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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의 국제핵질서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기존
핵보유국인 미국·러시아(구소련)·영국·프랑스·중국 이외에 새롭게 핵보
유국의 지위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970년대에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이 NPT나 IAEA와 같은 비확산 레짐의 구속에서
이탈하여 핵보유국이 되었고, 21세기 들어서도 이란·북한 등이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
을 단행한 북한의 핵보유 추진은 동아시아 핵질서의 향방을 가름하는 중요
한 전환점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기존 핵 강국들이 전례 없이 핵군축 및 비확산 정책에 적극성을 보
이고 있는 점도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이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4월 5일, 프라
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핵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유일한 핵보유국으로서
의 미국이 도의적 책임을 갖고 핵 없는 세계 실현을 주도하겠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미국이 CTBT 비준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물질의 생산을 정지하는 소위 컷 오프 조약의 교섭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1)
미국의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기존 핵보유국들도 속속 핵정책의 변화
를 도모하고 있다. 러시아는 올해 12월을 목표로 미국과 전략핵탄두 감축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교섭이 성공하면 미국과 러시아는 향후 각국이 보
유하고 있는 핵탄두를 1500발 전후 수준으로 감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브라운 수상도 현재 보유하는 4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3척으로 줄이
고, 160발의 핵탄두도 보다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2) 올해 9
월24일 개최된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등의 주도로
1) "Obama Urges Efforts to Eliminate Nuclear Arm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9.4.6).
2) 『朝日新聞』 (2009.9.24)참조.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러한 국제
핵군축의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미국은 내년 봄을 예정으로 핵안전보장
정상회의를 워싱턴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북한 등의 핵개발과 핵보유국들에 의한 핵군축 흐름이 교차하는 21세기
국제핵질서는 잠재적 핵능력을 가진 국가들에게 보다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
고 있다. 특히 어떤 나라보다도 잠재적 핵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북
한의 핵위협에 노출된 일본의 핵정책에 세계인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과
연 일본은 근린 국가들인 중국·러시아에 이어 북한까지 핵보유국이 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본 고에서는 핵무장론과
비핵정책의 기로에 선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해 왔고, 앞으로도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를 논하고자 한다.

Ⅱ. 일본의 핵정책 논의 구도
1. 일본 핵정책의 기원
(1)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의 재군비 정책

일본은 세계 최초로 핵무기 공격을 받아 막대한 피해를 받은 유일한 피폭
국(被爆國)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일본은 패전국으로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하는 점령군 사령부(GHQ)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지만, 원폭의
원체험은 이후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기게 된다.
전후 맥아더가 주도했던 점령군 총사령부는 일본에 대해 비군사화 및 민
주화의 방침 아래 점령정책을 시행해 나갔다. 태평양 전쟁 발발의 주동 원인
이 되었던 제국 육군과 해군은 해체되었으며, 700만 명 이상에 달하였던 제
국 육해군의 병사들은 동원 해제되어 각각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전쟁 결정
에 관여한 주요 군인들과 정치가들은 전범으로 규정되어 동경재판에 회부되
어 처형 받았으며, 전쟁에 나름대로 관여하였던 주요 공직자들은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일본을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비군사화의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령군 사령부의 의지는 1946년 후반기에 제정된 소위 평화헌법에

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郞) 및 요시다 시게루(吉田
茂) 등과의 협의에 의해 만들어진 이 헌법은 제9조 1항에서 분쟁해결의 수
단으로 무력 사용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육해공군 전력의 불(不)보유를 선언하였다. 이 같은 헌법상의 규정으로
인하여, 일본은 세계에 존재하였던 국가들 가운데 아주 예외적으로 군대의
보유 자체가 금지된 특별한 국가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과 패전
의 체험을 쓰라리게 간직한 대다수 일본인들은 다시금 전쟁을 할 수 없게
된 헌법과 국가기구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패전 직후 일본의 국가성격은 미국과 소련 간에 냉전적 대
립이 전개되면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46년 2월, 소위 장전문
(long telegram)을 통해 소련의 팽창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경고한 조지 케난
(George Kennan)은 그의 봉쇄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유럽에서 집단방위체
제를 결성함과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일본을 재군비화하여 소련
에 대한 봉쇄정책의 전진기지로 삼아야 한다는 전략구상을 제시하게 되었다.
케난을 필두로 하는 미 국무성의 전략구상은 일본을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
들겠다는 점령군 총사령관 맥아더의 의지와 충돌하였으나, 결국 케난의 냉전
대응형 봉쇄전략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1950년 6
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일본의 재군비를 보다 결정적인 흐름으로 만든
사건이기도 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4개 사단을 한국 전선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일본 국내의 치안 공백을 방지
하기 위해 일본 청년들로 구성된 7만 5천 명 규모의 경찰예비대를 창설하였
다. 이 경찰예비대가 평화헌법 상 육해공 군대의 보유를 금지한 일본 사회에
서 실질적인 군대의 성격을 갖게 되는 자위대로 발전하게 된다.
1951년 9월에 개최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를 통해 일본은 전후 국제사
회에 복귀하게 되었다. 같은 날 일본은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여, 헌법
상 군대를 갖지 못하게 된 일본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군의 계속
적인 일본 주둔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어서 1954년 7월에는 경찰예비대를
모태로 하는 육해공 자위대가 발족하게 되었다.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체결과 육해공 자위대의 창설로 인해 전후 일본의 방
위체제는 확연하게 제한적 재군비 즉, 경무장의 노선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후 일본 방위체제의 전환에 대해 자유주의적 성향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방위체제가 오히려 일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길이라고 맹렬한
비판을 퍼부었다. 동경대학의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義和) 교수는 미·소
대립의 냉전 구조는 핵무기를 보유한 양국에 의해 언제라도 핵전쟁이 발발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 주도 하의 방위체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장차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핵위협에 고스란히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3)

사카모토 교수는

일본이 핵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미일동맹을 해소하
고 중립화의 길을 택해야 하며, 자위대 대신에 유엔 중립국으로 구성된 유엔
군을 일본에 주둔시켜 안전을 확보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보수적 성향의 언론과 지식인들은 자위대의 창설은 불가피하여, 자위대가
창설된 이상 재래식 무기로 필요 최소한의 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요미우리 신문(讀賣新聞)은 핵무기가 발달한 현재에 있어 전면전쟁
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나, 국지전쟁이나 간접침략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소규모 유도병기 등의 무장은 필요
하다고 보았다.4) 비슷한 시기 아사히신문(朝日新聞)도 “미일안보조약에 기
반하여 전술적, 전략적 공격은 일절 미군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대일지원에 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의 초기 적어도 3개월간은 적의 침략
에 대처할 수 있는 자주적 방위력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탄환 등의 비
축을 늘리고 병기생산, 정비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미국으로부터의 공여를 기
대하는 종래의 의존성에서 빨리 탈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5)고 하여 일본
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미일동맹과 자위대의 전력 증강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즉, 미일동맹이 체결되고 자위대
가 창설되는 등의 안보체제 변화에 직면하여 일본의 식자들과 정책결정자들
은 자위대에 대해서는 재래식 전력이나 유도무기 등의 제한적 군비증강을
실시하고, 이에 더해 미일동맹의 억제력에 의존하여 일본의 안전보장을 담보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구상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미일동맹을 해체하고
유엔군이 중심이 된 평화유지군을 자위대 대신에 일본에 주둔시키자는 이상
3) 坂本義和「中立日本の防衛構想」(世界1959.8)『核時代の國際政治』(岩波書店、1967).
4)『読売新聞』(1959.7.27) 田中明彦, 『安全保障:戰後50年の模索』(讀賣新聞社、1997), p.196에서 재인용.
5)『朝日新聞』(1959.5.18) 田中明彦, 『安全保障:戰後50年の模索』(讀賣新聞社、1997), p.196에서 재인용.

