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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for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ncluding a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Jong-Ryul OH, Chairperson,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 Alliance of Progressive Movements

I welcome you whole heartedly!

How many ways have killed a person and how many people have been

killed? How many ways have violated the natural rights of a person and how

many people have lost their lives due to violence? It is the crime of war that

kills people, destroy civilization and abuse human rights unlimitedly and

unrestrictedly. The war will not happen by itself but be planned and be

executed by someone intentionally. However, the bigger problem is that the

vast majority of damages have always fallen on the ordinary people. Among

200,000 comfort women, I wonder how many women were from families of

capitalists, the big landowners or pro-Japan noblemen. Among 1,000,000

student soldiers conscripted for aggressive wars, how many soldiers came from

families of capitalists, big landowners or pro-Japan noblemen ?

The people of the country that lost its sovereignty had to lose their own

only lives.

Then, were the people of the aggressor country any happier that their

country has started the war ? How many were from families of capitalists,

powerful men, and the nobility among 10 million Japanese people who died

for the glory of the Empire of Japan during Russo-Japanese War, the

Anti-Japanese War ,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Pacific War ?

Among the U.S. Army who led the U.N. forces in the Korean War for

three years and one month, the total of war dead, missing, and injured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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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50. Even in Vietnam war which ended up being defeated with three

million lives dead, the sacrifices of the U.S. are also countless. What deprived

them of their lives and left wounds unhealed for the survivor?

Why did the Korean war break out and who started the war that killed

5.5 million people ? There has been no place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truth to come forward. In the time of war, if you had not agreed that North

Korea Army invaded South Korea, and the U.S. military, South Korea’s ally,

came to Korean peninsula with the UN Army and saved us , you could have

been killed as a left-leaning communists. Today, the same applies to people

who support reunification. They are accused of being North Korean

sympathizers.

60 years has passed since the signing of armistice agreement suspending

the combat on July 27, 1953. The armistice agreement is a tentative step and

needs to conclude with a peace treaty. The article 4 of the Korea War

Armistice Agreement was not kept since its signing. It says that parties should

start peace negotiations within three months of the armistice in order to switch

the armistice situation to peace regime. The rules such as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and the ban on introduction of new weapons were violated.

The U.S. and South Korea military joint exercises have been conducted toward

North Korea every year of the last 60 years. Meanwhile, the U.S. military

industrial complex permanently secures the military bases and arms market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the world's 10th largest economy, has been a playground of

transnational capitals based in the Wall street of the United States. Under the

division of Korea, South Korean people can’t achieve people's livelihood and

democracy, which has surfaced only superficially. The most frightening thing is

war. This spring, we were likely to almost face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f anothe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breaks out, the world

would suffer the ravages by an irreversible war beyond Northeast Asia.

Independently establishing 'One Korea' could be happy to the people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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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world, but a disaster to imperialist powers as well as capitalists who

are parasites of imperialism. In order to survive, all people must build

solidarity and unite across the borders. To prevent war and keep the peace ,

the armistice regime should be replaced with a peace regime. All we must do

is to keep promises of article 4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10.4 Joint

Declaration. Peace and happiness of the people in the world are based on

truth and justice. I am very glad to meet all of you and to host such

luminary and pioneers of justice and truth on this occasion. Please stay in

good health during your stay and forever. Ladies and gentlemen, I respect you

and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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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for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ncluding a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Jung-Hee Lee, Chairperson,

Unified Progressive Party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you for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ncluding a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On behalf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I would like to extend a special welcome and

a message of solidarity to the overseas guests who have committed to peace

in the Northeast Asia.

6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but Korea

is still at war. The two military drills so-called Foal Eagle and Key Resolve

that were carried out in the Spring of this year pushed the Korean peninsula

into a serious nuclear crisis. A large number of nuclear weapons such as the

U.S. nuclear capable B52 and B2, and nuclear aircraft carrier Nimitz were

deployed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forward deployed

its missiles as well As such, the potential for military confrontation has

reached its climax. We could learn from these experiences that peace cannot be

attained in an unstable environment under the armistice agreement. We need

to declare an end to the war and conclude a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immediately. Our challenge is to create a stable peace system now.

The U.S.‘s turnaround strategy toward Asia is a serous threat to the peace

to the two Koreas, to the East Asian countries and to the world. Although the

U.S. stationed its military forces in Korea as a counter measure against the

invasion of North Korea, its role has changed into a swift expeditionary strike

forces targeting East Asia as well as the Middle East. A U.S. military base is

being constructed in Pyeongtaek and its real purpose is to aim against China.

In addition, the U.S. is pushing a plan to construct a naval base in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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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docking nuclear aircraft carriers despite the fact that island residents and

peace-loving people have waged nationwide protests against the establishment

of a naval base. The U.S. keeps a consistent manner to support Japan's

rearmament in collaboration with the Japanese right-wing groups. It is certain

that the U.S. takes advantage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maintain the U.S.’s hegemony in East Asia. That’s why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reduce the impact of the U.S. militarism and to build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Asia to create a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East Asia.

In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of 2000 and October 4 Joint Declaration of

2007—the two declarations signed by North and South Korea--both countries

have promised to work towards common prosperity of the future through

dialogue, exchanges and cooperation. However, the ruling party in Korea

constantly undermines these declarations and tries to interfere with

inter-reconciliation efforts. We,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have set our

principal mission to uphold the spirit of the 6.15 and 10.4 declarations and

realize the promises of these declarations. Because two declarations have

already outlined the right path to reunification and peace: the reunification of

and by the two Koreas on their own terms without any external influence,

including declaring June 15th as a national anniversary day, revitalizing

Kaesong industrial zone, establishing the Peace and Cooperation Zone on the

West Sea and declaration of ending war via three-way or four way. I hope

that all the participants will share the vision of the implementation of June 15

Joint Declaration and the October 4 Joint Declaration as the starting point for

realiz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Dear Scholars and peace activists from various countries! Though our

nationalities and skin colors may differ we are all comrades in struggle with

the same desire for peace, Let’s build our collective strength to establish a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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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a Peace Agreement and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Korea

Korea Armistice Day Commemoration

27 July 2013

America's War on the People of Korea

Background text: A Message for Peace

by Michel Chossudovsky  

Commemoration of the Sixtieth Anniversary of Armistice Day, July 27, 1953

Armistice Day, 27 July 1953 is day of Remembrance for the people of Korea.

It is a landmark date in the historical struggle for national reunification and

sovereignty.

I am privileged to have this opportunity of participating in the 6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of Armistice Day on July 27, 2013.

I am much indebted to the "Anti-War, Peace Actualized, People Action" movement

for this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the debate on peace and reunification.

An armistice is an agreement by the warring parties to stop fighting. It does

signify the end of war.

What underlies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is that one of the warring parties,

namely the US has consistently threatened to wage war on the DPRK for the last 60

years.

The US has on countless occasions violated the Armistice Agreement. It has

remained on a war footing. Casually ignored by the Western medi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S has actively deployed nuclear weapons targeted at

North Korea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in violation of article 13b)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e armistice remains in force. The US is still at war with Korea. It is not a

peace treaty, a peace agreement was never signed.

The US has used the Armistice agreement to justify the presence of 37,000

American troops on Korean soil under a bogus United Nations mandate, as well as

establish an environment of continuous and ongoing military threats. This situation of

" latent warfare" has lasted for the last 60 years.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at

this US garrison in South Korea is the only U.S. military presence based permanently

on the Asian conti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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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objective in this venue is to call for a far-reaching peace treaty, which will

not only render the armistice agreement signed on July 27, 1953 null and void, but

will also lay the foundations for the speedy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Korea as

well as lay the foundations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nation.

Armistice Day in a Broader Historical Perspective.

This commemoration is particularly significant in view of mounting US

threats directed not only against Korea, but also against China and Russia as

part of Washington's "Asia Pivot", not to mention the illegal occupation of

Afghanistan and Iraq, the US-NATO wars against Libya and Syria, the military

threats directed against Iran, the longstanding struggle of the Palestinian

people against Israel, the US sponsored wars and insurrections in sub-Saharan

Africa.

Armistice Day July 27, 1953, is a significant landmark in the history of US

led wars.  Under the Truman Doctrine formulated in the late 1940s, the

Korean War (1950-1953) had set the stage for a global process of militarization

and US led wars. "Peace-making" in terms of a peace agreement is in direct

contradiction with Washington "war-making" agenda.  

Washington has formulated a global military agenda. In the words of four

star General Wesley Clark (Ret), quoting a senior Pentagon official:  

“We’re going to take out seven countries in 5 years, starting with Iraq,

and then Syria, Lebanon, Libya, Somalia, Sudan and, finishing off, Iran”

The Korean War (1950-1953) was the first major military operation  

undertaken by the US in the wake of  World War II,  launched at the very

outset of  what was euphemistically called "The Cold War". In many respects

it was a continuation of World War II, whereby Korean lands under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were, from one day to the next, handed over to a new

colonial pow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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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Potsdam Conference (July–August 1945), the US and the Soviet

Union agreed to dividing Korea, along the 38th parallel.  

