친 정부, 푸틴 정부, 메드베데프 정부 하에서 채택된 각종 외
교·안보 관련 공식 문건이 증명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핵무기의 비확산과
이의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자 차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다.
(2) IAEA
핵무기 비확산과 관련하여 가장 오래된 다자체제는 IAEA이다.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및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방지를 주관하고 있으
며, 이를 위해 안전조치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IAEA의 설립은 미국 아이젠
하워 대통령이 1953년 12월 UN 총회연설에서 “Atoms for Peace”를 제
창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IAEA는 1956년 10월 헌장이 채택되었고, 1957
년 7월 발효되었다. 2007년 10월 현재 IAEA 회원국은 144개국이다.
NPT 발효 이후 핵 비보유국인 NPT 당사국의 모든 원자력 활동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을 위하여 1970년 안전조치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후 NPT
26)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 전게서,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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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 비보유국들은 전면 안전조치 협정의 교섭을 개시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안전조치 협정을 발효시켜야 한다. 반면에 핵 보유국은 NPT 규정에
따라서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나 IAEA와 자발적인 안전조치
협정(Voluntary-offer safeguards agreement)을 체결하고 지정된 시설에
대해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핵 보유국으로서 IAEA의 안전조치 협정의 이행 및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오고 있다. 실제로 소련은 북한의 NPT
가입을 원자로 핵심부품의 공급과 연계시켜 1974년 6월 북한의 NPT 가입
을 실현시켰다.
(3) CWC
화학무기

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이하

CWC)은

1992년 2월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채택되어 1997년 4월 발효되었고, 2007
년 10월 현재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 182개국이 가입하고 있
다. 한국은 1997년 4월 당사국이 되었으며, 2007년 10월 현재 이스라엘,
이집트, 시리아 등이 미가입국으로 남아있다.27) 1997년 4월 당시 러시아,
미국, 인도, 한국은 2007년까지 자국이 보유한 화학무기를 전량 폐기하기로
약속하였으며, 필요시 이를 201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다.
화학무기는 역사적으로 오랜 시일동안 사용되어 왔으나, 국제사회의 관심
과 이를 금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0년대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다량의 제초제(Agent Orange) 및 최루탄을 사용하였음은 물
론 1980년대 초 이란·이라크전에서도 사용되면서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케
하였고, 그리고 1988년 3월 이라크 당국의 쿠르드족에 대한 사린 가스 및
겨자탄 공격으로 5,0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부터이다. 특히 1985년
소련에서 고르바초프의 당서기장 임명에 따른 국제사회의 탈냉전화는 CWC
의 발전에 촉매제가 되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냉전시대 화학무기의 최대 보유국은 소련이었으며, 따
라서 소련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이는 CWC의 출범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
황이었다. 실제로 고르바초프는 1990년 미국 대통령 부시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보유 중인 화학탄을 대량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고, 1991년에는
부시가 자국이 보유한 모든 화학무기를 무조건 폐기한다고 선언함으로써
CWC의 탄생에 크게 기여하였다. CWC는 화학무기의 개발·생산·소유·사
27)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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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비확산 국제레짐 중 가장 완벽한 포괄적인
검증절차를 갖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1987년 화학무기 생산을 중단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약 40,000 톤의 화학무기를 보유, 이를 7개의 장소에 분산 배치시키
고 있었다. 이들 무기를 폐기시키기 위하여 시설이 1980년 말 사마라 지역
에 위치한 차라예프스크에 건설되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작동되지 못
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1990년대에도 대량의 화학무기를 폐기시킬 수 없었
는데, 이는 폐기시설 및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드는 재정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3년 러시아는 CWC에 서명함으로써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고, 2001년 중반까지 미화 2억 9
천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외부로 받았다. 러시아는 우선적으로 보관장
소에 폐기시설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28)
그러나 러시아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CWC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
서 화학무기를 폐기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02년 여름
현재 마라디코프스키와 레오니도프스키에 산재한 카테고리 2, 3에 속하는
화학무기를 폐기처분하였고, 카테고리 1에 속하는 화학무기의 폐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었다. 1996년 러시아 정부가 마련한 “러시아 연방이 보유
중인 화학무기를 폐기”하는 특별 프로그램에 따르면 러시아는 모든 화학무
기 및 이의 생산시설을 국제기구의 감시 하에 2007년까지 페기 또는 폐쇄
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하여 러시아 정부는 7개의 화학무기 폐기 시설을 건
설할 예정이었다. 일부 공산당 및 군부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CWC의 비준
이 4년가량이나 지연되었으나 화학무기 폐기가 늦어진 것은 무엇보다도 어
려운 국내 경제여건, 미국 등 서방세계의 지원감소와 중단(예: 미국은 1999
년 이를 위한 대러 경제지원을 중단함)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CWC 이행작업의 지연은 외부세계의 러시아에 대
한 경제적·정치적 영향이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 자체적으로 화학무기 폐기
를 위한 작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담당부서
도 국방부에서 러시아 군수산업청으로 2000년 이관되었고, 2001년에는
28) 보다 구체적인 러시아의 화학무기 보유 및 이들 무기의 폐기와 외부세계의 대러지원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참조. CSIS, Protecting Against the Spread of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An Action
Agenda for Global Partnership, Vol 4: Russian perspectives and Priorities (January 2003), chap. 4.
"Destruction of Russia's Chemical Weapons," pp. 77-90; idem, Vol 2: The Challenges, chap 3:
"Russian Chemical Weapons Demilitarization: Successes and Challenges", pp. 53-69; and Jonathan B.
Tucker, "Russia's New Plan for Chemical Weapons Destruction," Arms Control Today(July/Augus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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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 군축을 위한 국가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2001년 화학무
기 폐기를 위한 연방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6배나 증가되었고, 2002년에는
2001년보다 2배가 인상되었다. 또한 러시아 정부 당국의 예산증액에 맞추어
외부 지원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6> 화학무기 폐기 일정29)
(단위:개)