론적인 구상은 수용이 되질 않았던 것이다. 아울러 핵무장론 같은 강경론도
이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주목된다.
(2) 비핵 3원칙 선언과 일본 핵정책

일본이 미일동맹 강화와 자위대 재무장을 통해 안전보장을 확보하려는 체
제가 정착되던 무렵, 강대국을 중심으로 핵확산의 양상이 나타났다. 핵을 독
점하던 미소 양 강대국에 이어 영국이 1952년에, 프랑스가 1960년에 각각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핵보유국이 되었다. 그리고 1964년에는 인근의 중국이
모택동의 강력한 집념을 바탕으로 우라늄형 원폭 실험에 성공하게 되었다.
1964년도에 GDP와 수출·수입 등 경제지표면에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
로 부상하게 된 일본에서 과연 어떠한 핵 논의가 제기되었던 것일까.
일본 내에서 핵 논의가 제기된 것은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통해
보다 대등한 미일동맹관계를 구축하려던 시기였다. 중요한 군사적 이동은 사
전협의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안보조약이 개정된 것인데, 그 논의과정에서
미일 간 협의에 의해 일본 국내에 미국의 핵무기나 중장거리 미사일이 반입
될 경우에는 미일 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비밀리에 논의된 것이다. 다만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함선의 기항이나 항공기의 영공 통과는 비밀합의에
의해 사전협의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6)
일본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핵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하게
된 것은 1964년 중국에 의한 우라늄형 원폭 실험을 통해서였다. 일본은 중
국 원폭 실험 이전부터 미국으로부터의 정보제공 등에 의해 이 사실을 인지
하고 있었으며, 원폭 실험 두 달 전인 1964년 8월 5일, 일본 외무성은 중국
핵실험이 실시될 경우 일본에게 미칠 영향과 대응방책을 검토하였다. 좌파
성향의 지식인들은 중국 핵이 방위적 성격을 지닌 것이어서, 일본은 미·중
대립에 말려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고, 보수적인 성향의
6) 『朝日新聞』(2009.7.10) 참조. 1963년 4월, 주일 미 대사 라이샤워는 일본 외상 오히라(大平正芳)와의
회담을 통해 핵 반입은 일본 영토에 대한 핵 배치와 설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핵을 탑재한 함정의 기항
과 영해 통과는 반입으로 볼 수 없다는 논의를 전개했다. 이 같은 논의에 따라 핵 탑재 함정의 기항이
나 영해 통과는 미일 간 사전협의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朝日新聞』(2009.8.27) 이 같은
논의를 기반으로 같은 해 6월, 오히라 외상은 참원 외무위원회 답변에서 일본 정부는 핵무기의 반입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반입 의도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발언하였다. 이 같은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사세보나 요코스카에 미국 핵 항모나 원자력 잠수함이 기항하는 것은 반입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지식인들은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 중국 발 핵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였
다.7) 중국의 핵실험은 일본 내에 향후 추진해야 할 핵정책의 방향을 재검토
하는 중요한 계기를 부여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좌파나 우파 지식인들 사
이에 핵무장론은 억제되고 있으며, 동맹국 미국에 의한 핵우산 제공이나
미·중 대립 회피론 등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본 핵정책론은 그 다음 해인 1965년 1월 12일, 사토(佐藤榮作)
수상과 존슨 미 대통령의 회담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회담에
서 사토 수상은 미국이 일본을 지켜준다는 보증을 한다면 일본은 중국 핵실
험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의 안보조약에 의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8) 다음 날인 1월 13일, 사토 수상은 맥나마라 국방장
관과의 회담에서도 일본의 핵무장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밝히고 있다. 맥
나마라 국방장관이 일본이 금후 핵개발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문의하자, 사
토 수상은 일본은 핵무기의 소유와 사용을 반대하며, 일본과 중국 간에 전쟁
이 발발한다면 미국이 즉각 핵 보복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단 일본 육상에
대한 미국 핵 반입은 불가하겠지만, 핵 반입의 대상이 아닌 해상에의 미국
핵무기 발동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미국 측의 의사를 묻고 있다.

9)

즉, 중국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일본 내에서 핵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
루어지고 있는데, 사토 수상을 정점으로 하는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확인한 이후 핵무장 보다는 미국으로부터의 핵우산에 입각한
비핵화의 핵정책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1967년 12월, 사토 수상이 국회
에서 피력한 비핵 3원칙 즉,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겠다는 선언은 이 같은 미국으로부터의 핵우산 공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비핵 3원칙을 기초한 교토산업대학 와카즈미(若泉敬) 교수도 일
본 비핵정책의 4가지 기둥이 ①비핵 3원칙, ②미일안보조약에 의한 미국 핵
억지력 의존, ③핵군축 추진, ④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추진 등이었다고 밝
히고 있다.10) 즉, 일본은 중국의 핵개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의 핵우
산을 확약 받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비핵 3원칙 제창, 국제적 핵군축 등을
7) 『朝日新聞』(2005.2.25)
8) 정상회담을 기록한 외무성 문서. 『朝日新聞』(2008.12.22) 기사에서 재인용.
9) 『朝日新聞』(2008.12.22) 기사. 이에 대해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
다.
10) 田中明彦, 앞의 책, pp.222-223.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비핵 3원칙의 제창 이후에도 일본은 몇 차례에 걸쳐 핵정책에 대한 본격
적인 검토의 계기를 갖게 된다. 일찍이 원자력 에너지의 개발에 관심을 가졌
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는 1970년 방위청 장관에 취임한 직후에
방위청 산하의 연구진을 동원하여 일본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비용과 기간이 얼마가 될지를 추산하게 하였다.11) 그 결과 2조 엔을 투입하
여 5년간 노력하면 일본 독자적으로 핵개발이 가능하다는 해답을 얻었으나,
여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핵개발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가 1970년 3월, 방위청 장관의 이름으로 발표한 자주방위 5
원칙 가운데 헌법 준수, 외교와 방위와의 일체화, 문민통제, 미일안보체제 강
화와 더불어 비핵 3원칙 견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검토 결과에 기
반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후 일본의 중요한 방위정책 관련 문서에서는 비핵 3원칙이 일관되게 표
명되고 있다. 1976년 10월에 결정된 방위계획의 대강도 일본이 보유해야
할 방위력은 한정적이고 소규모인 침략사태에 유효히 대처할 수 있는 수준
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혀, 핵무장은 전연 고려하고 있지 않다. 1970년대
말 소위 신냉전의 도래 상황 속에서 소련이 극동 지방에 민스크급 항모를
배치하고, 백파이어 폭격기를 배치하였을 때 발표된 1981년의 「56 중기업
무견적(中期業務見積)」도 방공능력, 대잠능력, 전자전 능력 등의 강화는 제
기하고 있지만, 핵전력 강화는 논의하고 있질 않다. 이 같은 비핵 3원칙의
견지는 1995년에 개정된 「방위계획대강」, 그리고 2004년 책정된 「방위
계획대강」에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개발이 표면화
되고 국제 핵질서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 2000년 이후 일본의 핵정책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것일까. 이하에서는 21세기 일본의 핵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2. 동아시아 핵질서 인식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피폭 당한 경험을 가진 일본
11) 中曾根康弘『자성록: 역사 법정의 피고로서』(신조사, 2004). 이 때 방위청 산하 연구소의 책임자가 이토 히
로부미의 손자였다고 그는 회고하고 있다.

