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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 VERGER 

The spot where the Soviet Union blew 
up its first atomic bomb is an expansive, 
gently rolling part of the steppe in north-
eastern Kazakhstan. Between 1949 and 
1989, the Soviet Union conducted more 
than 450 nuclear tests, over 100 of which 
were atmospheric, meaning the device 
was detonated on the ground or in the 
air. 

When I visited in August with a group 
of journalists, I was struck by the beauty 
of the place, as a patch of purple flowers 
caught the late afternoon light. The site 
is accessed by a rough and isolated dirt 
road, and filled with windblown grasses 
and scrubby, sage-like bushes. It is called 
the “experimental field,” and, not sur-
prisingly, parts are still radioactive. At 
the most radioactive spot we visited, we 

 REPORTER AT LARGE periscope 

One of the JFK administration’s biggest foreign policy accomplishments, 
the Partial Nuclear Test Ban Treaty of 1963 proved a turning point in the Cold War.

JFK’S MOST UNDERRATED ACHIEVEMENT

wore thin blue plastic booties to keep the 
radioactive dust out of the treads of our 
shoes and light masks to keep any dust 
particles out of our mouths and noses. 

To visit this breathtakingly beautiful 
part of Central Asia is to be reminded of 
a very different era: It was 13 years after 
that first test that the 
Cold War had its most 
dangerous moment: the 
Cuban Missile Crisis. As 
the United States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John F. Kennedy’s as-
sassination, it’s an apt 
time to look at one of 
his administration’s big-
gest foreign policy ac-
complishments: the Partial Nuclear Test 
Ban Treaty of 1963, in which the U.S. 

and U.S.S.R. (and Great Britain) agreed 
to stop conducting nuclear tests in the 
atmosphere, under water, and in space. 

That treaty was “really a fundamen-
tal turning point” in the Cold War, says 
economist Jeffrey Sachs, whose latest 
book is To Move the World: JFK’s Quest 

for Peace. “Partly be-
cause in and of itself it 
was important – to stop 
the testing and even 
more to lead the way 
to the non-prolifera-
tion treaty a few years 
later – but I think even 
more fundamentally, it 
showed that it was pos-
sible to reach a substan-

tive agreement between the two sides, 
have it honored and, basically by talk-

옛 소련이 처음 
원자폭탄을 터뜨린 곳은 
카자흐스탄 북동부다.

The treaty 
was “an act 

of greatness” 
by Kenn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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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소련이 처음 원자폭탄을 터뜨린 곳은 

카자흐스탄 북동부다. 스텝 지대(초원지

대)의 완만하게 경사진 광활한 지역이다. 소

련은 1949~89년 핵실험을 450회 이상 했다. 

그중 대기권내 실험이 100회를 넘었다. 폭탄

이 지상이나 공중에서 폭발했다는 의미다.

지난 8월 일단의 기자들과 함께 이 곳을 

찾았을 때 그 아름다움에 매료됐다. 늦은 오

후의 햇살이 자주색 꽃밭에 머물러 있었다. 

울퉁불퉁하고 외떨어진 비포장도로 끝에 

그곳이 있었다. 바람에 날리는 잡풀과 왜소

한 샐비어 등의 잡목이 우거져 있었다. 이곳

의 이름은 ‘실험장.’ 역시나 일부 지역은 아

직도 방사능에 오염돼 있었다. 가장 방사능 

오염이 심한 지역을 방문할 때는 얇은 청색 

비닐 덧신을 신었다. 방사능 분진이 신발 바

닥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간이 

마스크로 입과 코도 가렸다.

중앙아시아의 이 숨막히게 아름다운 지

역을 방문한 건 전혀 다른 시대를 상기하기 

위해서였다. 그 첫 실험 13년 뒤 냉전 중 가

장 위험했던 순간이 찾아왔다. 쿠바 미사일 

위기다. 존 F 케네디 피살 50주년을 맞아 케

네디 정부 외교정책의 최대 성과 중 하나를 

 

60여 년 전 옛 소련이 처음 원폭 실험을 한 카자흐스탄 북동부
13년 뒤 케네디가 미-소간 부분핵실험금지조약 체결해 냉전의 전환점 마련

그곳엔 지금도 방사능이 남아 있다

ing, not blow each other up. And so 1963 
marked the end of the dire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sides that had culmi-
nated in the Cuban Missile Crisis.”

The treaty was, Sachs says, “an act of 
greatness” by Kennedy.

It brought “an end to the most danger-
ous period of the Cold War,” says Francis 
Gavin, a historian and professor of inter-
national affairs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It “was a way for the Ameri-
cans and Soviets to signal to each other 
that they respected each other’s status 
quo.” 

The experimental field in Kazakhstan 
is just a 300-square-kilometer portion 
of an enormous area called the Semi-
palatinsk Test Site, which is bigger than 
Connecticut. Our group stood at ground 
zero, the site not only of the first test 
but of three other ground tests, one of 
which involved a massive 400-kiloton 
thermonuclear device. At one point, our 
guide held in his bare hands a few small, 
roughly spherical pieces of earth that 
had been fused into a stone-like solid 
from one of the explosions. (He prom-
ised to later wash his hands.)

세미팔라틴스크 테스트 
부지의 일부는 아직도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

That first test, on August 29, 1949, in-
volved the detonation of a 22.4-kiloton 
bomb atop a tower. The Soviets wanted 
to know what kind of effect the blast 
would have on both civil and military 
equipment, so the site was divided into 
sectors filled with different structures: 
airplanes, vehicles, and the like. Tall con-
crete structures – monitoring stations 
colloquially called “geese” – radiate in 
two lines out from the epicenter, and to-
day are still visible, marching across the 
landscape like the stone heads of Eas-
ter Island. As human proxies, they put 
dogs, pigs, and sheep in the blast zone. 
In a museum at the edge of the test site, 
there are photographs of some of those 
animals after the explosion – as well as 
glass containers with some of their pre-
served remains.