There was no "Liberation" of Korea following the entry of US forces. Quite

the opposite.

As we recall, a US military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South Korea on

September 8, 1945, three weeks after the surrender of Japan on August 15th

1945. Moreover,  Japanese officials in South Korea assisted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USAMG) (1945-48) led by General Hodge in ensuring

this transition. Japanese colonial administrators in Seoul as well as their

Korean police officials worked hand in glove with the new colonial masters.

From the outset, the US military government refused to recognise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Korea (PRK), which was

committed to major social reforms including land distribution, laws protecting

the rights of workers, minimum wage legislation and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PRK was non-aligned with an anti-colonial mandate, calling for the

"establishment of clos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USSR, England, and

China, and positive opposition to any foreign influences interfering with the

domestic affairs of the state." (Hart-Landsberg, Martin (1998). Korea: Division,

Reunification, &U.S. Foreign Policy. Monthly Review Press. pp. 65–6). The PRK

was abolished by military decree in September 1945 by the USAMG.

There was no democracy, no liberation no independence. While Japan was

treated as a defeated Empire, South Korea was identified as a colonial territory

to be administered under US military rule and US occupation forces.

America's handpicked appointee Sygman Rhee was flown into Seoul in

October 1945, in General Douglas MacArthur's personal airplane.

The Korean War (195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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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imes committed by the US against the people of Korea in the course

of the Korean War but also in its aftermath are unprecedented in modern

history.

Moreover,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se US sponsored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in the 1950s have, over the years, contributed to

setting "a pattern of killings" and 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he Korean War was also characterised by a practice of targeted

assassinations of political dissidents, which was subsequently implemented by

the CIA in numerous countries including Indonesia, Vietnam, Argentina,

Guatemala, El Salvador, Afghanistan, Iraq.

Invariably these targeted killings were committed on the instructions of the

CIA and carried out by a US sponsored proxy government or military

dictatorship. More recently, targeted assassinations of civilians, "legalised" by

the US Congress have become, so to speak, the "New Normal".  

  

According to  I.F. Stone’s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 first

published in 1952 (at the height of the Korean War), the US deliberately

sought a pretext, an act of deception, which incited the North to cross the

38th parallel ultimately leading to all out war.

"[I. F. Stone's book] raised questions about the origin of the Korean

War, made a case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manipulated the

United Nations, and gave evidence that the U.S. military and South Korean

oligarchy dragged out the war by sabotaging the peace talks, Jay Hauben,

Review of I.F. Stone’s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 OmnyNews,

2007,

http://www.globalresearch.ca/the-hidden-history-of-the-korean-war/53426

85

In Stone's account, General Douglas MacArthur "did everything possi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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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id peace".

US wars of aggression are waged under the cloak of "self defence" and

pre-emptive attacks. Echoing I. F. Stone's historical statement concerning

General MacArthur, sixty years later US president Barack Obama and his

defence Secretary Chuck Hagel are also "doing. everything possible to avoid

peace".  

This pattern of inciting the enemy "to fire the first shot" is well established

in US military doctrine. It pertains to creating a "War Pretext Incident" which

provides the aggressor to pretext to intervene on the grounds of "Self-

Defence". It characterised the Japanese attack on Pearl Harbor, Hawaii in 1941,

triggered by deception and provocation of which US officials had advanced

knowledge. Pearl Harbor was the justification for America's entry into World

War II.

The Tonkin Gulf Incident in August 1964 was the pretext for the US to

wage war on North Vietnam,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Tonkin Gulf

Resolution by the US Congress, which granted President Lyndon B. Johnson

the authority to wage war on Communist North Vietnam.  

I. F. Stone's analysis refutes "the standard telling"  ... that the Korean War

was an unprovoked aggression by the North Koreans beginning on June 25,

1950, undertaken at the behest of the Soviet Union to extend the Soviet sphere

of influence to the whole of Korea, completely surprising the South Koreans,

the U.S., and the U.N.":

But was it a surprise? Could an attack by 70,000 men using at least 70

tanks launched simultaneously at four different points have been a

surprise?

Stone gathers contemporary reports from South Korean, U.S. and U.N.

sources documenting what was known before June 25. The head of the

U.S. CIA, Rear Admiral Roscoe H. Hillenloetter, is reported to hav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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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record, "that American intelligence was aware that 'conditions

existed in Korea that could have meant an invasion this week or next.'" (p.

2) Stone writes that "America's leading military commentator, Hanson

Baldwin of the New York Times, a trusted confidant of the Pentagon,

reported that they [U.S. military documents] showed 'a marked buildup by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along the 38th Parallel beginning in the

early days of June.'" (p. 4)

How and why did U.S. President Truman so quickly decide by June 27

to commit the U.S. military to battle in South Korea? Stone makes a strong

case that there were those in the U.S. government and military who saw a

war in Korea and the resulting instability in East Asia as in the U.S.

national interest. ('The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 by I.F. Stone,

book review by Jay Hauben)                 

                              

According to the editor of France's Nouvel Observateur Claude Bourdet:

“If Stone’s thesis corresponds to reality, we are in the presence of the

greatest swindle in the whole of military history... not a question of a

harmless fraud but of a terrible maneuver in which deception is being

consciously utilized to block peace at a time when it is possible.”(quoted in

Stephen Lendman, America’s War on North Korea, Global Research,

http://www.globalresearch.ca/americas-war-on-north-korea/5329374, April 1,

2013)

In the words of renowned American writers Leo Huberman and Paul

Sweezy: 

“….we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South Korean president)

Syngman Rhee deliberately provoked the North Koreans in the hope that

they would retaliate by crossing the parallel in force. The northerners fell

neatly into the trap.”(Ibid)

On 25 June 1950, following the adoption of UN  Secur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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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82, General Douglas MacArthur, who headed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occupied Japan was appointed Commander in Chief of the

so-called United Nations Command (UNCOM). According to Bruce Cumings,

the Korean War "bore a strong resemblance to the air war against Imperial

Japan in the second world war and was often directed by the same US

military leaders" including generals Douglas MacArthur and Curtis Lemay.   

US War Crimes against the People of Korea

Extensive crimes were committed by US forces in the course of the Korean

War (1950-1953).  While nuclear weapons were not used during the Korean

War, what prevailed was the strategy of  "mass killings of civilians" which

had been formulated during World War II. A policy of killing innocent

civilians was implemented through extensive air raids and bombings of

German cities by American and British forces in the last weeks of World War

II. In a bitter irony, military targets were safeguarded.

This unofficial doctrine of killing of civilians under the pretext of targeting

military objectives largely characterised US military actions both in the course

of the Korean war as well as in its aftermath. According to Bruce Cummings:  

On 12 August 1950, the USAF dropped 625 tons of bombs on North

Korea; two weeks later, the daily tonnage increased to some 800 tons.U.S.

warplanes dropped more napalm and bombs on North Korea than they did

during the whole Pacific campaign of World War II.

The territories North of the 38th parallel were subjected to extensive carpet

bombing, which resulted in the destruction of 78 cities and thousands of

villages:

"What was indelible about it [the Korean War of 1950-53] was the

extraordinary destructiveness of the United States' air campaigns against

North Korea, from the widespread and continuous use of firebombing

(mainly with napalm), to threats to use nuclear and chemical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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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destruction of huge North Korean dams in the final stages of the

war.  ....

As a result, almost every substantial building in North Korea was

destroyed. ....(Bruce Cumings, Korea: Forgotten Nuclear Threats, 2005)

US Major General  William F Dean "reported that most of the North

Korean cities and villages he saw were either rubble or snow-covered

wastelands" (Ibid ) 

General Curtis LeMay who coordinated the bombing raids against North

Korea brazenly acknowledged that: “Over a period of three years or so we

killed off – what – twenty percent of the population. ... We burned down

every town i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oo”.

According to Brian Willson:  

It is now believed that the population north of the imposed 38th

Parallel lost nearly a third its population of 8 – 9 million people during

the 37-month long “hot” war, 1950 – 1953, perhaps an unprecedented

percentage of mortality suffered by one nation due to the belligerence of

another.” (See Brian Willson, Korea and the Axis of Evil, Global Research,

October 2006)

Extensive war crimes were also committed by US forces in South Korea as

documented by the Korea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ccording to

ROK sources, almost one million civilians were killed in South Korea in the

course of the Korean War:  

"In the early days of the Korean War, other American officers observed,

photographed and confidentially reported on such wholesale executions by

their South Korean ally, a secretive slaughter believed to have killed

100,000 or more leftists and supposed sympathizers, usually without

charge or trial, in a few weeks in mid-1950." (Associated Press Report,

http://www.globalresearch.ca/us-coverup-extrajudicial-killings-in-sou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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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e United Kingdom lost 0.94% of its

population, France lost 1.35%, China lost 1.89% and the US lost 0.32%. During

the Korean War, the DPRK lost more than 25% of its population.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was of the order of 8-9 million in 1950

prior the Korean War. US sources acknowledge 1.55 million civilian deaths in

North Korea, 215,000 combat deaths. MIA/POW 120,000, 300,000 combat troops

wounded. (Wikipedia)  

South Korean military sources estimate the number of civilian

deaths/wounded/missing at 2.5 million, of which some 990,900 are in South

Korea. Another estimate places Korea War total deaths, civilian plus combat at

3.5 million.)