은 주변국들의 대량살상무기(WMD) 보유 동향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
하고 있다. 일본 방위연구소에서 간행된 발간물에 따르면 동아시아에서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한국·러시아·북한·타이완·베트남
6개국인데, 이 가운데 일본을 사정거리로 놓을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러시아·북한이라고 명시하고 있다.12)
『방위백서』에 의하면 중국은 대륙간탄도탄(ICBM) 30여 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중거리 탄도탄 동풍 21(DF-21),
동풍 3(DF-3)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13) 중국은 이에
더해 순항미사일 개발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용화된다면 역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사정거리로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2007년 1월에
실시한 위성파괴 실험 등은 중국 미사일 전력의 정확성을 과시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한 우려가 표명되
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90년대 전반기에 실전
배치한 사정거리 1,300km의 노동 미사일도 175~200기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된다.14) 북한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보다 진전시켜 앞으로는 소형
화, 탄두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북한의 핵문제가 일
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 전체의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 될 것이
라고 본다.15) 일본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 보유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북한은 1987년에 생물무기금지조약(BWC)은 비준했지만, 화학무기금지조약
(BWC)에는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화학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하고 있다.16)
이 같은 정세인식은 2004년 12월에 각의결정된 「방위계획대강」에 반
영되어 있다. 일본의 중장기 안보전략을 집약하고 있는 이 문서에서 일본은
중국의 해공군 현대화 및 군사적 불투명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고, 특히 북
한의 핵개발이 일본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정세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
12) 奥平穰治、小川伸一 「日本：有事関連法制、イラク復興支援、大量破壊兵器への対処」『東アジア戦略概観：
2004』（防衛庁防衛研究所、2004）, p.221.
13) 『防衛白書: 2007』, pp.52-53.
14) Narushige Michishita, "Arms Race?: Military Buildup and the Future of Arms Control in Northeast
Asia,"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주최 국제세미나 발표 논문. (2008.10.29)
15) 『防衛白書: 2007』, pp.33-35.
16) 外務省, 『日本の軍縮・不拡散外交： 2008』(外務省軍縮不擴散・科學部, 2008), p.19.

다고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으로부터의 핵 및 미사일
위협,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핵질서의 불안전성에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일본은 이미 1967년에 비핵 3원칙을 공표하였고, 후술하
듯이 1976년에는 NPT를 비준하여 스스로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을 봉쇄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동아시아 핵질서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여 스
스로의 족쇄를 풀고 핵무장을 강행할 것인가, 혹은 다른 대응수단을 강구해
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일본 안보정책 및 핵정책의 현안이 되고 있다.
3. 억지력 강화: 미사일 방어, 적기지공격, 핵무장론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하여 일본이 핵무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한국 사
회에서는 강하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50기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플
루토늄 추출이나 우라늄 농축도 용이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H2A 로켓 기술
이 그대로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에 응용될 수 있다는 점이 그 논거로
제시된다.17)
사실 일본 내에서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고, 1·2차 핵실험을
실시한 1998년, 2006년, 그리고 올해 등에 일부 학자와 정치인들 사이에서
핵개발 논의가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실시
된 올해 4월, 자민당 조직본부장 사카모토 코지(坂本剛二)는 일본도 핵을 가
진다고 하는 정도의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하였다.18) 그
러나 북한 등의 핵개발에 대응하여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일
본 내부의 논의과정에서 집중적인 비판을 받아 주류의 여론으로 되고 있지
는 못하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야마자키 타쿠 전 간사장 등은 일본 핵무장론
은 예전의 관동군 발호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인류를 파멸로 이끌게 될 논의
라고 비판하고 있다.

19)

자유주의적 성향을 갖는 언론인들도 일본 핵무장론

을 비판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사의 논설위원이었던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
一)는 일본이 지리적으로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핵보유가 오히
려 전략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하고, 북한에 대응하여 일본이 핵을 갖게 되
17) 김경민 교수, 전성훈 박사 등의 논지가 그러하다.
18) 『朝日新聞』(2009.4.10 기사)에서 재인용. 학자들 가운데 제기된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中西輝正「日本國核
武裝への決斷」『諸君』2003년 8월호 참조.
19) 『朝日新聞』(2009.4.8).

면 오히려 국제사회의 불신이 일본에 향해지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동요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20) 사실 일본이 핵무장하게 될 경우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NPT나 IAEA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원자력협정을 체결
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신감도 초래될 것이 분명한데, 그러한 과도
한 비용과 위험성을 무릅쓰고 일본이 핵무장의 길을 선택할 것으로는 보이
지는 않는다.21)
이러한 비판 속에서 일본은 핵무장보다는 다른 대응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단행했던 2006년 10월, 당시 자민당
간사장이던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는 일본은 핵무장보다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하여 핵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데에 자원과 전략을 집중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22) 2004년 당시 방위청 산하 방위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던
연구원들은 북한의 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일본이 선택할 수 있
는 보다 구체적인 대응정책으로는 ①군비관리, 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외교적
대책, ②미일동맹 하에서 일본에 제공되고 있는 보복적 억지력에의 의존, ③
미사일 방어체제 등 방어수단 정비, ④가상 적국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에 대
한 공격 등을 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3)
이 가운데 ①의 군비관리, 핵군축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일본은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②와
③의 방책에 초점을 두고 대응해 왔다. 2005~06년간 주일미군 기지 재편에
관한 합의를 통해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 연합지휘체제를 보다 체계화하
여, 대북 억지력을 강화시켰다. 또한 1998년 이후 미·일 간에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한 공동연구가 진행되었고, 2003년 이후에는 직접 미국으로부터
PAC3나 SM3와 같은 미사일 방어체제를 도입하여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기 시작했다.24)
최근 들어서는 ④의 방안 즉, 가상적국의 핵 및 미사일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 보유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방위연구소 연구원들은 2004년의 보
고서에서 일본이 상대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에 의한 급박한 침해를 받았지
20)
21)
22)
23)
24)

船橋洋一「北朝鮮核實驗と日本核武裝」『朝日新聞』(2003.9.4).
박영준, 『제3의 일본』(한울, 2008), 제5장 참조.
『朝日新聞』(2006.10.17).
奥平穰治、小川伸一, 앞의 책, p.202.
박영준, 앞의 책, 제8장 참조.