2001

2002

2003

2004

5

195

585

975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125 5,805 12,365 20,365 28,365 36,365 40,000

러시아는 2001년에 1996년 채택한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연방 프로그램
을 개정하여 러시아 내 카테고리 1, 2 화학무기를 2011년까지 폐기하기로
일정을 <표 6>과 같이 재조정하였다. 또한 러시아 정부당국은 화학무기 폐
기전략을 다시 검토한 후 폐기시설을 7개 대신 3개로 축소하면서 보다 완벽
한 시설을 갖추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러시아는 여타 3개의 소규모 시설을
건립하여 화학무기 군수물자의 비군수 물자화 및 기타 화학제품의 독성제거
작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4) BWC
생물무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25년 ｢질식성·독성 또

는 가스 및 세균학적 물질의 전시사용 금지를 위한 제네바 의정서｣가 체결

된 후 1972년 4월 군축위원회에서 BWC의 문안이 채택되었다. BWC는 미
생물, 생물학 작용제 및 독소의 개발, 생산, 비축 및 획득을 금지하고 있으
며, 협약 발효 9개월 이내에 보유 병원균, 독소, 장비 및 운송수단의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으로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BWC는 1975년 3월 발효되
었으며, 2007년 10월 현재 156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러시아는 1975년 3
월 가입하였으며, 한국과 북한은 1987년 6월과 1987년 3월 각각 가입하였
다.30)
상기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
었다. 그러나 소연방 붕괴 후 이들 생물무기의 관리소홀 및 경제곤란에 따른
과학자와 고용자들의 외국으로의 전직과 이주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생
물무기의 확산이 초래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국내외적으로 제기되었다. 러
29) "Destruction of Russia's Chemical Weapons," p. 82.
30)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 전게서, pp.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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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는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물론 비확산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생물
무기를 비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미국, 영국과 1990년대 초 3자 협정을 체결하여 러
시아의 BWC의 이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련국 간 상호 방문검증 등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가기로 합의하였다. 물론 러시아가 협정체결
직후 수개의 관련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
지는 못했다. 또한 생물무기와 관련된 연구시설이 국방부, 보건부 등에 분산
되어 있는 관계로 통일된 사찰 및 검증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고르바초프
의 생물무기 개발에 대한 5개년 지원 계획은 1990년까지 소련의 생물무기
개발을 촉진하는 동인이 되었다. 그러나 소연방 붕괴 후 러시아는 미국, EU
등 외부세계의 지원과 자체 예산으로 BWC를 폐기시키기 위한 작업을 지속
해 오고 있다. 그러나 CWC와는 달리 BWC의 검증 레짐이 부재한 관계로
러시아는 물론 기타 국가들의 BWC에 따른 생물무기 비확산을 위한 노력이
완전하지 못한 편이다.
2. 다자 수출통제(export control) 레짐의 적극 참여31)
냉전시대에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
는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국가안보와 비확산의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비록
기술수출을

둘러싼

동맹국들

간

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콤

(CoCom)’은 소련 동맹국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의 확산을 통제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수출통제는 또한 ‘핵공급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이하 NSG)’, ‘오스트리아 그룹(the
Australia

Group,

이하

AG)’,

‘미사일

기술

통제레짐(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이하 MTCR)’의 지침이 증명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WMD 및 이의 운반수단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하
였다.