North Korea: A Threat to Global Security?

For the last 60 years, Washington has contributed to the political isolation

of North Korea. It has sought to destabilize its national economy, including its

industrial base and agriculture. It has relentlessly undermined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of the Korean nation.  

In South Korea, the US has maintained its stranglehold over the entire

political system. It has ensured from the initial appointment of Sygman Rhee

the instatement of non-democratic and repressive forms of government which

have in large part served the interests of the U.S.

U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has also exerted a controlling

influence on economic and monetary policy.

An important question for the American people. How can a country

which has lost a quarter of its population resulting from US aggression,

constitute a threat to the American Hom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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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can a country which has 37,000 US troops on its immediate border

constitute a threat to America?

Given the history war crimes, how do the people of North Korea perceive

the US threat to their Homeland. There is not a single family in North Korea

which has not lost a loved one in the course of the Korean War.   

The Korean War was the first major US led war carried out in the

immediate wake of World War II.  

While the US and its NATO allies have waged numerous wars and

military interventions in all major regions of the World in the course of what

is euphemistically called the "post War era", resulting in millions of civilians

deaths, America is upheld as the guardian of democracy and World Peace.

War Propaganda

The Lie becomes the Truth.

Realities are turned upside down.

History is rewritten. North Korea is heralded as a threat. 

America is not the aggressor nation but “the victim” of aggression.  

These concepts are part of war propaganda which is fed into the news

chain.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US led propaganda --funnelled into the

ROK news chain-- has relentlessly contributed to fomenting conflict and

divisivenes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presenting the DPRK as a threat

to ROK national security.

An atmosphere of fear and intimidation prevails which impels people in

South Korea to accept the "peace-making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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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s of public opinion, the presence of  37,000 US occupation forces is viewed

as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the ROK.

US military presence is heralded as a means to "protecting the ROK"

against North Korean aggression. Similarly, the propaganda campaign will seek

to create divisions within Korean society with a view to sustaining the

legitimacy of  US interventionism. The purpose of this process is create

divisiveness. Repeated ad nauseam, the alleged "North Korean threat"

undermines --within people's inner consciousness-- the notion that Korea is one

country, one nation, one history.  

The "Truman Doctrine"

Historically, in the wake of World War II, the Truman doctrine first

formulated by Foreign Policy adviser George F. Kennan in a 1948 State

Department brief established the Cold War framework of US expansionism:    

What this 1948 document conveys is continuity in US foreign policy, from

“Containment” during the Cold War era to “Pre-emptive” War. It states in

polite terms that the US should seek economic and strategic dominance

through military means:

Furthermore, we have about 50% of the world’s wealth but only 6.3%

of its population. This disparity is particularly great as between ourselves

and the peoples of Asia. In this situation, we cannot fail to be the object

of envy and resentment. Our real task in the coming period is to devise a

pattern of relationships which will permit us to maintain this position of

disparity without positive detriment to our national security.To do so, we

will have to dispense with all sentimentality and day-dreaming; and our

attention will have to be concentrated everywhere on our immediate

national objectives. We need not deceive ourselves that we can afford

today the luxury of altruism and world-benefaction. (…)

In the face of this situation we would be better off to dispens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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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number of the concepts which have underlined our thinking with

regard to the Far East. We should dispense with the aspiration to “be

liked” or to be regarded as the repository of a high-minded international

altruism. We should stop putting ourselves in the position of being our

brothers’ keeper and refrain from offering moral and ideological advice. We

should cease to talk about vague and—for the Far East—unreal objectives

such as human rights, the raising of the living standards, and

democratization. The day is not far off when we are going to have to

deal in straight power concepts. The less we are then hampered by

idealistic slogans, the better (George f. Kennan, 1948 State Department

Brief)

The planned disintegration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as an independent

and influential international body has been on the drawing board of US

foreign policy since the inception of the United Nations in 1946. Its planned

demise was an integral part of the Truman doctrine as defined in 1948. From

the very inception of the UN, Washington has sought on the one hand to

control it to its advantage, while also seeking to weakening and ultimately

destroy the UN system. In the words of George Kennan:

“Occasionally, it [the United Nations] has served a useful purpose. But

by and large it has created more problems than it has solved, and has

led to a considerable dispersal of our diplomatic effort. And in our

efforts to use the UN majority for major political purposes we are

playing with a dangerous weapon which may some day turn against us.

This is a situation which warrants most careful study and foresight on

our part. (George Kennan, 1948)

In our efforts to use the UN majority for major political purposes we

are playing with a dangerous weapon which may some day turn against

us. This is a situation which warrants most careful study and foresight

on our part. (George Kennan, 1948)

Although officially committ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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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largely played lip service to the United Nations. In recent years it has

sought to undermine it as an institution. Since Gulf War I, the UN has largely

acted as a rubber stamp. It has closed its eyes to US war crimes, it has

implemented so-called peacekeeping operations on behalf of the

Anglo-American invaders, in violation of the UN Charter.

The Truman Doctrine Applied to Korea and East Asia

The Truman doctrine was the culmination of a post World War II US

military strategy initiated with the nuclear bombing of Hiroshima and

Nagasaki in August 1945 and the surrender of Japan.  

In East Asia it consisted in the post-war occupation of Japan  as well the

US takeover of Japan's colonial Empire including South Korea (Korea was

annexed to Japan under the 1910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Following Imperial Japan's defeat in World War II, a US sphere of

influence throughout East and South East Asia was established in the

territories of Japan's "Great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The US sphere of influence included Philippines (a US possession occupied

by Japan during World War II), Thailand (a Japanese protectorate during

World War II), Indonesia (Occupied by Japan during World War II, becomes a

US proxy State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uharto military dictatorship

in 1965). This US sphere of influence in Asia also extended its grip into

France's former colonial possessions in Indochina, including Vietnam, Laos and

Cambodia, which were under Japanese military occupation during World War

II.  

America's hegemony in Asia was largely based on establishing a sphere of

influence in countries which were under the colonial jurisdiction of Japan,

France and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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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ity: From the Truman Doctrine to the Neo-Conservatives

The Neo-conservative agenda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 should be

viewed as the culmination of a (bipartisan) “Post War” foreign policy

framework, which provides the basis for the planning of the contemporary

wars and atrocities including the setting up of torture chambers, concentration

camps and the extensive use of prohibited weapons directed against civilians.

From Korea, Vietnam and Afghanistan, to the CIA sponsored military

coups in Latin America and Southeast Asia, the objective has been to ensure

US military hegemony and global economic domination, as initially formulated

under the “Truman Doctrine”. Despite significant policy differences, successive

Democratic and Republican administrations, over a span of more than sixty

years, from Harry Truman to Barack Obama have carried out this global

military agenda.

US War Crimes and Atrocities

What we are dealing with is a criminal US foreign policy agenda.

Criminalization does not pertain to one or more heads of State. It pertains to

the entire State system, it’s various civilian and military institutions as well as

the powerful corporate interests behind the formulation of US foreign policy,

the Washington think tanks, the creditor institutions which finance the military

machine.

Starting with the Korean War in 1950 and extending to the wars in the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this period is marked by extensive war crimes

resulting in the death of more than ten million people. This figure does not

include those who perished as a result of poverty, starvation and disease.

War crimes are the result of the criminalization of the US State and foreign

policy apparatus. We are not solely dealing specifically with individual war

criminals, but with a process involving decision makers acting at different

level, with a mandate to carry out war crimes, following established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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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ocedures.

What distinguishes the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in relation to the

historical record of US sponsored crimes and atrocities, is that the

concentration camps, targeted assassinations and torture chambers are now

openly considered as legitimate forms of intervention, which sustain “the

global war on terrorism” and support the spread of Western democracy.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Korean War: America's Project of Global

Warfare

The Korean War had set the stage for subsequent US military interventions.

It was an initial phase of a post-World War II "military roadmap" of US led

wars, special operations, coups d'etat, covert operations, US sponsored

insurgencies and regime change spanning over of more than half a century.

The project of global warfare has been carried out in all major regions of the

World, through the US military's geographic command structure, not to

mention the CIA's covert operations geared toward toppling sovereign

governments.

This project of Worldwide conquest was initially established under the

so-called "Truman Doctrine". The latter initiated what the Pentagon later (in

the wake of the Cold war under the NeoConservatives) entitled America`s

"Long War".

What we are dealing with is global warfare, a Worldwide process of

conquest, militarization and corporate expansionism. The latter is the driving

force. "Economic conquest" is implemented through the support of concurrent

intelligence and military operations. Financial and monetary destabilization is

another mechanism of economic warfare directed against sovereign countries.