만, 이 위협을 배제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무력을 행사하여 상대국 영
내의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미사일 기지 공격 능력
이 미사일 방어체제 등과 병행하여 중층적인 방어수단으로 갖춰져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25) 이들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에서의 적기지 공격은 일
본의 자위권 발동에 해당되어 평화헌법 상 법리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하
였다.
이 같은 적기지 공격 가능 주장은 이후 다소 완화된 표현인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론으로 변화되면서 자민당 등에 확산되고 있다. 2009년 4월, 자민
당 의원인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의원은 동료 의원 7명과 더불어 「북
조선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검토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시켰다.26) 그에 따
르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억지력을 검토하는 것은 여당 정치인의 책무이
며, 이 모임에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
력에 대해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정부가 추진하던
「방위계획대강」 개정작업과 병행하여 자민당 내 정무조사회에 설치된 방
위정책검토소위원회에도 이어졌다. 2009년 6월, 자민당 방위정책검토소위원
회는 새롭게 개정될 방위계획대강 책정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제언을 발표하
였는데, 그 속의 한 항목으로 미일안보체제 하에서 일본 자신에 의한 적 미
사일 기지 공격능력 보유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27)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동아시아의 핵질서에 불안을 느끼는 일본의 정
책결정자와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에 대응하는 각종 방책이 제안되고 논의되
고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의 북한이나 중국에 의한 잠재적 WMD 위협
에 대해서는 미일동맹에 의한 억지력 확보,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 등으로 대
응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앞에서 제기된 ①의
방안 즉, 군비관리, 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국제적 흐름을 중시하면서 외교적
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점을 상술하기로 한다.

25) 奥平穰治、小川伸一, 앞의 책 ,pp.228-229.
26) 『朝日新聞』(2009.4.10).
27) 自由民主黨 政務調査會 國防部會 防衛政策檢討小委員會, 「提言: 新防衛計劃の大綱について： 國家の平和・
獨立と國民の安全・安心確保の更なる進展」(2009.6.9). 그러나 이 방안들은 2009년 8월 30일, 민주당 정권의
등장에 따라 실현될 수 없게 되었다.

4. 핵군축 및 비확산정책의 기조
일본은 1967년에 비핵 3원칙을 발표한 바가 있고, 뒷부분에서 상술하듯
이 1976년에 NPT를 비준한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핵군축 및 비확산 국제
레짐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일본으로서는 주변국으로부터의 잠재적인 핵위협
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억제력이나 미사일 방어체제로 대응하려 하지
만, 보다 근본적으로 일본과 국제질서의 안보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규모에 걸쳐 핵무기가 없는 상태의 실현 즉, 핵폐절(核廢絶)이 추
구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28) 특히 일본은 유일의 피폭국(被爆
國)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보다도 앞장서서 글로벌 범위에 걸친 핵폐기를 추
진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의 글로벌 핵군축 및 비확산정책은 크게 보아 3가지 형태로 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제 군축 및 비확산레짐에 대한 참가와 활발한
정책제언, 둘째,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핵군축 및 비확산 호소, 셋째, 민주
당 정부 이후 적극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동북아 비핵지대 구상의 제창 등이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같은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Ⅲ. 핵군축 및 비확산 관련 국제레짐과 조약 참가
1. 군축 및 비확산 레짐 개요

<표1> 군축 및 비확산 관련 국제레짐 현황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운반수단
(미사일)

통상무기사용금지

NPT
CTBT
군비관리, 군축,

IAEA

비확산 조약

보장조치
(컷 오프
조약)

28) 外務省, 앞의 책 ,p.30.

통상무기

제한조약(CCW)
화학무기금

생물무기

헤이그행동

대인지뢰금지조약

지조약

금지조약

규범

(오타와 조약)

CWC

BWC

HCOC

소형무기
비합법거래 규제
유엔군비등록제도

비확산을 위한
수출관리체제
WMD 불확산을
위한 국제공조 틀

원자력공급국

오스트레일

그룹(NSG)

리아

쟁거 위원회

그룹(AG)

PSI

PSI

미사일기술
AG

통제레짐
MTCR

PSI

와세나
어렌지먼트(WA)

PSI

출처: 防衛省,『防衛白書2008』(防衛省, 2008), p.257의 표를 보완.

<표1>은 국제사회에서 가동되고 있는 군축 및 비확산 레짐의 현황을 도
시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국제사회에는 무기체계의 종류별로 핵무기, 화학
및 생물무기, 미사일 등의 운반수단, 그리고 재래식 무기 등의 범위에 걸쳐
군축·비확산을 위한 수출관리체제, WMD 확산방지구상(PSI)등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이러한 군축 및 비확산 레짐에 거의 가입하여,
이러한 종류의 무기들이 국제적 합의에 따라 통제되거나 축소되고, 그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핵무기 군축 및 비확산 조약과 레짐
핵무기의 군축 및 비확산 관련 국제레짐 및 조약으로서는 NPT, CTBT,
IAEA, 그리고 원자력공급국 그룹(NSG), 쟁거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NPT는 핵보유국에 대해서는 핵 비확산의 의무를 부담지우고, 비핵 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의 제조와 비확산을 요구한 핵 비확산 조약으로 1968년 미
국·영국·소련 등이 서명하였고, 1970년 3월에 발효되었다.29) 일본은
1970년 2월에 서명하였고, 1976년 6월에 이를 비준하였다. NPT에 가입함
으로써 일본은 국가정책의 선택사항으로써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게 되었고,
이로써 더욱 ‘핵무기가 없는 세계’의 실현을 안보정책의 하나로써 추구하
게 되었다.30) 2007년 9월 현재 NPT 체약국은 190여 개국에 달하여 핵보
유국 및 비핵국가 간에 핵 비확산이 하나의 보편적인 규범으로 수용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 유엔 가맹국인 인도·파키스
탄·이스라엘이 NPT에 가맹하지 않으면서 각각 핵실험을 행하거나, 핵을