32)

소련은 비록 핵무기 개발 기술이전은 엄격히 제한하였으나 여타 기술, 특
히 탄도 미사일 기술이 동맹국들 및 후견국가들에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덜 통제적이었다. 그러나 냉전질서의 붕괴 및 소연방의 붕괴는 기존 다자 수
출통제 체제의 유용성을 이념적·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감소시키는 결과
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핵무기, 탄도 미사일, 생·화학 무
31) Phillip C. Saunders, op. cit., p. 127.
32) 보다 자세한 것은 다음 문헌 참조.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 전게서, pp. 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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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프로그램이 유럽국가들로부터 유입된 이중 용도의 기술과 물질에 의한
것임이 밝혀져 수출통제의 필요성이 여전히 필요함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이
에 따라서 수출통제는 WMD과 이의 운반수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 결과 탈냉전질서하의 WMD 비확산 노력은 WMD의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통제를 위하여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확립하거나 또는 기
존의 수출통제 체제를 강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992년
NSG는 핵무기 개발과 관련 기술, 장비, 물질들의 이전을 제한하는 지침을
확립하였으며, 특정 아이템의 공급 조건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조치를 부과하
였다. 또한 MTCR은 비록 1987년에 출범하였으나 냉전질서의 붕괴로 2007
년 현재 회원국이 34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적용 범위도 생·화학 무기
및 핵무기 운반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로 확대되었다. 1985년 출범한 AG도
이라크의 생물전쟁 프로그램의 존재 확인 및 CWC의 규정들을 반영해 화학
무기 생산 관련기술 및 생·화학 무기에 적용될 수 있는 장비들을 관리대상
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비록 CoCom이 1994년 폐지되기는 했으나 이를 대
신한 그리고 무기이전 및 이중 용도의 기술 이전의 투명성 및 책임이 더욱
강화된 Wassenaar 협정이 1996년 출범하였다.
러시아는 변화된 국제정세에 맞추어 자국의 수출통제 체제를 개선하면서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기구에 가입함과 동시에 그들 수출통제 기구의 기준
들을 준수하겠다고 합의하였다.33) 러시아는 현존하는 5개의 다자 수출통제
체제중 Wassenaar 협정, NSG, Zangger Committee, MTCR 4개에 가입하
고 있다. 러시아의 이들 다자 수출통제 체제에 대한 활동은 정치적인 측면이
많고 이는 비확산에 대한 러시아의 의미와 공헌도를 약화시키고 있다.
현 러시아의 수출통제는 옛 소련의 유산에 깊은 영향을 받고 발전되었다.
소련의 수출통제는 당시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반영하고 있었다. 공
산당 통제의 명령경제하에서 수출통제 및 그와 관련된 면허행위는 정치적·
군사적·이념적 목적에 의하여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주요 수출통제 기구
는 국가계획위원회(GOSPLAN)의 수출통제위원회였으며, 각 공화국의 수출
통제기구는 중앙정부 차원의 수출통제기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 1950년
대 중국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는 소련이 제 3세계의 WMD 개발을 지원했
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 즉 핵무기 보유국 지위 유지 및 핵 확산에 대한 우