- 34 -

In 2000, preceding the eleciton of George W. Bush to the White House,

The Project for a New American Century (PNAC), A Washington

Neoconservative think tank had stipulated  four core missions for the US

military:

• defend the American homeland;

• fight and decisively win multiple, simultaneous major theater wars;

• perform the “constabulary” duties associated with shaping the security

environment in critical regions;

• transform U.S. forces to exploit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George W. Bush's Deputy Defense Secretary Paul Wolfowitz, his Defense

Secretary Donald Rumsfeld and Vice President Dick Cheney had commissioned

the PNAC blueprint prior to the 2000 presidential elections.

The PNAC outlines a roadmap of conquest.  

It calls for "the direct imposition of U.S. "forward bases" throughout

Central Asia and the Middle East: "with a view to ensuring economic

domination of the world, while strangling any potential "rival" or any viable

alternative to America's vision of a 'free market' economy"

Distinct from theater wars, the so-called "constabulary functions" imply a

form of global military policing using various instruments of military

intervention including punitive bombings and the sending in of US Special

Forces, etc. Constabulary functions were contemplated in the first phase of US



- 35 -

war plans against Iran. They were identified as ad hoc military interventions

which could be applied as an "alternative" to so-called theater wars.  

This document had no pretence: its objectives were strictly military. No

discussion of America's role in peace-keeping or the spread of democracy. (The

main PNAC document is entitled

Rebuilding America`s Defenses, Strategy, Forces and Resources for a

New Century, The PNAC website is:  http://www.newamericancentury.org

US Military Occupation of South Korea, The Militarization of East Asia

Washington is intent upon creating political divisions in East Asia not only

between the ROK and the DPRK but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ith a

view to ultimately isolating the DPRK. In a bitter irony, US military facilities

in the ROK are being used to threaten China as part of a process of military

encirclement. In turn, Washington has sought to create political divisions

between countries as well fomenting wars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e.g.

the Iran-Iraq war in the 1980s, the confrontation between India and

Pakistan).   

The UN Command Mandate (UNC)

Sixty years later under a bogus UN mandate, the military occupation by

US forces of South Korea prevails.

It is worth noting that the UN never formally created a United Nations

Command. The designation was adopted by the US without a formal decision

by the UN Security Council. In 1994, the UN Secretary General Boutros Boutros

Ghali clarified in a letter to the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that " the Security

Council did not establish the unified command as a subsidiary organ under its

control, but merely recommended [in 1950] the creation of such a command,

specifying that it be under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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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orea - United States Combined Forces Command (CFC)

South Korea is still under military occupation by US forces. In the wake of

the Korean War and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e national

forces of the ROK were plac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o-called UN

Command. This arrangement implied that all units of the Korean military were

de facto under the control of US commanders. In 1978 a binational Republic of

Korea - United States Combined Forces Command (CFC), was created, headed

by a US General. In substance, this was a change in labels in relation to the

so-called UN Command. To this date, Korean forces remain under the

command of a US general.

The CFC was originally to be dismantled when the U.S. hands back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South Korean troops to Seoul in 2015, but there

were fears here that this could weaken South Korea's defenses. The change of

heart comes amid increasingly belligerent rhetoric from North Korea.

Park told her military brass at the briefing to launch "immediate and strong

counterattacks" against any North Korean provocation. She said she considers

the North's threats "very serious," and added, "If any provocations against our

people and country ake place, the military has to respond quickly and strongly

without any political consideration." (Chosun Ibo, April 13, 2013)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was established in 1957. It is described

as "as a subordinate-unified command of U.S. Pacific Command (USPACOM)",

which could be deployed to attack third countries in the region including

Russia and China. There are officially 28,500 US troops under the jurisdiction

of USFK. Recent figures of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confirm that 37,000

US troops under USFK are currently (April 2013) stationed in South Korea.

USFK integrated by US forces is distinct from the Combined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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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 (CFC) created in 1978. The CFC is commanded by a four-star U.S.

general, with a four-star ROK Army general as deputy commander (See United

States Forces Korea | Mission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The current USFK commander is General James D. Thurman. (See also

United States Forces Korea | USFK Leadership), who also also assumes the

position of CFC Commander and UNC Commander.  

Regular active troops of the ROK Armed Forces (Army, Navy and Air

Force) theoretically under national ROK command consist of more 600,000

active personnel and more than 2 million reservists.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CFC, however, these troops are de facto under the CFC command which

is headed by a US General.  

What this means is that in addition to the 37,000 US troops of the USFK,

the US command structure has de facto control over all operational units of

the Korean Armed Forces. In essence, what this means is that the ROK does

not control its armed forces. ROK armed forces essentially serve the interests

of a foreign power.

Annually the US-ROK conducts war games directed against North Korea.

These war games --which simulate a conventional and/or nuclear attack

against North Korea-- are often conducted in late July coinciding with

Armistice Day.  

In turn, US military bases along South Korea's Western coastline and on

Jeju island are used to threaten China as part of a process of military

encirclement. In view of the ROK-US agreement under the CFC, South Korean

troops under US command are deployed in the context of US military

operations in the region, which are actively coordinated with USFK and

USPACOM.  

South korea is multibillion bonanza for America's weapons industry. In the

course of the last 4 years the ROK ranked the fourth largest arms importe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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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with the U.S. accounting for 77 percent of its arms purchases. It

should be noted that these weapons are purhcased with Korean tax payers'

wons, they are de facto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US military, namely the

CFC Joint Command which is headed by a US General.

In recent developments, the ROK president has hinted towards the

possibility of pre-emptive strikes against North Korea.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 I will trust the military's

judgment on abrupt and surprise provocations by North Korea as it is the

one that directly faces off against the North," Park said, according to the

London Telegraph. "Please carry out your duty of guarding the safety of the

people without being distracted at all."

Park’s defense minister also promised an “active deterrence” against

Pyongyang and seemed to suggest Seoul would consider carrying out

preemptive strikes on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sites.(U.S.- S.

Korea Military Gameplan | Flashpoints | The Diplomat, April 4, 2013)

The Korea Nuclear Issue. Who Threatens Whom?

Historical Background: Hiroshima and Nagasaki: August 6 and 9, 1945

America's early nuclear weapons doctrine under the Manhattan Project was

not based on the Cold War notions of "Deterrence" an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

US nuclear doctrine pertaining to Korea was established following the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in August 1945, which were largely

directed against civilians.

The strategic objective was to trigger a "massive casualty producing event"

resulting in tens of thousands of deaths. The objective was to terrorize an

entire nation, as a mean of military conquest. Military targets were no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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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objective: the notion of "collateral damage" was used as a justification for

the mass killing of civilians, under the official pretence that Hiroshima was "a

military base" and that civilians were not the target.

In the words of president Harry Truman:

“We have discovered the most terrible bomb in the history of the world. ...

This weapon is to be used against Japan … [We] will use it so that military

objectives and soldiers and sailors are the target and not women and children.

Even if the Japs are savages, ruthless, merciless and fanatic, we as the leader of

the world for the common welfare cannot drop that terrible bomb on the old

capital or the new. …  The target will be a purely military one… It seems to be

the most terrible thing ever discovered, but it can be made the most useful.”

(President Harry S. Truman, Diary, July 25, 1945)

“The World will note that the first atomic bomb was dropped on Hiroshima a

military base. That was because we wished in this first attack to avoid, insofar as

possible, the killing of civilians..” (President Harry S. Truman in a radio

speech to the Nation, August 9, 1945).  

[Note: the first atomic bomb was dropped on Hiroshima on August 6,

1945; the Second on Nagasaki, on August 9, on the same day as Truman's

radio speech to the Nation]

Nobody within the upper echelons of the US government and military

believed that Hiroshima was a military base, Truman was lying to himself and

to the American public. To this day the use of nuclear weapons against Japan

are justified as a necessary cost for bringing the war to an end and ultimately

"saving lives".  

The Hiroshima Doctrine applied to Korea: US nuclear weapons stockpiled

and deployed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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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Korean War, the US had envisaged the use of nuclear weapons

against North Korea shortly after the Soviet Union had tested its first atom

bomb in August  29, 1949, about ten months prior to the onset of the Korean

War in June 1950. Inevitably, the possession of the atom bomb by the Soviet

Union acted as a deterrent against the use of nuclear weapons by the US in

the course of the Korean War.      

In the immediate wake of the Korean War, there was a turnaround in US

nuclear weapons policy regarding North Korea. The use of nukes weapons had

been envisaged on a pre-emptive basis against the DPRK, on the presumption

that the Cold War nuclear powers, including China and the Soviet Union

would not intervene.   

Barely a few years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 the US initiated its

deployment of nuclear warheads in South Korea. This deployment in Uijongbu

and Anyang-Ni had been envisaged as early as 1956.

It is worth noting that the US decision to bring nuclear warheads to South

Korea was in blatant violation of  Paragraph 13(d) of the Armistice Agreement

which prohibited the warring factions from introducing new weapons into

Korea.