29) NPT의 제1조는 핵보유국에 의한 핵무기 확산 방지를, 제2조는 비핵보유국의 핵 비확산 의무를, 제3조는 비
핵국가들이 IAEA의 보장조치를 수락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였다. 제4조는 원자력 평화이용의 권리를 규정하였
고, 제6조는 가맹국에 의한 핵군축 교섭의무를 규정하였다. 外務省, 앞의 책, p.34.
30) 外務省, 앞의 책, p.3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2003년 1월 이후에는 북한이
NPT를 탈퇴한다고 표명하면서 핵실험을 행하여 NPT 체제에 도전하고 있
다. 일본은 후술하듯이 유엔 총회에서의 핵군축 결의안 등을 주도하면서
NPT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 오고 있다.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은 지하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핵
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1996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원래
1963년에 체결된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PTBT)이 존재했으나, PTBT가
지하핵실험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CTBT를 성립시켜 지
하핵실험까지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체제를 구축하려 한
것이다.31) CTBT는 그 조약상에 명문화된 국제감시제도 규정에 따라 세계
321개소에 감시관측소를 설치하여 국제적 검증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예
컨대 2006년 10월에 감행된 북한의 핵실험 시에도 지진학적 감시 및 방사
성 핵종감시 데이터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다만 CTBT의 발효에는 원
자로를 갖는 등 잠재적 핵개발 능력을 갖는 44개 발효요건국의 비준이 필요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2008년 3월 현재 CTBT의 서명국이 178개국, 비
준국이 144개국에 이르렀지만, 발효요건국 44개국 가운데 서명국이 41개
국, 비준국이 35개국이어서 아직 CTBT의 발효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발효요건국 가운데 아직 서명하지 않은 국가는 인도·파키스탄·북한
등 3개국이며, 서명은 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은 중국·이집트·
인도네시아·이란·이스라엘·미국 등이다.32) 특히 미국은 1996년 9월에
CTBT에 서명했으나, 1999년 10월 상원에서의 의결과정에서 반대 다수로
CTBT 비준법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일본은 CTBT를 IAEA의 보장조치와
더불어 NPT를 축으로 하는 핵군축 및 비확산체제의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다.33)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은 CTBT에 아직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이나 미국을 비롯한 미비준국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CTBT의
발효를 촉구하고 있고, 유엔 등의 국제회의에서도 이러한 점을 강조해 오고
있다.34)
31) CTBT의 제1조는 지하 핵실험을 포함한 핵실험의 실험적 폭발 또는 기타 핵폭발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는 지진학적 감시시설, 수중음파 감지시설 등의 국제감시제도로 각국이 제1조의 규정에 위반했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게 하였다.
32) 外務省, 앞의 책, p.42.
33) 앞의 책, p.43.
34) 예컨대 2005년 4월, 일본은 외상 서한 등을 발송해 CTBT를 비준하지 않은 발효요건국 11개국에게 비준을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핵무기의 군축과 확산방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IAEA의 헌장 제3조 A5에는 우라늄과 플루토늄과 같은
핵물질이 무기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장조치(safeguard)가
IAEA의 임무라고 명기되어 있다. IAEA는 이 조항에 따라 가입국가들과 보
장조치협정을 체결하고 해당 국가들의 원자력 활동을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
한다. 검증활동에는 핵물질을 저장한 용기 등을 물리적으로 봉인하거나 감시
활동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이라크와 북한의 핵의
혹이 표면화되면서 신고되지 않은 핵물질의 군사전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 이에 따라 IAEA는 1997년 추가의정서를 채택하여 IAEA 사찰관
에 의한 검증 장소를 확대하고, 입회 검사 및 샘플링 채취를 강화하였다.
2008년 8월 현재 IAEA의 보장조치 체약국은 154개국에 달하고 있고, 추
가의정서 체약국도 서명 115개국, 체결국은 일본을 포함하여 83개국에 이르
고 있다.
일본은 IAEA의 보장조치 및 추가의정서가 NPT를 중심으로 하는 핵비확
산 체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불가결한 제도라고 인식하면서35), IAEA의 보
장조치 강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02년 12월에는
동경에서 IAEA와 협력하여 IAEA 보장조치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
였고, IAEA의 운영을 위한 예산 가운데 16% 이상을 일본이 부담해 왔
다.36) 2009년 7월에는 IAEA의 사무총장 선거에서 비인 주재 일본의 국제
기구대표 대사인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가 임명되어 엘바라데이 현 사무
총장 후임으로 IAEA를 끌어나가게 되었다.37)
컷 오프조약은 1993년 9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핵보유국 및 비핵국가들이 구별없이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후 컷 오프
조약은 제네바 군축회의로 넘겨져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되었으나, 1996년
이후 제네바 군축회의가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컷 오프 조
약 논의는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촉구한 바 있다. 앞의 책, p.44.
35) 外務省, 앞의 책, p.64.
36) IAEA의 통상예산은 2009년 기준 3억 유로인데, 일본은 이 가운데 16.5%를 부담하고 있다.『朝日新聞』
(2009.4.24) 참조.
37) 『朝日新聞』(2009.7.3) 참조.

일본은 제네바 군축회의를 재개하여 컷 오프 조약 논의를 개시해야 한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무엇보다 핵보유국들이 무기용 핵분열성 물질의 생
산 정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38) 특히 중국을 제외한
여타 핵보유국들은 이미 핵물질의 생산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일본은 중국과의 군축 및 비확산 협의를 통해 핵물질 생산 모라토리
엄을 단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9)
이상에서 설명한 NPT, CTBT, IAEA 보장조치, 컷 오프 조약 등이 핵무
기 비확산, 핵실험 금지, 핵물질 생산 중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레짐 및
조약이라고

한다면,

국제사회에는

핵보유

추진국가나

테러조직에

대해

WMD 관련 물자를 수출하거나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수출규제를 통해 통제
하려는 레짐도 존재한다. 핵무기 제조에 관련되는 물자의 수출을 규제하는
레짐으로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그리고 쟁
거위원회(Zangger Committee)가 있다. NSG는 1978년 설립되었으며, 자
국에서 타국으로 수출되는 물자 가운데 타국의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
는 물자에 대해 엄격한 수출관리를 하겠다는 국가 간의 레짐이다. NSG는
1974년 인도에 의한 핵실험이 단행되었을 때, 미국이 주도하여 인도에 대한
핵물자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상되었다. 그러나 2008년 미국
과 인도 사이에 원자력협정이 체결되자, NSG는 총회를 열고 인도에 대한
원자로와 핵연료의 수출을 해금할 것을 승인한 바 있다.40)
쟁거위원회는 1974년 스위스의 쟁거(Zangger) 교수에 의해 수출관리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 관련 품목이 리스트로 합의되면서 비롯되었다. 2007년
9월 현재 일본을 포함한 36개국이 가입하여, 쟁거 리스트에 수록된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를 실시하고 있다.41)
2003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제창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도 소위 불량국가들에 의한 WMD 관련 물질의 확산시도를 복수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차단하는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PSI의 창설 초
38) 外務省, 앞의 책, pp.50-52.
39) 이 같은 요청은 2007년 5월 개최된 일·중 간 군축 및 비확산 협의 시에 중국측에 전달되었다. 外務省, 앞의
책, p.52.
40) 이러한 미국과 NSG의 조치는 비확산 정책 기조에 역행할 수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Peter
Baker, "Congress Clears Away for U.S. Nuclear Trade with Indi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8.10.3).
41) 쟁거 위원회는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도 개최하고 있다. 外務省, 앞의 책, p.120.

기부터 적극적으로 참가하였고, 2004년과 2007년도에는 각각 동경만에서
미국·영국·프랑스 등 다수의 국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PSI 연합훈련도 개
최한 바 있다.42)
3. 생화학 무기 감축 및 비확산 레짐
생물무기금지조약(BWC)는 2003년 11월 시점에서 151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도 생물무기금조약(BWC)의 가입국가이지만, 북한의 경우
생물무기 보유가 의심된다고 일본은 보고 있다.43) 일본은 생물무기금지조약
(BWC)에 화학 및 의학 전문가인 자위관을 파견하여 협력하고 있다.
화학무기금지조약(CWC)은 2003년 11월 현재 시점에서 157개국이 가입
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북한이 가입하고 있질 않은데, 북한은 화학무기
를 다량 개발 및 보유하고 있고 폐기할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일본은
지적한다.44) 일본은 화학무기금지조약(CWC)에 육상자위대 화학방호 전문
가를 수시로 파견하여 협력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된 화학무기금
지기구(OPCW)에도 97년 이후 화학방호의 전문가인 육상자위관을 파견하고
있다.
생화학무기의 수출관리 레짐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그룹(AG)이 존재한
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룹(AG)은 1984년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화학산업이 타국의 화학무기 개발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
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제안에 의해 1985년 창설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AG)은 생물무기금지조약(BWC)이나 화학무기금지조약(CWC)을 보완하여
생화학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작동하고 있다. 2007년 9월 시점
에 오스트레일리아 그룹(AG)에는 일본을 포함하여 40개국이 참가하고 있으
며, 매년 1회의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42) PSI 실시 현황과 일본 참가에 대해서는 防衛省,『防衛白書 2008』(防衛省, 2008), p.261 참조.
43) 奥平穰治、小川伸一, 앞의 책,p.214.
44) 奥平穰治、小川伸一, 앞의 책,p.214.