33) 러시아의 비확산을 위한 수출통제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참조. Michael Beck, Gary Bertsch and
Khripurov, "The Development of Nonproliferation Export Control in Russia," World Affairs (Summer
1994), Vol. 157, Issue 1; Vladimir A. Orlov, "Export Controls and Nuclear Smuggling in Russia," at
http://www.pircenter.org/board/ article.php3?artid=181; Vol. 4: Russian Perspectives and Politics,
chap. 5 Export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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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소련 지도자들로 하여금 핵무기 비확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게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소련은 실제로 1980년대 국제사회의 WMD 비확산
체제의 확립 및 기존 체제의 강화에 대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다. 또한 국
내적으로는 당 중앙위원회는 국가경제·재정부에 수출통제국을 신설토록 명
령하였으며, 비확산에 있어서 국제적 의무를 이행토록 하였다.
핵분야에서 소련은 IAEA의 안전조치에 따라서 핵관련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였으며, NSG와 Zangger 위원회의 가이드 라인과 자국의 수
출통제 정책을 조화시켰다. 또한 이중 용도 화학물질의 수출은 대외경제관계
부와 외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소련 각료회의의 MTCR에 대
한 지지는 약간은 주의깊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미사일 수출을 통한 경화획
득을 고려한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MTCR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소련은 독자적으로 소련·동유럽 내 화학물질을 통제하는 Leipzig
Group을 출범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동유럽내 공산정권의 붕괴
로 무산되었다. 1990년경에 접어들면서 소련 내 시장경제 원리가 도입됨에
따라서 수출통제 제도도 서방세계와 보다 유사한 제도로 변화되었다. 즉
1991년 4월 대통령 포고령 및 각료회의의 결정 428호로 ‘소련 국가 수출
통제 위원회’가 재조직되었다. 이 위원회의 실무조직은 경제부 내 수출통제
국이었으나 소연방의 붕괴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34)
러시아의 수출통제 제도는 소련말의 이러한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수출통제국이 마련한 민감한 수출통제 아이템을 그대로 수용
하여 1992년 옐친 대통령에 의하여 발표된 수개의 수출통제에 대한 포고령
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옐친은 1992년 4월 대통령 포고령 388호인 “러
시아 내 수출통제 체제의 확립을 위한 조치들”을 통하여 러시아의 비확산
수출통제에 대한 법적인 토대를 만들었다. 1990년대 동안 러시아는 수출통
제에 대한 부처 간 위원회를 확립하였으며, 수출행위 시 통제와 관련된 원자
재 및 완제품, 설비, 과학·기술 정보, 작업, 서비스, 그리고 지적 활동의 품
목들이 확정되었으며, 통제품목들과 관련된 대외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가이드
라인을 채택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1996년 수출통제 정책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를 단죄하는 형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러시아의 수출통제 제도를 발전
시키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부터 러시아의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핵심기구는 MEDT이며, 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MEDT 내에 수출통제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러시아는 국제레짐들이 지정한 6개 통제품목들을 확정, 이
34) Michael Beck, Gary Bertsch and Igor Khripunov,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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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즉, 핵 물질과 부품, 특수한 비핵물
질, 기술; 핵개발 활동에 이용되는 이중 용도의 설비, 물질, 그리고 기술; 통
제대상인 이중 용도의 제품과 기술; 통제대상인 생물학 제품, 기술과 관련된
것들; 이중 용도의 화학제품, 설비, 기술; 그리고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설
비, 물질, 기술 등이다.
러시아의 수출통제 제도는 1990년대 들어 많이 선진화되었으며, 이는
WMD의 비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없
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관료들의 부패, 경제곤란에 따른 관련 기술, 제품
등의 판매 유혹, 그리고 61,000㎞에 달하는 국경과 느슨한 경비체제, 수출
통제에 대한 세관원들의 경험 및 지식 부족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세계는 물론 다자 수출통
제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WMD의 비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
고 있다.
3. 주요국들과 WMD 비확산을 위한 협력 지속35)
냉전질서의 붕괴 후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념논쟁의 장이자 정치·외교적
대립의 장이었던 UN, 특히 세계 주요 강대국들의 회합체라고 할 수 있는
UN 안보리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실 냉전질서 하에서 국제
평화와 안정 유지를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는 UN 안보리는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들 간 대립과 갈등이 심하여 국제안보 문제에 대한 강대국 간 협
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냉전질서의 붕괴는 이러한 대립관계, 특히 미·러 간의 대립관계
를 청산하면서 WMD의 비확산 등 국제안보 문제에 관하여 긴밀한 협력이
전망되었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WMD 비확산 레짐을
위반한 국가들에 대하여 강력한 공동 대응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들은
다자 비확산 조약, 수출통제 체제, 그리고 강대국 협력이 상호 보완적인 기
능을 하면서 냉전시대보다 WMD 확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즉 다
자 비확산 조약은 생·화학 무기 등 일부 무기류를 금지시키고 WMD의 획
득을 어렵게 하며, 이행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
한 수출통제 체제는 WMD의 개발과 관련된 기술, 물질 등의 획득을 어렵게
한 반면, 강대국들은 이들 WMD 비확산을 위한 조약들과 다자체제들의 집
행과 유지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것이다.
35) Phillip C. Saunders, op. ct., pp. 12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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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냉전질서 붕괴 후 국제사회가 직면한 WMD 확산 및 잠재적 가능