The actual deployment of nuclear warheads started in January 1958, four

and a half years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 "with the introduction of

five nuclear weapon systems: the Honest John surface-to-surface missile, the

Matador cruise missile, the Atomic-Demolition Munition (ADM) nuclear

landmine, and the 280-mm gun and 8-inch (203mm) howitzer." (see The

nuclear information project: US Nuclear Weapons in Korea)

The Davy Crockett projectile was deployed in South Korea between

July 1962 and June 1968. The warhead had selective yields up to 0.25

kilotons. The projectile weighed only 34.5 kg (76 lbs). Nuclear bombs for

fighter bombers arrived in March 1958, followed by three

surface-to-surface missile systems (Lacrosse, Davy Crockett, and Serge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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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July 1960 and September 1963. The dual-mission Nike Hercules

anti-air and surface-to-surface missile arrived in January 1961, and finally

the 155-mm Howitzer arrived in October 1964. At the peak of this

build-up, nearly 950 warheads were deployed in South Korea.

Four of the weapon types only remained deployed for a few years,

while the others stayed for decades. The 8-inch Howitzer stayed until late

1991, the only of the weapon to be deployed throughout the entire

33-year period of U.S. nuclear weapons deployment to South Korea. The

other weapons that stayed till the end were the air delivered bombs

(several different bomb types were deployed over the years, ending with

the B61) and the 155-mm Howitzer nuclear artillery.

Officially the US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lasted

for 33 years. The deployment was targeted against North Korea as well China

and the Soviet Union.

Sou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oncurrent and in coordination with the US deployment of nuclear

warheads in South Korea, the ROK had initiated its own nuclear weapons

program in the early 1970s. The official story is that the US exerted pressure

on Seoul to abandon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and "sign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in April 1975 before it had

produced any fissile material." (Daniel A. Pinkston, "South Korea's Nuclear

Experiments," CNS Research Story, 9 November 2004, http://cns.miis.edu.]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the ROK's nuclear initiative was from the

outset in the early 1970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US and was developed

as a component part of the US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with a view

to threatening North Korea.

Moreover, while this program was officially ended in 1978, the US

promoted scientific expertise as well as training of the ROK military in th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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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nuclear weapons. And bear in mind: under the ROK-US CFC agreement, all

operational units of the ROK are under joint command headed by a US

General. This means that all the military facilities and bases established by the

Korean military are de facto joint facilities. There are a total of 27 US military

facilities in the ROK (See List of United States Army installations in South

Korea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The Official Removal of Nuclear Weapons from South Korea

According to military sources, the removal of nuclear weapons from South

Korea was initiated in the mid 1970s:  

 

The nuclear weapons storage site at Osan Air base was deactivated in

late 1977. This reduction continued over the following years and resulted in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dropping from some 540

in 1976 to approximately 150 artillery shells and bombs in 1985. By the

time of the Presidential Nuclear Initiative in 1991, roughly 100 warheads

remained, all of which had been withdrawn by December 1991. (The

nuclear information project: withdrawal of US nuclear weapons from South

Korea)

According to official statements, the US withdrew its nuclear weapons from

South Korea in December 1991.

The Planning of Nuclear Attacks against North Korea from the

Continental US and from Strategic US Submarines

This withdrawal from Korea did not in any way modify the threat of

nuclear war directed against the DPRK. On the contrary: it was tied to

changes in US military strategy with regard to the deployment of nuclear

warheads. Major North Korean cities were to be targeted with nuclear

warheads from US continental locations and from US strategic submarines

(SSBN)  rather than military faciliti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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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withdrawal of [US] nuclear weapons from South Korea in

December 1991, the 4th Fighter Wing at Seymour Johnson Air Force Base

has been tasked with nuclear strike planning against North Korea. Since

then, strike planning against North Korea with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has been the responsibility of fighter wings based in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One of these is the 4th Fighter Wing at

Seymour Johnson Air Force Base in North Carolina. ...

"We simulated fighting a war in Korea, using a Korean scenario. ...

The scenario...simulated a decision by the National Command Authority

about considering using nuclear weapons....We identified aircraft, crews, and

[weapon] loaders to load up tactical nuclear weapons onto our

aircraft....(Ibid)

With a capability to strike targets in less than 15 minutes, the Trident

D5 sea-launched ballistic missile is a "mission critical system" for U.S.

Forces Korea.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and Long-Range Bombers

In addition to non-strategic air delivered bombs, sea-launched ballistic

missiles onboard strategic Ohio-class submarines (SSBNs) patrolling in the

Pacific appear also to have a mission against North Korea. A DOD

General Inspector report from 1998 listed the Trident system as a "mission

critical system" identified by U.S. Pacific Command and U.S. Forces Korea

as "being of particular importance to them."

Although the primary mission of the Trident system is directed

against targets in Russia and China, a D5 missile launched in a

low-trajectory flight provides a unique very short notice (12-13 minutes)

strike capability against time-critical targets in North Korea. No other

U.S. nuclear weapon system can get a warhead on target that fast.

Two-three SSBNs are on "hard alert" in the Pacific at any given time,

holding Russian, Chinese and North Korean targets at risk from designated

patrol areas.

Long-range strategic bombers may also be assigned a nuclear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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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against North Korea although little specific is known. An Air Force

map (see below) suggests a B-2 strike role against North Korea. As the

designated carrier of the B61-11 earth penetrating nuclear bomb, the B-2 is

a strong candidate for potential nuclear strike missions against North

Korean deeply buried underground facilities.

As the designated carrier of the B61-11 earth penetrating nuclear bomb

[with an explosive capacity between one third and six times a Hiroshima

bomb] and a possible future Robust Nuclear Earth Penetrator, the B-2

stealth bomber could have an important role against targets in North

Korea. Recent upgrades enable planning of a new B-2 nuclear strike

mission in less than 8 hours.

Whereas officially the US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lasted for 33 years, there is evidence that a large number of nuclear warheads

are still stockpiled in South Korea.

"Althoug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t the time confirmed the

withdrawal, U.S. affirmations were not as clear. As a result, rumors

persisted for a long time -- particularly in North and South Korea -- that

nuclear weapons remained in South Korea. Yet the withdrawal was

confirmed by Pacific Command in 1998 in a declassified portion of the

CINCPAC Command History for 1991.(The nuclear information project:

withdrawal of US nuclear weapons from South Korea, emphasis added))

Recent reports have hinted to a remaining stockpile of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to be used on a pre-emptive basis against North Korea.  It is

well understood that such an action would engulf the entire Korean peninsula

in an area of intense nuclear radiation.  

The Bush Administration's 2001 Nuclear Posture Review: Pre-emptive

Nuclear War.

The Bush administration in its 2001 Nuclear Posture Review establish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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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ours of a new post 9/11 "pre-emptive" nuclear war doctrine, namely that

nuclear weapons could be used as an instrument of "self-defense" against

non-nuclear states

"Requirements for U.S. nuclear strike capabilities" directed against North

Korea were established as part of  a Global Strike mission under the helm of  

US Strategic Command Headquarters in Omaha Nebraska, the so-called

CONPLAN 8022, which was directed against a number of "rogue states"

including North Korea as well as China and Russia:.

On November 18, 2005, the new Space and Global Strike command

became operational at STRATCOM after passing testing in a nuclear war

exercise involving North Korea.

Current U.S. Nuclear strike planning against North Korea appears to

serve three roles: The first is a vaguely defined traditional deterrence role

intended to influence North Korean behavior prior to hostilities.

This role was broadened somewhat by the 2001 Nuclear Posture Review

to not only deter but also dissuade North Korea from pursu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y, after five decades of confronting Nor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the Bush administration believes that additional nuclear

capabilities will somehow dissuade North Korea from pursu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uclear weapons program] is a mystery. (Ibid, emphasis

added)

The Threat of Nuclear War. North Korea vs. the United States.

While the Western media in chorus focu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hat prevails when reviewing Korean history is the asymmetry of

nuclear capabilities.

The fact that the US has been threatening North Korea with nuclear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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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over half a century is barely acknowledged by the Western media.

Where is the threat?

The asymmetry of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between the US and the

DPRK must be emphasised,

According to ArmsControl.org (April 2013) the United States

"possesses 5,113 nuclear warheads, including tactical, strategic, and

non-deployed weapons."

According to the latest official New START declaration, out of more than

5113 nuclear weapons,

"the US deploys 1,654 strategic nuclear warheads on 792 deployed

ICBMs, SLBMs, and strategic bombers...  

Moreover, according to Th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the U.S.

possesses 500 tactical nuclear warheads.

(ArmsControl.org 1. On April 3, 2013 the U.S. State Department issued the

latest fact sheet on its data exchange with Russia under New START, sharing

the numbers of deployed nuclear warheads and New START-accountable

delivery systems held by each country, 2. On May 3, 2010,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released for the first time the total number of nuclear

warheads (5,113) in the U.S. stockpile. The Defense Department includes in this

stockpile active warheads which are operational and deployed or ready to be

deployed, and inactive warheads which are maintained "in a non-operational

status, and have their tritium bottle removed." Sources: Arms Control

Association,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 U.S. Department of Defense, and U.S. Department of State).