4. 미사일 확산방지 및 기술통제레짐
헤이그 행동규범(HCOC)은 탄도미사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레짐이
다. 헤이그 행동규범(HCOC)은 2002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탄도미
사일 확산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9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발족되었
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탄도미사일 실험 개발 자제,
신뢰구축 등이다. 일본은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
에, 헤이그 행동규범(HCOC)의 규칙에 따라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개발·
실험·배치·수출의 금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헤이그 행동규범(HCOC)
의 멤버인 일본은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평화목적의 우주로켓 발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사통보를 제공하고, 2005년 11월에 헤이그 행동규범
(HCOC) 가맹국들에게 일본 우주센터의 국제시찰을 실시하는 등 헤이그 행
동규범(HCOC)의 결속과 활동에 협력을 제공하고 있다.45)
미사일 기술 및 부품의 수출을 규제하는 레짐으로는 미사일기술 통제레짐
(MTCR)이 존재한다. 미사일기술 통제레짐(MTCR)은 핵무기의 운반수단으
로도 사용되는 미사일 기술 및 부품의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1987년 4월,
당시의 G7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족하였다. 1992년에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WMD 운반 가능 미사일의 기술 및 부품으로 규제 대
상이 확대되었다. 발족멤버인 일본을 포함하여 2007년 9월, 미사일기술 통
제레짐(MTCR)의 가맹국은 34개국이다. 일본은 2007년 2월, 아시아 수출
관리세미나에 미사일기술 통제레짐(MTCR) 의장을 초빙하여 미사일기술 통
제레짐(MTCR)을 소개하는 등 미사일기술 통제레짐(MTCR) 체제의 정착과
규범 확산을 위해 협력을 제공하고 있다.46)
5. 재래식 무기 통제와 비확산 관련 레짐
국제사회에는 핵무기와 미사일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의 통제와 수출관
리를 위한 레짐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대인지뢰금지조약, 일명 오타와 조약은 캐나다의 주도로 체결되었다. 이 조
45) 外務省, 앞의 책, pp.126-127.
46) 外務省, 앞의 책, p.123.

약에 초기부터 참가한 일본은 2000년부터 방위성과 자위대 주도로 대인지
뢰 폐기를 개시하여 2003년 12월까지 필요최소한을 제외하고 모든 대인지
뢰를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대인지뢰금지조약은 2007년 말 현재 156개국이
체결하고 있으나, ARF 회원국 가운데 13개국이 체결하지 않은 등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그다지 참가가 적극적이지는 않다. 일본은 조약 미체결국에
대한 체결을 권장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47)
2007년 2월, 오슬로에서는 48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하여 클러스터탄의 폐
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참가국들은 클러스터
탄의 불발탄이 초래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클러스터 폭탄의 사용·제
조·이동·비축을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할 것을 논의하였고, 이 결과 2008
년 5월, 더블린 회의에서 클러스터탄에 관한 조약이 111개 참가국 간에 체
결되었다. 미국·러시아·중국 등은 불참하였지만, 일본은 이 조약에 초기단
계부터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48) 클러스터탄 사용금지 조약은 유엔에서 추
진하는 특정재래식무기 사용금지제한조약(CCW)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유엔군비등록제도는 유엔 회원국들이 매년 무기의 연간 구입수량을 유엔
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유엔 회원국은 각 무기체계의 보유수, 국내조달분, 소
형무기 이전 현황 등에 대해서 유엔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본은 매년
이와 관련한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와세나 협약(WA)은 재래식 무기제조에 필요한 기술과 물품을 수출관리
하는 제도이다. 1995년 네덜란드 와세나에서 이러한 수출관리체제를 설립하
자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1996년에 발족되었다. 2007년 9월 현재 일
본을 포함한 40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국내법인 ‘외환및
외국무역법’ 등을 통해 WA의 규제대상이 되는 기술과 물품에 대해 엄격한
수출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49)
일본은 이외에도 아시아 각국의 비확산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시
아 비확산협의(ASTOP) 등을 주최하고 있고, 그 외에 아시아 수출관리정책
대화, 아시아 수출관리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대량파괴무기
관련 기술이나 물품이 아시아 역내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47) 防衛省, 앞의 책, p.259.
48)『朝日新聞』(2007.2.23) 기사 및 『防衛白書2008』, p.259.
49) 外務省, 앞의 책, p.124.

협의들을 주도해 가고 있다.50)

Ⅳ. 핵군축 및 비확산 정책 어젠다의 제기
일본은 핵군축 및 비확산 관련 조약과 레짐에 활발하게 참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총회 혹은 다국 간 회의 등의 무대를 이용하여 핵군축 및 비확
산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국제사회 공론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유엔총회의 핵군축 결의안 제출
일본은 1994년 이래 매년 유엔 총회에 핵군축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해
오고 있다. 1994~99년간은 “핵무기의 궁극적 폐절을 향한 핵군축 관련 결
의”를 제출하여 국제사회의 공감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이 결과
2000년에 개최된 NPT 운용검토회의에서는 CTBT의 조기발효, 컷 오프 조
약의 교섭을 즉각 개시하여 5년 이내에 교섭을 완료시킨다는 “핵군축 관련
현실적 조치”를 전원일치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51)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일본은 2000년 유엔총회 시에는 새로운 핵군축
결의안인 “핵무기의 전면적 폐절에의 도정(道程)”을 제출하여 압도적 다
수로 가결시켰다. 이 결의안은 핵무기가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목표
로 핵무기가 전면적으로 폐절되는 구체적인 도정을 그려 보인 것이었다. 그
러나 2001년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핵전략에 따라 일시적으로 핵군축 활동
이 소강상태를 맞기도 하였으나, 2004년 일본은 다시 유엔 총회에 WMD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표명하고, NPT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핵무기 전
면적 폐절에의 도정” 결의안을 제출하여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
었다. 2006년도 결의안에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비판과 미국이 제네바 군
축회의에서 컷 오프 조약 조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다수국
의 지지를 얻었다. 2007년도 결의안은 NPT 준수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50) 外務省, 앞의 책, p.118.
51) 이하의 내용은 外務省, 앞의 책, p.32에서 재인용.