성에 대하여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일치된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을 한 것
은 아니다. 즉 이라크·북한·인도·파키스탄 등의 WMD 보유 노력에 대하
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인도, 파키스탄이 사실상의 핵
무기 및 중거리 미사일 보유국이 되었다. 또한 이라크·북한에 대한 대응에
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의 경우 이견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안보리 이
사국들이 공통의 안보이익과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과 북
한의 핵무기 개발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이라크의 경우
WMD의 개발 능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종전협정에 포함시켰다. 즉 1991
년 ‘이라크에 대한 UN 특별위원회(UNSCOM)’가 구성되었고, 이 위원회
는 이라크의 WMD 및 탄도 미사일의 개발 능력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
였다. 그러나 후속기구인 ‘UN의 감시, 검증, 사찰 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표결 시 러시아·중국·프랑스는 불참하였다. 이는 이라크 문제 해결을 둘러
싸고 상임이사국 간 미묘한 입장차이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2003년에 이루어진 對이라크 군사공격에 대한 안보리의 입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묘한 입장차이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도 계속되고 있
다.
러시아는 9·11 테러사태 후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의 WMD 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對이라크 군사공격을 추진할 때에도 만약 이라크가 진정으로
WMD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면 對이라크 군사공격을 위한
안보리의 승인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미국·영국의 對
이라크 전쟁은 수행되었고, 이라크 공격의 명분이 된 WMD 개발노력에 대
한 충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비록 6자회담에 적극 참여하였
지만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둘러싸고도 약간의 차이를 보여 왔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자국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 중의 하나인 WMD
및 이의 운반수단의 비확산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면
서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해 오고 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미
국은 WMD 확산, 특히 핵무기의 확산에 대한 이중적인 정책을 펴오고 있고,
그 결과 파키스탄·인도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4. 자국 내 WMD 제거를 위한 양자 협력의 지속
러시아는 소연방 붕괴 후 한편으로는 WMD 비확산을 위한 다자 국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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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 내 산재한 WMD의 감축 및 제
거, 그리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양자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러한 러
시아의 대외 협력은 냉전 시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정치·군사 대립으로 인
하여 군비경쟁이 계속되었고, 그 결과 과도한 WMD가 개발·생산·비축되
어 있어서 이를 어떤 형태로든 감축 또는 제거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국내외
적 안보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인식에 기인하였다. 또한 당면한
국내정세, 즉, 경제곤란, 불안한 치안상태, 중앙정부의 행정권의 약화, 부정
부패의 만연, WMD 관련 시설의 관리 및 통제의 약화 등은 일부 WMD 개
발 추진 국가들 및 범죄조직들과 연계되어 WMD의 확산을 촉진시킬 가능성
이 많았다.
따라서 러시아는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물론 EU, NATO 등 다자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자국내 WMD의 감축 및 제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1) 대미 핵무기 감축협력의 지속36)
러시아는 소련말기인 1991년 7월 고르바초프와 부시 간 체결한 START
I을 계승하여 협정에 따른 전략핵무기 감축작업을 2001년 말까지 완료하였
다. START I은 미·러 양국이 1,600기 이상의 전략핵무기 발사체와
6,0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따라서 양국은 상
호 검증절차를 걸치면서 기한 내에 나머지 전략핵무기를 폐기해야만 했다.
또한 러시아는 START I이 책정한 최소한의 전략핵무기도 냉전질서 붕괴
후 변화된 국제 안보정세를 감안해 볼 때 과도한 전력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보유핵을 더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양자협상을 진행, 1993년 1월 옐친과 클
린턴 간 START II를 체결하였다. START II에 따르면 양국은 3,500기 이
상의 전략 핵탄두를 보유하지 못하고, 다탄두 ICBMs를 모두 제거시키며,
SLBMs도 1,750기로 2003년 1월까지 감축해야 한다. 미국 상원은 1996년
1월 START II를 비준하였으나 러시아 국가두마는 START II가 이행될 경
우 다탄두 ICBMs의 전략 폐기로 심각한 핵전력의 약화가 불가피하다면서
비준을 2000년 여름, 즉 푸틴 시대가 출범할 때까지 연기하였다. 러시아 국
가두마의 비준 지연은 1990년대 중반이후 미국의 NATO 확장과 미·러 간
1972년 체결한 ABM 조약을 위반하면서 국가미사일방어(National Missile
36)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들 참조. Nuclear Status Report, chap. 2: "U.S.-Russian Strategic Nuclear
Negotiations and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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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이하 NMD, 최근에는 MD)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안보정책을 추
진한데 기인하였다. 이에 따라서 미·러 양국은 1997년 3월 헬싱키에서 정
상회담을 개최하고, 보유 하한선을 2,000~2,500기로 확정하는 START-III
를 위한 양자협상을 START II가 유효하는 시점부터 진행시키기로 합의하
였다. 또한 양국은 START II 이행시한을 2007년 12월말로 연장조치 하였
다. 양국은 1997년 9월 26일 이와 관련된 의정서를 뉴욕에서 서명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NMD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함에 따라
서 국가두마와 연방회의는 2000년 4월 START II를 비준하면서 미국이
ABM 조약을 위반하면 비준이 무효화된다는 단서조항을 첨부함으로써 미국
상원의 재비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양국 간 신경전은 사실상
START II 효력 발효를 연기시켰고, 이후 푸틴과 부시는 2002년 모스크바
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핵무기 보유 하한선을 각각 1,700~2,200