In contrast  the DPRK, according to the same source (Apri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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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separated enough plutonium for roughly 4-8 nuclear warheads.

North Korea unveiled a centrifuge facility in 2010, buts ability to produce

highly-enriched uranium for weapons remains unclear."

Morever, according to expert opinion:

"there is no evidence that North Korea has the means to lob a

nuclear-armed missile at the United States or anyone else. So far, it has

produced several atomic bombs and tested them, but it lacks the fuel

and the technology to miniaturize a nuke and place it on a missile"

(See  North Korea: What’s really happening - Salon.com April 5, 2013)  

According to Siegfried Hecker, one of America’s preeminent nuclear

scientists:

“Despite its recent threats, North Korea does not yet have much of a

nuclear arsenal because it lacks fissile materials and has limited nuclear

testing experience,” (See  North Korea: What’s really happening - Salon.com

April 5, 2013)  

The threat of nuclear war does not emanate from the the DPRK but from

the US and its allie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unspoken victim of US

military aggression, has been incessantly portrayed as a war mongering nation,

a menace to the American Homeland and a  “threat to World peace”. These

stylized accusations have become part of a media consensus.

Meanwhile, Washington is now implementing a $32 billion refurbishing of

strategic nuclear weapons as well as a revamping of its tactical nuclear

weapons, which according to a 2002 Senate decision "are harmless to the

surrounding civilian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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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continuous threats and actions of latent aggression directed against

the DPRK should also be understood as part of the broader US military

agenda in East Asia, directed against China and Russia.

It is important that people across the land, in the US, Western countries,

come to realize that the United States rather than North Korea or Iran is a

threat to global security.

Korea's Economic Development

The US military occupation of South Korea has largely supported and

protected US economic and financial interests in Korea. From the very outset

in 1945, there was no democratization of the South Korean economy. The

exploitative Japanese factory system was adopted by the Korean business

conglomerates, which were in part the outgrowth of the Japanese imperial

system.

At the outset this system was based on extremely low wages, Korea's

manufacturing base was used to produce cheap labor exports for Western

markets, In many respects, the earlier Korean manufacturing base was a form

of "industrial colonialism" in derogation of the rights of Korean workers.

The rise of the South Korean business conglomerates (Chaebols) was the

source of impressive economic growth performance starting in the 1970s. The

Chaebols are conglomerates of many companies "clustered around one holding

company". The parent company is often controlled by single family or business

clan. The latter in turn had close ties to officials in the ROK's military

governments.   

South Korea's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revolution constituted a challenge

to Western capitalism. Despite US military presence, the ROK was no longer a

"developing country" with a "dependent" economy.  Inserted into a competitive

World market, South Korean capitalism was competing with both Japanese and

Western multinat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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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997 Asian Crisis

The ROK had developed into a World capitalist power. It had acquired its

own technological base, a highly developed banking system; it was categorised

by the World Bank as a so-called "Asian tiger".  

Yet at the same time, the entire political fabric --which included the

conduct of macroeconomic policy-- was controlled by Washington and Wall

Street, not to mention the military presence of US occupation forces.  

The Asian crisis of 1997 was an important watershed. In late 1997, the

imposition of an IMF bailout contributed to plunging South Korea, virtually

overnight, into a deep recession. The social impact was devastating.

Through financial manipulation of  stock markets and foreign exchange

markets by major financial actors, the Asian crisis contributed to weakening

and undermining the Korean business establishment. The objective was to

"tame the tiger", dismantle the Korean business conglomerates, and restore US

control and ownership over the Korean economy, its industrial base, its

banking system.

The collapse of the won in late 1997 was triggered by "naked short selling"

on the foreign exchange markets. It was tantamount to an act of economic

warfare.

Several Korean business conglomerates were fractured, broken up or

precipitated into bankruptcy on the orders of the IMF, which was acting on

behalf of Wall Street.

Of the 30 largest chaebols, 11 collapsed between July 1997 and June 1999.

Following the IMF's  December 1997 financial bailout, a large part of the

Korean national economy, its high tech sectors, its industrial base, was "sto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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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US and Western capital under various fraudulent clauses negotiated by the

ROK's creditors.  

Western corporations had gone on a shopping spree, buying up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dustrial assets at rock-bottom prices. The devaluation of the

won, combined with the slide of the Seoul stock market, had dramatically

depressed the dollar value of Korean assets.

Acting directly on behalf of Wall Street, the IMF had demanded the

dismantling of the Daewoo Group including the sell-off of the 12 so-called

troubled Daewoo affiliate companies. Daewoo Motors was up for grabs. This

was not a spontaneous bankruptcy, it was the result of financial manipulation,

with a view to transferring valuable productive assets into the hand of foreign

investors. Daewoo obliged under the IMF agreement to sell off Daewoo Motor

to General Motors (GM) in 2001. Similarly, the ROK's largest corporation

Hyundai was forced to restructure its holding company following the

December 1997 bailout.

In April 1999 Hyundai announced a two-thirds reduction of the number of

business units and "a plan to break up the group into five independent

business groups". This initiative was part of the debt reduction plan imposed

by Western creditors and carried out by the IMF. It was implemented under

what was called "the spin-off program" whereby the large Korean business

conglomerates were to slated to be downsized and broken up into smaller

business undertakings.

In the process, many of the high tech units belonging to the large Korean

holding companies were bought out by Western capital.

South Korea's banking landscape was also taken over by "US investors".

Korea First Bank (KFB), with a network of branches all over the country, was

purchased at a negative price by the California based Newbridge Group in a

fraudulent transaction. (See Michel Chossudovsky, The Globalization of Poverty

and the New World Order, Global Research, Montre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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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ilar shady deal enabled the Carlyle Group --whose board of directors

included former U.S. President George Herbert Walker Bush (Senior), his

Secretary of State James A. Baker III, and former Defense Secretary Frank C.

Carlucci -- to take control of KorAm Bank in September 2000. KorAm was

taken over in a Consortium led by The Carlyle Group in collaboration with

JPMorgan Chase. KorAm Bank had been established in the early 1980s as a

joint venture between Bank America and a group of Korean conglomerates. .

Three years later, CitiBank purchased  a 36.7 percent stake in KorAm from

the Carlyle Group and then bought up all the remaining shares, in what was

described as "Citibank's biggest acquisition outside the Western Hemisphere".

(See Citibank expands in South Korea - The New York Times, November 2,

2004).

Following the 1997 Asian Crisis which triggered a multibillion dollar debt

crisis, a new system of government had been established in South Korea,

geared towards the fracture of Korea's business conglomerates and the

weakening of Korean national capitalism. In other words, the signing of the

IMF bailout Agreement in December 1997 marks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in

the structure of the Korean State, whose regulatory financial agencies were

used to serve the interests of  Korea's external creditors.   

Concluding Remarks: Towards Peace.

The US is still at war with Korea.

This US sponsored state of war is directed against both North and South

Korea. It is characterised by persistent military threats (including the use of

nuclear weapons) against the DPRK. It also threatens the ROK which has been

under US military occupation since September 1945.

Currently there are 37,000 US troops in South Korea. Given the geograph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se of nuclear weapons against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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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inevitably also engulf South Korea. This fact is known and understood

by US military planners.    

What has to be emphasized prior to forthcoming negotiations pertaining a

"Peace Treaty" is that the US and the ROK are not "Allies".

The "real alliance" is that which unifies and reunites North and South

Korea against foreign intrusion and aggression.  

What this signifies that the US is in a state of war against the entire

Korean Nation.

The formulation of the Peace Treaty, therefore, requires the holding of

bilateral talks between the ROK and the DPRK with a view to formulating a

"joint position" regarding the terms to be included in a "Peace Treaty".  

The terms of this Peace Treaty should under no circumstances be in any

way dictated by the US Aggressor, which is committed to maintaining a

military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regard, US foreign policy and military planners have already

established their own scenario of "reunification" predicated on maintaining US

occupation troops in Korea. Similarly, what is envisaged by Washington is a

framework which will enable "foreign investors" to penetrate and pillage the

North Korean economy.

Washington's objective is to impose the terms of Korea's reunification. The

NeoCons Project for a New American Century (PNAC) has intimated that in

"post unification scenario", the number of US troops (currently at 37,000)

should be increased and that US military presence could be extended to North

Korea.  In a reunified Korea,  the military mandate of the US garrison would

be to implement so-called "stability operations in North Korea":

While Korea unification might call for the reduction in American

presence on the peninsula and a transformation of U.S force postur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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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he changes would really reflect a change in their mission – and

changing technological realities – not the termination of their mission.