CTBT의 조기발효, 핵실험 모라토리엄의 지속, 컷 오프 조약의 교섭 개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찬성 170개국, 반대 3개국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52)
2009년도 유엔 총회에도 일본은 핵군축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NPT 체제의 강화를 촉구하고, CTBT 미가맹국의 조기 서명과 비준
을 요구하고, 컷 오프 조약의 조기 체결을 요구하고, 특히 핵보유국에 핵무
기 삭감과 투명성 향상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2009년 일본의 핵군
축 결의안에 대해 미국이 공동제안국이 될 것을 희망해 왔다. 2007년도 동
일한 내용의 핵군축 결의안에 미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러한 공동제안 요청은 오바마 정부 이후 미국 핵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었다.53) 결국 미국이 최초로 공동제안국이 된 2009년도 일본
주도의 유엔 총회 핵군축 결의안은 10월 29일의 표결결과, 170개국의 찬성
을 얻어 또다시 채택되는 결과를 얻었다.54)
2. 정치지도자들의 핵군축 제언
일본의 수상과 외상 등 주요 정치가들도 핵군축 및 비확산의 정책 어젠다
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공식 정책으로서 제안하고 있
다.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 직후인 2009년 4월 27일, 나카소네 외상
은 “제로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동경시내에서 강연을 행하면서, 포괄
적 핵군축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연설에서 그는 핵이 없는
세계를 목표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4월 5일자 프라하 연설을 높이 평가하면
서, 일본도 세계적 핵군축을 선두에 서서 추진할 것이라는 의욕을 표명하였
다.55) 그 일환으로 2010년도 상반기에 핵군축 관련 국제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과
핵무기 삭감에 소극적인 중국의 자세 전환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나카소네 외상의 연설은 자민당 수뇌부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 연설 이후
인 5월 5일, 아소 타로(麻生太郞) 수상도 독일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에서
52)
53)
54)
55)

이때 반대했던 국가들은 미국·인도·북한이었다.
『朝日新聞』(2009.10.17).
『朝日新聞』(2009.10.31). 프랑스·파키스탄·이스라엘은 기권, 인도는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연설 내용은 『朝日新聞』(2009.4.28) 기사 참조.

행한 연설에서 세계가 직면한 5개의 과제를 열거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핵
군축 및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제기하였다.56)
2009년 8월 30일, 중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대승을 거두면서
자민당을 대체한 집권당으로 부상하였다. 그런데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
夫) 수상과 오카다 카즈야(岡田克也) 외상 등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는 핵
군축 및 비확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토야마 수상은
취임 직후인 9월24일, 유엔 총회에 참석하여 핵군축과 핵 비확산에 관한 일
본의 정책을 보다 선명한 톤으로 재천명하였다.57) 이 연설에서 그는 일본이
핵개발의 잠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핵 정책의 길을 걸어온 것은 유
일한 피폭국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일본은
향후에도 핵폐절의 선두에 설 것임을 다짐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목표로
써 그는 핵보유국에 대하여 핵군축을 요구하고, CTBT의 조기 발효와 컷 오
프 조약의 조기교섭 개시를 촉구하고, 유엔 총회의 핵군축 결의나 IAEA 활
동 지원 등을 통해 일본이 핵군축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3. 핵군축 및 비확산을 위한 국제위원회 활동
일본의 정치가들과 지식인들은 핵군축 및 비확산을 위해 조직된 국제위원
회에 적극 참가하거나, 스스로 관련 국제위원회를 조직하여 핵군축 및 비확
산 관련 정책 제언을 활발하게 실시하는 활동에도 적극 참가하고 있다.
1999년에는 히로시마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동경포럼에서 핵군축 관련 제언
이 발표되었고, 2004~06년간에는 스웨덴의 제창으로 IAEA의 사무국장을
역임한 한브 브릭스가 조직한 WMD 위원회에 일본 방위대학교장을 역임한
니시하라 마사시(西原正) 등이 참가하였다.58) WMD 위원회는 2006년 6월

56) 『朝日新聞』(2009.5.6)
57) 핵불확산과 핵군축에 관한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 하토야마 총리 연설(2009.9.24). 일본 수상관저 홈페이지
원문 참조.
58) WMD 위원회의 멤버로는 한스 브릭스(스웨덴), 데위 호르토나 앙와르(인도네시아, 대통령 보좌관 역임), 알
렉세이 아르바토프(러시아, 하원 국방부위원장 역임), 마르코스 아잔부자(브라질, 유엔군축대사 역임), 알리슨
베이루스(영국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장), 테레즈 데루페쇼(프랑스, 국제연구센터 연구원), 자양타 다나파라
(스리랑카, 유엔 사무차장 역임), 갸레스 에반스(호주, 전 외상), 패트리샤 루이스(아일랜드, 유엔군축연구소
장), 西原正(일본, 방위대학교장), 윌리엄 페리(미, 전 국방장관), 바산사 라가반(인도, 전 육군중장), 쉐크 시라
(세네갈, 유엔 관계자), 하산 왕자(요르단), 潘振强(인민해방군 국방대학 교수) 등이 참가하였다. 『朝日新聞』
(2005.10.13) 참조.

1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핵군축을 주요 의제로
하는 정상회담 개최, 기능이 마비된 유엔 군축회의의 재활성화,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를 국제법상으로 비합법화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59)
2008년 10월에는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전직 외상들이 조직한 ‘핵
군축 및 비확산 관련 국제위원회’가 첫 회합을 가졌다.60) 이 위원회는 시
드니·워싱턴·모스크바 등에서 회합을 가지면서 공동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최종 보고서는 2009년 10월 20일 히로시마 회의에서 작성, 채택되어 일본
과 호주 수상에게 각각 제출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현재 전 세계에서 2만
발 이상 존재하고 있는 핵탄두 수를 2025년까지 전체 2,000발 이하로 삭감
하도록 핵보유국들이 공동 노력하며, 그 시기까지 핵보유국이 핵의 선제불사
용을 선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61) 일본과 호주가 각각 미들 파워를 자
임하는 비핵국가인 점을 감안하면 이 선언은 중견 비핵국가들이 핵보유국에
대해 던지는 핵군축의 과감한 메시지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동년 9월 24일 행해졌던 하토야마 수상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일본 정부
가 가와구치-에반스 국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서 미
루어 이 같은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일본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협
력하였음은 부인하기 힘들다.

Ⅴ. 구소련권 국가들의 비핵화 협력 및 동아시아 비핵지대 구상
1. 구소련권 국가들의 비핵화 협력
일본은 핵군축 레짐 및 유엔 총회에서의 정책 표명을 통하여 비핵화에의
정책적 의지를 밝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별 국가나 지역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은 구소련 영역 국가들의
비핵화를 위하여 경제적·기술적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59) 『朝日新聞』(2006.6.4) 참조.
60) 이 위원회의 공동의장에는 일본의 가와구치 요리코 전 외상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에반스 전 외상이 맡았고,
그 외 페리 전 국방장관, 브룬트란트 전 노르웨이 수상, 王英凡 전 중국 유엔대사 등 16명이 멤버로 참가하고
있다. 『朝日新聞』(2009.2.21) 기사 참조.
61) 『朝日新聞』(2009.10.21) 기사에서 재인용.

1991년 12월,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시
에 전략핵무기가 남게 되었고,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 5월, 이들
국가들에 남아있던 핵무기가 러시아에 이관되는 것이 결정되었다. 일본은 이
들 국가들에 1억 달러의 협력을 실시하고, 이들 국가들과 각각 비핵화협력위
원회를 설치하여 비핵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경제적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62)
2002년에는 G8 국가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핵군축·비확산 작업에 협
력한다는 G8 글로벌 파트너십이 발표되었다. 그 요점은 러시아 소유의 퇴역
원자력 잠수함 해체, 화학무기 폐기, 핵분열성 물질의 처분 등을 G8의 여타
국가들이 협력하여 실행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러시아의 퇴역 원자력 잠수
함 해체에 1억 달러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일·러 비핵화협력위
원회 등을 발족하여 원자력 잠수함 해체 작업에 대한 조사작업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63)
일본이 이러한 러시아 비핵화 과제에의 참가 경험은 향후 동아시아 지역
에서 유사한 비핵화 과제가 주어질 경우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2. 동아시아 비핵지대 구상
비핵지대 구상이란 특정 지역의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상호 핵무기의 보
유·개발·배치 등을 금지하고, 여타 핵보유국들이 이들 지역에 대해 선제
핵사용을 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프레임이 갖추어진 지역을 말한다. 국제질서
상에는 1967년 서명되고 1968년 발효된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지역 비핵지
대, 1985년 서명되고 1986년 발효된 남태평양 비핵지대, 1995년 서명되고
1997년 발효된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2006년 서명되고 2009년 발효된 중
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1967년에 비핵 3원칙을 발표한 일본, 1991년 남북 비핵공동선언서에 조
인한 한국과 북한, 그리고 1998년에 유엔에서 승인된 몽골 비핵화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본 내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제한적 비핵지대
62) 外務省, 앞의 책, p.77.
63) 外務省, 앞의 책, pp.77-81.

