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수십 년에 걸친 압박 정책이 실패한 오늘,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이며 실행가능한 프레임워크는 바로 평화협정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
스의 성공을 위해 코리아피스나우! 캠페인은 남과 북, 미국 정부에 다음을 권고
한다:
미국, 남한, 북한은 한반도 전쟁의 완전한 해결이자 평화체제의 토대가 될 공정하고
구속력있는 평화협정을 즉각 체결하여야 한다.
a. 당사국들은 정치적 전제조건을 두지 않아야 한다.
b. 당사국들은 구속력있는 협정 비준을 위한 정치적 동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면 비구속적인 수단인 종전선언을 채택할 수 있다.
c. 당사국들은 전시 무력사용권이 소멸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d. 당사국들은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가 종료됨을 인정해야 한다.
e. 당사국들은 정전협정에 명시된 경계선을 인정해야 한다.
f. 당사국들은 무력 사용 이외의 다른 안보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평화 협정
을 체결해야 한다.
g. 당사국들은 항구적이며 안정적인 평화체제의 실현과 외교관계 정상화를 통해
이 위기의 해법을 더 진전시키는 데 전념해야 한다.
h. 당사국들은 무력사용 이외의 문제를 다루는 협상카드로 평화협정 가능성을 도
구화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2. 평화협정이 최대한 지속될 수 있도록 당사국들은 다음 원칙에 기반한 평화체제를 실
현하여야 한다:
a. 공정한 군축과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들을 통한 공동의 협력적 안보 추구.
b. 각 국가의 생존권, 주권의 평등, 각 국가의 정치/사회/경제/문화 체제 선택의 자
유를 상호 인정하고 냉전시대 진영논리를 타파하는 것.
c.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 데 공동의 책임을 다하는 것.
d. 평화권의 완전한 실현과, 전쟁없는 삶이 유엔이 선언한 권리들과 인류의 핵심적
인 자유를 전면 이행하는 선결조건임을 인정하는 것.
e.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제시된 여성, 평화,
안보 프레임워크가 요구하는 여성의 평화 프로세스 참여. 평화 체제는 평화를
옹호하는 여성과 시민사회가 전면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
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군사주의와 전쟁에서 탈피하여 인류의 필요와 생태
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여성주의적 이해를 기반으로 안보를 재정의해야 한
다.
1.

이 권고는 국제 페미니스트 캠페인,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한국전쟁 종식, 코리아 피스
나우!’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가 2021년 2월에 발
간한 보고서 “평화로 가는 길: 한반도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의 권고를 번역한 것이다.
영문 권고와 보고서는 KoreaPeaceNow.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