Moreover, in any realistic post-unification scenario, U.S. forces are likely

to have some role in stability operations in North Korea. It is premature

to speculate on the precise size and composition of a post-unification U.S.

presence in Korea, but it is not too early to recognize that the presence

of American forces in Korea serves a larger and longer-range strategic

purpose. For the present, any reduction in capabilities of the current U.S.

garrison on the peninsula would be unwise. If anything, there is a need

to bolster them,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ir ability to defend against

missile attacks and to limit the effects of North Korea’s massive artillery

capability. In time, or with unification, the structure of these units will

change and their manpower levels fluctuate, but U.S. presence in this

corner of Asia should continue. (PNAC, Rebuilding America`s Defenses,

Strategy, Forces and Resources for a New Century, p. 18, emphasis added)

Washington's intentions are crystal clear.  

It is important, therefore, that these talks be conducted by the ROK and

DPRK without the participation or interference of outside parties. These

discussions must address the withdrawal of all US occupation forces as well as

the removal of economic sanctions directed against North Korea.  

The removal of US military presence and the withdrawal of the 37,000

occupation forces should be a sine qua non requirement of a Peace Treaty.

Pursuant to a Peace Treaty, the ROK-US CFC agreement which places ROK

forces under US command should be rescinded. All ROK troops would

thereafter be brought under national ROK command.

This a fundamental shift: the present CFC agreement in essence allows the

US Command to order South Korean troops to fight in a US sponsored war

against North Korea, superseding and overriding the ROK President and

Commander in Chief of the ROK Armed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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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ateral consultations should also be undertaken with a view to further

developing economic, technological, cultural and educa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the DPRK.  

Economic sovereignty is a central issue. The shady transactions launched in

the wake of the IMF bailout in 1997 must be addressed. These transactions

were conducive to the illegal and fraudulent acquisition and ownership of a

large part of South Korea's high tech industry and banking by Western

corporate capital.  Similarly the impacts of the insertion of the ROK into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must also be examined.

The Peace agreement would also be accompanied by the opening of the

border between North and South.  

Pursuant to the June 15th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in August 2000, a

joint ROK DPRK working commission should be established to set an agenda

and a timeline for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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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South Korean Alliance 

and the Prospect of a Peace Treaty

Gregory Elich

I welcome this symposium’s call for replacing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treaty. Such a development would substantially reduce tensions in

Northeast Asia and create an environment conducive to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By any human evaluation, the time for a peace treaty is long

overdue.

The United States not only has the central role to play in the peace treaty

process, it also presents the greatest challenge to its achievement. Although a

peace treaty would serve the interests of the peoples of Northeast Asia, it has

little or no intrinsic value for U.S. leaders. From their standpoint, a peace

treaty has value only as a carrot to be dangled before North Korea in order to

encourage denuclearization. Indeed, from the standpoint of U.S. geopolitical

interests, there are certain advantages in maintaining a state of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 long as events can be controlled.

No progress can be made toward a peace treaty unless negotiations take

place, and U.S. and South Korean leaders present a consistent message, saying

that talks cannot take place unless North Korea first begins to denuclearize. In

essence, this is a way of ruling out dialogue altogether. It is difficult to see

what North Korea would have to gain from talks in which it must first meet

American end objectives before discussion could even proceed on what, if

anything, the United States might be willing to offer in retur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demand the unilateral implementation

by North Korea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Joint Agreement of September

2005 as the precondition for talks. Meanwhile, the U.S. has not executed its



- 58 -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the most important of which is the promise

to take steps to normalize relations.

Indeed, the United States undermined the agreement within days of its

signing. The U.S. Treasury Department instructed American banks to sever

relations with Banco Delta Asia, an institution in which North Korea held

accounts that it used in foreign commerce. The Treasury Department sent

letters to banks across the world, warning them not to conduct business with

the bank, an action which resulted in a run on reserves and a freeze on North

Korean accounts.

Those accounts were eventually unfrozen as North Korea’s condition for

joining the next stage of Six-Party talks. Since that time, however, relations

have only gotten worse. No meaningful dialogue has taken place since Obama

took office, and the U.S. continues to pile more sanctions upon North Korea.

The U.S. has sanctioned and pressured other nations to sanction North Korea’s

Foreign Trade Bank, that nation’s primary conduit for financing foreign trade.

This was followed by sanctions on the Daedong Credit Bank, and the U.S. has

promised to squeeze North Korea through further sanctions.

We are at an impasse.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not talk with North

Korea until it starts to denuclearize without getting anything in return. From

the North Korean perspective, it cannot dismantle its nuclear program as long

as the U.S. maintains a hostile policy. Clearly, a step-by-step approach is called

for, but that option is off the table.

With talks on denuclearization seemingly blocked, the prospect of a peace

treaty is even less encouraging.

In the present circumstances it appears that there are only two possible

paths to the United States signing a peace treaty or agree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 peace treaty could

be included as one of the steps in a negotiated denuclearization process

arrived at in Six-Party talks, assuming that a way can be found to e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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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ama Administrations’ refusal to negotiate.

The other path is if sanctions succeed in bringing about the collapse of

North Korea, and peace is established on U.S. term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inclusion of the promise of a peace treaty

in a denuclearization agreement is no guarantee of its actual implementation.

One of the motifs in the Six-Party talks was that the U.S. front-loaded

obligations on North Korea while committing only to discuss issues after those

steps had been implemented. When the United States agreed to later

discussion of issues of concern to North Korea, this did not necessarily mean

that it would ultimately agree to their implementation.

One former South Korean negotiator recalled how his American

counterparts asked his delegation to present a tough front, in order to make

U.S. offers to North Korea appear more attractive in contrast. In subsequent

discussions with American officials, the South Korean negotiator discovered

that the commitment to carry out those offers was lacking. “How could I

guarantee that my side would be a bad and tough cop, when the other side

cannot be counted on to be a reliably good cop?” he wondered.(1)

Similarly, just two weeks after the United States signed the September 2005

Joint Agreement, which obligated it to take steps to normalize relations with

North Korea, U.S. negotiator Christopher Hill spoke before Congress.

Normalization of relations, he explained, would be “subject to resolution of

our longstanding concerns. By this I meant that as a necessary part of the

process leading to normalization, we must discuss important issues, including

human rights,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ballistic missile programs,

proliferation of conventional weapons, terrorism and other illicit activities.”

North Korea “would have to commit to international standards across the

board, and then prove its intentions.”(2) In other words, even if North Korea

were to fully denuclearize, relations would still not move toward

normalization. North Korea would only be faced with a host of ad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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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s.

It can be expected that a peace treaty would face the same barriers. The

United States could promise to discuss the subject after denuclearization and

then when the time comes, use other issues to justify the refusal to sign a

treaty. Even if a treaty is implemented one day, a peace treaty is not the

same thing as normalization of relations. Aside from regime change, there is

no conceivable scenario in which the United States would agree to

normalization of relations. If the North Korean economy does not offer a

welcoming environment for U.S. investors, then U.S. policy will not change.

Cuba is a relevant example of a nation at peace with the U.S., yet subject

tounrelenting U.S. hostility.

If, despite all obstacles, a peace treaty is signed one day, it is unlikely to

alter the U.S.-South Korean military alliance. American policymakers are

already implementing plans to change the alliance in ways that are unrelated

to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process will continue

regardless of any agreement that may be reached with North Korea.

There is something of a precedent. More than two decades after German

reunification and the end of the Cold War, U.S. military forces remain

stationed in Germany and NATO has transformed itself from an ostensibly

defensive organization into one that conducts offensive out-of-area operations.

American officials have made it plain that the U.S.-South Korean military

alliance should serve a broader purpos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hey

point to South Korea’s supporting role in Iraq and Afghanistan as models for

the future of the alliance, and suggest that deeper involvement in U.S.

operations is expected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Center for U.S.-Korea

Policy, “The crafters of the alliance must constantly push themselves to forge

areas of common cooperation that increasingly define the alliance outside of a

peninsular context.”(3)

If South Korea is going to participate more fully in U.S. interventions,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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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expanded alliance is to ensure the

interoperability of weaponry, and along these lines South Korea is in the

process of modernizing its arsenal. As the Brookings Institution points out, an

upgrade in military technology “will facilitate future cooperation” and the

“lack of these capabilities” results in “the inability for South Korea to fully

participate as an equal partner on U.S.-led international efforts.”(4)

South Korea will have to work with NATO if it is going to increase its

participation in U.S. interventions. It has joined NATO’s Individual Partnership

Cooperation Program, which promotes “practical cooperation in a number of

joint priority areas,” including what is euphemistically called “multinational

peace support operations.”(5)

The agreement that South Korea signed with NATO has not been made

public, but it is reasonable to suppose that its contents are similar to the

Australia-NATO agreement. That agreement specifies that the partnership “aims

to support NATO’s strategic objectives…by enhancing support for NATO’s

operations and missions.”(6)

Various policy institutes in Washington are working together with U.S.

officials to outline the future of the alliance. A survey of government officials

and policy analysts ranked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s

the most important American think tank in the area of security and

international affairs.(7) Like most such institutes, its board is comprised

primarily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s who have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policy.