기로 정하고 이를 2012년까지 실행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략공격무

기 감축협정｣(Strategic Offensive Reduction Treaty, 이하 SORT)을 체

결하였다. 따라서 SORT가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러시아는 2012년 1,700
기 또는 그 보다 훨씬 적은 전략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예정이었다.
SORT의 검증체제를 SRART I에 입각해 추진해 오던 미·러 양국은
START I의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5일 종료됨에 따라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로 2009년 4월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 시
별도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금년 7월 모스크바
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SORT에서 규정한 핵탄두 및 발사체의 감축량보
다도 훨씬 많은 감축을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현재 동 조약의
최종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한다는 합의하에 수차례의 핵군축협상을 진행시
켜 오고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전략핵무기 감축 정책은 이미 단행한 전술핵무기의 대폭
감축과 더불어 러시아내에 산재한 핵무기를 큰 폭으로 감축하는 것을 의미
한다. 물론 이러한 러시아의 전략핵무기 감축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따
른 막대한 핵무기의 보수 및 관리 곤란 등에 1차적인 동기가 있으나 2차적
으로는 ‘합리적 충분성’을 넘어선 핵무기를 감축함으로써 정치·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2) 자국 내 WMD 비확산을 위한 양자 협력의 지속
소연방 붕괴 후 러시아가 당면한 WMD 비확산 관련 안보문제는 대외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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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대내적인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자국
내 산재한 다량의 WMD를 제거하고, WMD의 운반 및 보관상 안전을 유지
하며, 수백 톤의 HEU 및 플루토늄을 안전하게 배치 또는 처분하며, WMD
개발에 이용될 물질·기술·시설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등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관심사항이었다.37)
그러나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과 전환기적 국내상황으로 이들 과업을 독자
적으로 원활히 수행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옛 소련지역으로부터 WMD 확산
을 우려하고 있는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WMD 비확
산을 위한 적극적인 대러 지원 및 협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 초부터 세계의 주요 민주국가들, 특히 미국은 과도한 WMD 및
이와 관련된 물질들의 제거와 WMD 개발에 관련된 물질·기술·시설 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한 대대적인 재정지원 및 이를 통한 협력사업을 진행
해 오고 있다. 현재 소련의 WMD 유산을 제거하기 위한 대러 지원에 11개
국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EU, EBRD 등 다자 국제기구 등도 참여해 오고
있다. 1992~2001년 사이에 이들 국가 및 국제기구로부터 러시아에 지원된
금액은 약 5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러시아는 이들 외부 지원을 핵무기 물
질의 이동 및 보관, START I의 이행, 그리고 화학무기 제거를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재정으로 사용하였다.
<표 7> 러시아가 외국과 체결한 CTR 협정(2002년 중반 현재)38)
국가

협정형태

국가

협정형태

캐나다

정부 간 1개

EBRD

정부·기구 간 1개

EU

국제적1개, 정부 간1개

핀란드

정부 간 1개

프랑스

정부 간 6개 (5개 만료)

독일

정부 간2개, 부처 간1개

이탈리아

정부 간 2개

일본

정부 간 1개

노르웨이

정부 간 1개

스웨덴

정부 간 1개

영국

정부 간 2개

미국

국제적 3개, 정부 간 5개,
부처 간 12개

37) "Eliminating the Legacy of the Cold War: Background" in Russian Perspectives and Priorities. 참조
38) "Eliminating the Legacy of the Cold War: Background,"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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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러시아 내 WMD 비확산을 위한 재정지원은 1991년 의회가 소련
내 핵무기와 핵개발과 관련된 물질, 기술, 지식의 통제를 위한 對蘇 지원 필
요성을 인식하여 상원의원인 Sam Nunn과 Richard Lugar의 발의로 소련
내 WMD의 안전한 수송, 보관, 제거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Nunn-Lugar
프로그램’을 제정, 1991년 12월 법으로 통과되었다. Nunn-Lugar 프로그
램은 매년 최고 4억 달러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러시아
만에 국한된 것이 아닌 옛 소련지역을 커버하는 것이었으나, 이 프로그램으
로 러시아는 초기 자국 내 WMD 의 비확산을 위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
었다.39) 한편 클린턴 행정부는 Nun-Lugar 프로그램을 ‘협력적 위협감소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이하 CTR)’로 명칭을 개칭하였고, 이에
따라서 대러 재정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WMD 관련 소련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러시아 관련부서와 외국 해당
부서 간의 교류는 ‘러시아 연방의 민법’, ‘러시아 연방의 관세법’, ‘러
시아 연방의 조세법’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화학무기 제
거를 위한 러시아의 정책은 1997년 5월 채택된 ‘연방법 76FZ’ 즉, “화
학무기의 제거에 대하여”와 2001년 7월 승인된 ‘연방법 510호’ 즉,
“비축된 화학무기의 제거”라는 두 가지 법에 의하여 보완되고 있다. 그리
고 핵무기 제거를 위한 러시아의 정책은 1995년 11월 채택한 ‘연방법
170-FZ’, 즉 “핵에너지의 사용에 관하여”와 1963년 5월 채택된
“Vienna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에 의하여
대체로 결정되고 있다.
러시아 내 WMD 관련 대외협력 기관은 MINATOM, 러시아 군수품청, 국
방부, 경제개발 및 무역부, 러시아 항공 및 우주청, 연방 원자력 및 방사능
안전국, 국가세관위원회 등이다. 러시아는 그동안 WMD 비확산과 관련된 각
종 양자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이 중 26개는 핵무기 및 핵물질에, 10개는
화학무기의 제거 및 그 생산시설에, 4개는 WMD와 관련된 일반적 안보이슈
에, 1개는 전략공격무기의 제거에 관한 각각의 협정들이다. 이들 중 대부분
이 미국과 체결되었다.