The treaty of 1963 was symbolic and 
“just the tip of the iceberg,” says Marc 
Trachtenberg, a professor of internation-
al relations at UCLA. “That whole period 
of the late ’40s, ’50s, and early ’60s, this 
was really serious stuff,” he says. “You 
could really have gotten a nuclear war 
during that period. But after ’63, it’s a 

totally different sort of international sys-
tem. The Cold War continued, but in a 
much more lame sort of way.”

It’s not as if the treaty ended the Cold 
War, of course. The arms race contin-
ued, and U.S. and Soviet nuclear testing 
moved underground, which is better for 
the environment because the blast is 
contained. “The treaty is often underap-
preciated as a stimulus, you might say, 
to the environmental movement,” says 
Thomas Schwartz, a professor of history 
and political science at Vanderbilt Uni-
versity. It represented “an acknowledge-
ment that we had a common interest” in 
the global environment “as opposed to a 
simple national interest in continuing to 
push for our advantage.” 

Newsweek reported at the time that 
the “treaty was greeted thunderously 
around the world,” and that “Japan, 
which suffered the first atomic bomb, 
hailed it as ‘a great joy.’”

Rob Verger reported from Kazakhstan on a 

fellowship with the International Reporting Project. 

번역 기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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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듯하다. 1963년의 

부분핵실험금지조약이다. 미국·소련(그

리고 영국)이 공중·수중·우주에서 핵실

험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그 조약은 냉전에서 “사실상 근본적인 전

환점”이었다. 최근 ‘JFK의 평화노력’을 펴낸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가 말했다. “핵실험을 

중단하고 나아가 몇 년 뒤 핵확산 금지조약

(NPT)을 향한 돌파구를 마련한 일은 그 자

체로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양쪽이 폭탄으로 상

대를 날려버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해 그것을 존중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사실이 더 의미심

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1963년은 쿠바

미사일 위기로 극에 달했던 양국간의 위태

위태한 대립국면에 종지부를 찍은 해였다.”

그 조약은 케네디의 “위대함을 보여준 행

동”이었다고 삭스는 말한다.

그것으로 “냉전 중 가장 위험한 시기가 막

을 내렸다.” 역사가인 프랜시스 개빈 텍사스

대(오스틴) 국제문제학 교수가 말했다. “미

국과 소련은 그런 식으로 서로 상대를 현재 

상태 그대로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카자흐스탄의 실험장은 세미팔라틴스크 

테스트 부지라는 방대한 지역 중 300㎢에 불

과한 면적이다. 세미팔라틴스크는 코네티컷

주보다 넓다. 우리 그룹은 폭심지에 섰다. 최

초의 실험뿐 아니라 그뒤로도 3회의 지상실

험이 더 있었다. 그중 한 번은 거대한 400킬
로톤(kt)의 열핵(핵융합) 폭탄을 터뜨렸다. 

한번은 우리 가이드가 작고 거친 구슬 만한 

흙덩어리들을 맨 손으로 집어 올렸다. 폭발 

때 뭉쳐져 돌처럼 단단해진 덩어리들이었다

(그는 나중에 손을 씻겠다고 약속했다).

최초의 실험은 1949년 8월 29일 실시됐

다. 탑 꼭대기에서 22.4kt의 폭탄을 터뜨렸

다. 소련인들은 그 폭발이 민간 및 군사장비

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싶어했다. 따라

서 그 부지를 여러 구역으로 나눠 비행기·

자동차 등 다른 구조물들을 채워 넣었다. 높

은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폭심지에서 두 줄

로 뻗어나간다. 통칭 ‘거위’로 불리는 관측

소다. 지금도 이스터섬(남태평양의 화산섬)

의 석상들처럼 행군하듯 길게 늘어서 있다. 

그들은 인간 대신 개·돼지·양들을 폭발권 

안에 남겨뒀다. 테스트 부지 가장자리에 박

물관이 있었다. 거기에 그 동물 중 일부의 폭

발 후 사진뿐 아니라 사체 몇몇을 보존 처리

한 유리 용기들이 전시돼 있었다.

1963년의 조약은 상징적이었으며 “빙산의 

일각이었다.” 캘리포니아대(로스앤젤레스)

의 마크 트래크텐버그 국제관계학 교수가 말

했다. “1940년대 말, 50년대, 60년대 초 줄곧 핵

폭탄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 실제로 그 기

간 동안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63년 이후 국제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졌다. 냉

전은 계속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물론 그 조약이 냉전을 끝낸 건 아니었다. 

군비경쟁은 계속됐고 미·소 핵실험의 무대

가 지하로 옮겨졌다. 폭발이 억제되기 때문

에 환경에 악영향을 덜 미친다. “그 조약의 

환경운동 촉매제 역할이 종종 과소평가되

지 않나 싶다.” 밴더빌트대 역사·정치학과 

토머스 슈워츠 교수가 말했다. 그것은 “자

신의 이익만 계속 추구하려는 단순한 국가

적 이해와는 달리” 지구 환경에 공동의 이해

를 갖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뉴스위크는 당시 이렇게 보도했다. “그 조

약은 전 세계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영

을 받았다. 최초의 원자폭탄을 맞았던 일본

은 ‘큰 기쁨’이라며 환영했다.”

롭 버거 기자가 국제보도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카자흐스탄에서 취재했다. 번역 차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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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소로 이용된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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