구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쿄대
후지와라 기이치 교수는 동아시아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본과
한국 두 나라가 주도권을 갖고 북한의 핵폐기를 요구하고, 미국·러시아·중
국 등 핵보유국에 대해서는 핵감축을 요구하면서, 동아시아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자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64)
나가사키 대학장을 지낸 츠치야마 히데오(土山秀夫) 교수도 일본·한국·
북한이 핵무기 개발 및 보유를 금지하고, 핵무기를 가진 미국·중국·러시아
는 이들 국가들에 핵공격을 금지한다는 약속을 하고, 이러한 합의 사항을 바
탕으로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를 형성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비핵지대는 미일동맹과 병행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65) 일본 내의 리버
럴 의견을 대변하는 아사히 신문도 유사한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 즉, 일본
과 한국이 비핵지대 조약을 우선 체결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하여
NPT에 복귀한 단계에서 비핵 지대에 들어오게 하고, 미국·중국·러시아
등 핵보유국가들이 이들 지역에 대한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의정서를 비
준시켜 비핵 우산을 구축케 하자는 구상이 그것이다.66)
진보적인 학자들과 언론에 의해 제기된 동북아 비핵지대 구상에 대해 외
상으로 선출된 민주당의 오카다 가츠야(岡田克也)가 이를 현실적인 외교정
책 구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듯하다. 오카다는 중의원 총선거 직전
에 쓴 칼럼에서 핵군축과 비확산은 일본 외교의 커다란 축이 되어야 하고,
특히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이 일본 핵외교의 주축 가운데 하나가 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67) 구체적으로 그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일본 및
한국과 더불어 비핵지대를 구성하여 핵무기의 실험·보유·사용을 행하지
않고, 미국·중국·러시아 등 근린의 핵보유 국가들은 이들 비핵국가들에 대
해 핵무기 사용이나 위협을 행하지 않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
해 미국·중국 등이 이 지역에 대해 선제 핵 불사용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다.68)
오카다 외상의 구상은 향후 일본의 핵외교에서 주요 어젠다가 될 가능성
64) 후지와라 기이치, 「북 비핵화-미중러 핵감축 연계를」『동아일보』 (2009.5.12).
65) 土山秀夫, 「北東アジアの非核化提案を」『朝日新聞』(2009.5.24).
66) 「被爆 64年:非核 の傘を広げるとき」『朝日新聞』(2009.8.6).
67) 岡田克也, 「アジアの中の日本としての安全保障政策を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世界』 (2009.7).
68) 오카다는 외상 취임 이후 가진 강연에서 미국의 선제 핵무기 불사용 문제를 미일간 협의에서 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朝日新聞』(2009.10.19),

이 커지고 있다. 핵군축 및 비확산에 관한 일본의 정책이 종전까지는 주요
국제레짐에서의 활동 강화, 국제무대에서의 정책 어젠다 제의 등에 중점을
두어 왔다면, 민주당 정부 하에서는 보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폐기 및 중국
의 선제 핵사용 견제 등을 패키지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 구상에 강조점이
두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보다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질서 형성을 위
해 스스로가 비핵화뿐만 아니라 핵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비핵화 및 핵대국
인 미국·중국·러시아의 선제 핵 불사용이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인식을 갖
게 된 것으로 보인다.

Ⅵ. 결론
일본의 핵정책은 줄곧 국제사회에서 적지 않은 이슈였다. 냉전체제 해체
이후 케네스 왈츠 등의 현실주의자들은 새롭게 부상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
여 일본의 핵무장이 불가피함을 전망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도 북한의 핵위
협에 직면한 일본이 핵무장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전망은 자민당 내 일부 의원이나 지식인들 사이에서 논의되
던 핵무장론과 증폭되면서 일본의 핵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어 온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1976년 NPT에 가입한 이래 핵군
축과 비확산을 향한 일본의 정책은 줄곧 일관성을 보여 왔다고 생각된다.
NPT, CTBT 등의 핵군축 및 비확산 레짐에서도 일본은 의무와 역할을 수
행해 왔다고 보여지며, 생화학무기나 재래식 무기 관련 국제레짐들에서도 주
어진 요구조건들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유
엔총회 등의 국제무대에서 수상과 외상급의 지도자들이 핵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일관되고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은 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 등장 이후 핵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일본
의 정책은 보다 분명하게 표명되고 있다. 하토야마 수상이 유엔 연설을 통해
NPT 체제의 강화와 CTBT의 조기발효 등 기존 핵군축 체제의 강화를 호소
하였고, 오카다 외상은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오던 동북아 비

핵지대 구상을 정책 레벨에서 발언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일
본 핵군축 및 비확산 정책의 실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러한 일본의 핵정책
스탠스를 우리의 핵군축 정책에서 활용해 나가는 전략적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1991년에 남북한 간에 체결된 남북한 비핵합의서는 여전히 유효한 우리
의 정책적 지침이다. 이러한 합의문서를 기초로 우리는 한반도 비핵질서를
회복해야 하며, 나아가 동아시아 및 국제질서에서 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
무기로 인한 위협요인들을 삭감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우
리에게 일본의 핵정책 및 동북아 비핵지대 구상 등은 우리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호의적인 외부조건의 하나로 될 수 있다. 일본의 핵군축 정
책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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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국제핵질서에 관한 일본의 인식

출처: 아사히신문(2009.5.20)

출처: 아사히신문(2009.8.9)

<부록 2> 아시아 각국의 WMD 관련 각종 조약 및 레짐 가입 상황
일본
한국
중국
북한
미국
러시아
타이완

NPT
o
o
o
o*
o
o
o

AP
o
△
o

CTBT
o
o
△

CWC
o
o
o

△
△
□*

△
o

o
o

BWC
o
o
o
o
o
o
o

ZC
o
o
o

NSG
o
o

AG
o
o

o
o

o
o

o

MTCR HCOC
o
o
o
o

NPT: 핵무기 비확산조약

ZC: 젱거위원회

AP: IAEA 추가의정서

NSG: 원자력공급국그룹

CTBT: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AG: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CWC: 화학무기금지조약

MTCR: 미사일기술관리레짐

BWC: 생물무기금지조약

HCOC: 탄도미사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o
o

o
o

헤이그 행동규범
*출처: 奥平穰治、小川伸一 「日本：有事関連法制、イラク復興支援、大量破壊兵器への対処」『東アジ

ア戦略概観：2004』（防衛庁防衛研究所 2004）

<부록 3> 세계 주요 핵보유국의 핵탄두 수 추정

*출처: 마이니치 신문(2009.10.17)

*출처: 아사히 신문(2009.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