V. 결론 및 전망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소연방이 붕괴되기 전부터 WMD의 확산이 가져
39) Nuclear Status Report, chap. 3 "U.S. Nonproliferation Assistance Program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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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계적 재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이를 억제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물론 이는 이미 막강한
핵 무장력 및 생·화학 무장력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여타 국가들의 WMD
보유를 막으려는 목적이 숨어 있기는 했으나, 1970년대 초부터 미국 등 관
련국과 양자 및 다자 조약과 국제기구의 창설을 통하여 WMD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1980년을
전후하여 미·소간 첨예한 대립구도가 재형성, 유지되면서 1980년대 중·후
반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최고지도자로 리더십을 발휘할 때까지 WMD 비확
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WMD 비확산을 위한 미·러 협력 및 국제사회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작스런 소연방의 붕괴는 소련이 보유한
WMD를 어떻게 잘 관리, 통제하면서 WMD의 확산을 막느냐, 그리고 여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등을 추진하는 개발도상국들의 WMD 보유 욕구를
어떻게 억제시키느냐가 중차대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러시아는 1990년대 초부터 WMD와 이의 운반수단의 확산이 자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심대한 안보위협 요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리고
미국, EU 등 세계 주요국들은 물론 WMD 비확산을 위한 국제기구 등과 협
력하여 WMD 비확산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물론 갑작스런 소연
방의 붕괴는 러시아 및 CIS 국가들이 WMD 확산의 주범국이 될 가능성을
열어 놓았으며, 이는 국내정세의 혼란과 경제위기로 그 가능성이 배가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등 국제사회
는 러시아를 설득, WMD의 비확산을 위한 협력을 끌어냈으며, 그 결과 상기
한 바와 같이 많은 성공을 거두어 왔다.
러시아는 이러한 WMD 비확산 정책기조를 향후에도 계속 유지해 나갈 것
으로 보인다. 핵무기 비확산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한편으로는 미국과 체결
한 SORT보다 규정한 군축 및 비확산 조항보다 훨씬 뛰어난 전략핵무기 군
축조약을 START 1 후속 조약으로 채택하기 위한 대미 협상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 내 산재한 핵개발에 관련된 물질·기술·설비 등의
안전한 관리와 불필요한 것들의 폐기를 자체적으로 그리고 외부 세계의 도
움을 받으면서 이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
움과 냉전질서 붕괴에 따른 안보환경의 개선, 재래식 군사력의 취약성, 변경
지역 전략환경 불안정성의 상존 등을 고려하여 한편으로는 핵 무장력의
‘합리적 충분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SORT에서 허용한 것보다
더 적은 전략핵무기를 보유하는 정책을 펴면서 핵무기의 현대화, 고성능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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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해 나갈 것이다.
사실 러시아는 90년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핵무기 감축 및 핵개발
과 관련된 인프라들의 관리 및 통제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 프로그램들
을 통하여 실현해 왔다. 그러나 푸틴 집권 이후 정국안정, 성장경제의 지속
(물론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라 금년도에 7~8%의 마이너스가 기록될 예정),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을 통한 강대국으로의 재부상은 러시아의 군축·비확산
레짐에 대한 정책실현을 확대·강화시켜 주었으며, 이는 향후에도 군축·비
확산 레짐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점차 확대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핵무기의 확산을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
인으로 재인식하면서 90년대 보여준 소극적 혹은 미온적 핵확산 억제정책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핵무기 비확산 정책을 계속 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정치적·전략적 이유에서 이란에 대한 원자로 건설을 지
원해 왔다. 그러나 푸틴 집권 2기 들어 미국의 권유에 화답하여 이란이
IAEA의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자로 건설 및 핵연료의 공
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對이란 정책을 변화시켰고, 이는 이란
의 對IAEA 협력정책을 유도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메드베데프 정부도
푸틴 정부의 대이란 정책을 계승해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시키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향후 자국 내에 산재한 핵개발 관련 인프라의 안전한 관
리와 폐기를 위하여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는 물론 핵 비확산 국제기구들
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어떤 측면에서 PSI의 대상국인 러시
아는 PSI가 출범한지 1년 후인 2004년부터 PSI에 참여해 오고 있으며, 이
는 WMD 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생·화학 무기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미국 등 세계 주요국과 합의한 일정
대로 안전한 관리 및 폐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상기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CWC, BWC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화학 무기 및 물질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러시아로부
터의 생·화학 무기의 확산 위험 가능성이 많은 실정이다. 러시아도 이 점을
감안하여 미국 등 주요 국가들 및 WMD 비확산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는 또한 현재까지와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다자·양자 차원의 WMD
비확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사실 러시아의 지리적 광대성,
방대한 WMD 보유와 이에 따른 가장 높은 확산원인 제공 여지 등을 감안해

