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기자회견문
5월 24일은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이다. 1981년 5월 24일 유럽 11개국 여성 49명이 모여 ‘평화
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로 정하고, 1983년 5월 24일에는 약 100만 명의 여성들
이 모여 핵무기와 군비경쟁을 비판하며 다양한 형태로 평화를 촉구하는 행동을 펼쳤다.
이후 매년 5월 24일은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평화와 군축을 위한 목소리를 전하는 날
로 지켜 왔다.
국내에서는 1997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처음으로 이날을 기념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평화와 군축을 위한 요구와 주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2015년 5월 24일에는 30명의
국제여성평화활동가들이 분단된 한반도의 DMZ를 북에서 남으로 통과하는 역사적인
Women Cross DMZ 행사를 전개하면서, 이후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은 글
로벌 여성평화운동의 의제가 되어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Korean War. 캠페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은 올해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대유
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한국의 여성.평화.시민운동에 던진 커다란 도전에 직면한 전대
미문의 상황 속에서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이동을 멈춰야 했고 경제활
동도 위축되었다. 코로나19는 취약계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가운데, 우리는 돌봄과
양육을 담당한 여성들, 비정규직 여성들,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이 더 큰 한계 상황에
몰리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성차별 구조로 인해 여성들이 당면한
문제는 노동, 사회보장,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 대응 마련에 있어서는 젠더 관점이 부재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는 코로나19가 초래한 긍정적 변화를 환영한다. 여성.평화.시민운동에서 그동
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인간안보’ 개념이 취임 3주년을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통해 제안되었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
해 국가의 재정을 추경하는 과정에서 1조 4,675억 원의 국방예산을 줄여 조달하는 일
도 발생했다. F-35 대금 등의 지급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가 예상되는 국외 시험평가
비용 등을 감액한 것이기에 무기 획득 예산을 실제로 삭감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인간안보와 시민안전을 확보하려면 레토릭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
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평화군축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국 정부에 대하여
- 한국정부는 2020년 처음으로 50조가 넘는 국방비 예산을 수립했다. 한국은 올해 글
로벌 군사력 6위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는 군사 안보가 시민들의 생
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방역과 취약 계층 보호, 경제적 안전망
확대 등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틀을 잘 갖추고 또 위기를 관리하는 동시에 예방하는
연대와 협력의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감으로써 극복해야 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대통령이 언급한 인간안보의 기본 철학과 가치관에 알맞은
국가재정 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
예산의 재원은 국방비의 과감한 감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미국 정부에 대하여
- 미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는 대북 제
재 해제에 대한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고 반인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과도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바, 애초에 요구한 것
으로 알려진 6조 원은 2020년 한국정부 통일부/외교부 예산을 합친 5.5조를 훨씬 초
과하며, 최근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13억 달러 역시 코로나19로 재정 긴축 상황
에 처한 한국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금액이다. 더욱이 미국은 최근까지
도 대북정찰 비행을 지속하면서 위기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중단함과 동시에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는 군사행
동을 즉시 중단하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하여
-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인도적
위기를 더욱 악화하는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별히 코로나19 위기 상
황에서 유엔과 국제사회는 군비 확산과 경쟁이 아니라 인간안보와 시민안전을 지지하는
상호공동체성을 발휘해야 한다.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은 군사주의를 넘어서는 인
간안보와 공동안보를 통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
오늘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모인 우리 여성.평화.시민단
체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
국전쟁의 공식적 종식, 남북한과 동북아의 무장갈등 예방, 이를 위한 평화군축, 인간안
보와 공동안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
께 연대할 것이다. 이로써 군사력을 통한 안보와 힘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시민의 안
전, 여성들의 안녕, 청년들의 미래, 그리고 군사화된 지역이 평화 지대로의 전환이 보장
되는 적극적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0년 5월 22일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6.15남측위여성본부 강정평화네트워크,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광주여성회, 구로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당진어울림여성회,
부산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여성평화독서모임,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참여연대, 천안여성회,
평화철도전국여성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