- 32 -

볼 때, 국제사회의 WMD 비확산 노력은 1차적으로는 러시아를 비롯한 옛
소련지역에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일부 개발도상국에 맞추어질 것이다. 특히
체첸 분리주의자들의 테러위험에 직면해 있는 러시아는 최근 들어 더욱 빈
번해지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제테러에 WMD가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과 2009년
12월 5일로 예정된 START I의 유효기한 만료 전에 이를 대체하면서
SORT에서 제시한 핵탄두보다 훨씬 적은 수의 핵탄두와 발사체를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군축협정안을 연말까지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러시아는 과거 소련시대 북한과 군사동맹관계에 있으면서 북한의
WMD 개발능력의 토대를 제공했으나 한반도의 비핵화 및 WMD 비확산 정
책을 견지해 오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6자 회담 등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방향은 향후에도 지
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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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국제 군축 ‧비확산 체제 현황 40)
2007.10 월 현재

구

분

BWC

72.4. 채택/
75.3. 발효

156국 가입
(109개국 서명)

한국 87.6. 가입/
북한 87.3.가입

이스라엘,
시리아, 이집트 미가입

오타와협약

99.3. 발효

153개국 가입
(133개국 서명)

남·북한 미가입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베트남 미가입

CCW

83.12. 발효

102개국 가입
(50개국 서명)

한국 01.5. 가입/
북한 미가입

2의정서
4의정서
5의정서
IAEA

98.12. 발효

89개국 가입
86개국 가입
32개국 가입
144개국 가입

06.11. 발효
56.10. 헌장채택
57.7.29 설립

안전조치협정

75.4. 가입/
85.12. 가입
99.9. 비준/
미가입
97.4. 비준/
미가입

주요 미가입국
및 기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미가입
인도, 파키스탄, 미국,
중국 미가입
이스라엘, 이집트,
시리아 미가입

한국
북한
한국
북한
한국
북한

CWC

수출
통제
체제

남/북한 현황

190개국 가입
(93개국 서명)
177개국 서명/
140개국 비준
182개국 가입
(165개국 서명)

CTBT

국제
기구

가입국

68.7. 채택/
70.3. 발효
96.9. 채택/
현재 미발효
93.1. 채택/
97.4. 발효

NPT

국제
협약

협약 발효

한국 57.8. 가입/
북한 74.6. 가입,
94.6. 탈퇴

5(비준)/10(서명)/
166 (발효)
119(비준)/112(서명)
/81(발효)

추가의정서
HCOC

02.11 설립

126개국 가입

CD

84.2. 설립

67개국 가입

COPUOS

59. 설립

67개국 가입

NSG

78.1. 설립

45개국 가입

ZC

74.8. 설립

36개국 가입

AG

85.4. 설립

40개국 가입

MTCR

87.4. 설립

34개국 가입

Wassenaar
체제

96.7. 설립

40개국 가입

40) 출처: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 군축비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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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02.11가입/
북한 미가입
남·북한 96.6
가입
한국 94.9 가입/
북한 미가입
한국 95.10. 가입/
북한 미가입
한국 95.10. 가입/
북한 미가입
한국 96.10. 가입/
EU 포함
북한 미가입
한국 01.3 가입/
북한 미가입
한국 96.7. 가입/
북한 미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