As the Center puts it, “the time is ripe to establish a considerably more

comprehensive alliance,” and “an exclusive focus on peninsular security is a

luxury South Korea can no longer afford.” Among other things, it says, a

restructured alliance would “serve as a visible constraint” against the

Chinese.(8)

The key component in a restructured alliance is “strategic flexibilit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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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U.S. forces stationed in South Korea can freely intervene anywhere in

Asia. Plans are in place for the U.S. 8th Army to be designated as a field

army by 2017. That would allow it to command other U.S. and multinational

forces, and its role would no longer be confined solely to the defense of South

Korea. Its mission will become global.(9)

Whether or not a peace treaty is signed, the U.S. military has no intention

of leaving the Korean Peninsula. The U.S. military presence in the region is a

guarantee for American economic interests, helping to ensure the free flow of

capital. A forward-based military presence combined with the soft power of

free trade agreements ensures economic liberalization and, as the Foreign

Policy Initiative explains, “increase[s] the access of American businesses and

investors to foreign markets.”(10)

South Korea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as the Center for U.S. Korea

Policy suggests: “Korea’s overseas engagements can promote U.S. geopolitical

interests in key countries and regions.”(11)

President Obama has vowe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play a larger and

long-term role in shaping” Asia and its future, adding, “Our enduring interests

in the region demand our enduring presence in the region.”(12)

U.S. officials have no motivation to sign a peace treaty; it is not in their

interests. A certain level of tension provides political cover for the broader

purposes behind the U.S. military presence, and North Korea is the pretext for

encircling China with an anti-ballistic missile system.

However, South Korea’s geostrategic importance to the U.S. means that if

the expression of popular will is strong enough, it may be difficult to ignore.

In the years ahead, if a more progressive government comes to power i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may not be able to exclude a peace treaty from

a denuclearization settlement, nor indeed to say no to engagement in the first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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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policymakers are keenly aware of South Korea’s history of

popular democracy. Th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omplains that

one of the main challenges to reconfiguring the U.S.-South Korea relationship

into a global interventionist alliance is what it terms “populist fervor in

Korea.” The threat of street demonstrations must be overcome, it argues, in

order to push through plans for a more global role for the alliance.(13)

It is that Korean democratic spirit that has the potential of compelling the

U.S. to pay heed, to put a peace treaty on the agenda, and to give that treaty

substance so that it does not become an empty gesture. Although the U.S. is

unlikely to normaliz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 peace treaty would

significantly improve the prospects of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It may prove impossible to dislodge the U.S. military from the

Korean Peninsula or to block it from using Korea as a launch pad for

interventions elsewhere in Asia, but popular resistance can certainly block

South Korea from joining those interventions. These would be meaningful

vic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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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War: from Armistice Agreement to Peace Agreement 

Hottori Ryoich

Former House of representative

Ⅰ. The post-war Revival process of Japan and Korean War

- The influence on the Separation -

1. Korean War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existence of Japan.

○ Edwin Oldfather Reischauer, the former U.S. Ambassadors to Japan said
that without the newly-built U.S Army Base in Japan, Korean War could not
be continued.

○ "If there was no support on maintenance of vehicles and reproduction
result, the War would not be conducted more than three months." (Ridge Way,
the commander of the U.S. 8th Army)

2. The post-war Revival of Japan and Korean War Special

○ Installation of the Logistic Support Command in Yokohama (橫浜).

1 billion dollars of 3 year direct financing, and 3.6 billion dollars of indirect
financing until 1955.

○ revival of monopolistic enterprise, military industry and economic growth
made by Chosun people’s blood.

○ Became the cornerstone of later economic growth.

3. Korean War (June 1950∼July 1953), re-militarization of Japan, and the Japan-
U.S. military alliance.

- U.S. made big turnover of their policy against Japan as anti-communist, and
fundamental contradiction with Peace Constitution.

○ Declaration of Constitution (November 3rd, 1946), enforce (May 3rd, 1947)

○ remilitarization = Launching the Self-Defense Force

Right after Korean War broke out, "the National Police Reserve" was launched.
(August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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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d "the National Police Reserve" to "the National Safety Forces" (October
1952)

1 year after armistice of Korean War, "Japan Self-Defense Forces"were launched
(July 1954)

○ the Japan- U.S. military alliance=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eptember 1951), enforce (April 1952)

4. The problem related to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Launched June 1965, enforced December 65)

○ fixation of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 restor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osun and Japan has not yet to be realized.

○ controversy whether Japan–Korea Treaty of 1910 is invalid or legal.

○ Various interpretations on giving up Korea's property claims against Japan.

Ⅱ. East Asia where「Cold War」 still exists

1. U.S. Depended Diplomacy that is under the Japan-U.S. nuclear security

The roll of Japan as a <Sortie>, <Supply> base related to the situation of
South-North Korea Military confrontation

○ U.S. Nuclear Umbrella

○ Yokosuka Naval Base, Carrier Strike Group (The George Washington Class)

○ Kadena, Yokota Air Base

○ Okinawa, Sasebo, Iwakuni Japan Marine Corps Base

2. Numbers of U.S Millitary bases are concentrated in Okinawa(沖繩).

○ Newly constructing bases – Nagu(名護市), Henoko(邊野古)

○ Placing Osprey (MV-22) to Futenma Base and blocking the entrance of the
Base (Sepember 2012)

○ Okinawa as a whole VS Contradiction of Japan-U.S. Government

All the political parties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of Japan has different
opinion from the center). The current Okinawa governor. 41 Japan's provincial
administrators. Current Parliament.

3. Strengthening Japan-U.S. (U.S.- Japan) Military read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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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int military service

○ Public Strategy - - Dynamic defense force. Reinforcing "Japan Self-Defense
Forces" Okinawa's Sakishima Islands

○ S. Korea –the role of new Naval Base in Jeju Island

○ United States – due to defense budget cut, causing heavier ally countries’
burden.

Ⅲ. The idea of denuclearization East Asia and multi-faced "security of
human"

1. The idea of denuclearization East Asia and future inclusive idea

○ Cooperation with denuclearized-land that is spreading toward the whole
world

① he South Pole ② atin America/ the Caribbean Sea ③ the South Pacific

④ outheast Asia ⑤ Afreeca ⑥ entral Asia

⑦ ongolia – most of south part is denuclearized

○ Proposal from Japan

DOI Doctrine (2001) – East Asia 「 Comprehensive Security Agency 」 「
Nuclear Weapon Free Zone Treaty 」(Peace Depot) (NGO/ Hiromichi
Umebayashi) proposed 1995∼

Nuclear disbarment․ a nuclear nonproliferation Parliamentary Union
(nonpartisan),Korea- Japan Parliament joint statement, Nagasaki 「Nagasaki
Peace Declaration」(2007∼) or municipal heads Declaration (more than 400
members)

○ Former Ideas

<3+3 Idea> based on Japanese Government’s 「Three non-nuclear principle (Do
not own Nuclear weapon, Do not produce Nuclear weapon, Do not import
Nuclear weapon) 」and 「 1992 joint declaration o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

<3+3 Idea>

Nuclear Weapon Free Zone Treaty between those three countries (South /
North Korea and Japan)

Participating in the Protocol of those three countries (China, Russia, Unites
States) nearby or 6 countries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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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should we interpret the start, discontinuance/ failure of consultation
among 6 countries(August 2003~)

Phase changes due to the nuclear testing (or own nuclear weapon) by North
Korea

Resolving parallel sticking state between「Precede dismantle North Korea's
nuclear 」and 「Precede Peace Treaty」

○ As a preceding inclusive suggestion;

= "To end the Korean War", th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and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 Treaty.

It is necessary to pay close attention and reference to 「An inclusive Treaty
about the peace and safety of Northeast Asia」proposed by Morton H.
Halperin, former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high office in the year of 2011.

① End the Korean War

② Establish「Security standing committee 」through the consultation among
those 6 nations

③ Declaration affirming each other’s social system 「no hostility」

④ Mutual energy support

⑤ Prohibition of independent sanction

⑥ Establish Nuclear Weapon Free Zone

2. Realizing「 Nuclear Weapon Free Treaty

Both of Costa Rica and Malaysia Government proposed to UN in 2007

Resolution of 127 countries asking UN to start negotiating in 2011

(agreed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in 2008, movement to ban depleted
uranium weapons)

3. Realizing post - nuclear power generation – after experiencing Fukusima
incident

○ Unity of East Asia’s environment – the necessity of post - nuclear power
generation

○ Nuclear power generation technology as a capability of making nuclear
weapon

uranium enrichment technology : reprocessing technology of spent nuclear fuel
and plutonium manufacturing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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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ext of Constitution (憲法前文)

「Resolved that never again shall we be visited with the horrors of war through 

the action of government …do firmly establish this Constitution. 」 

「We recognize that all peoples of the world have the right to live in peace, 

free from fear and want. 」

「We believe that no nation is responsible to itself alone, …」

Complete use of nuclear fuel and plutonium reprocessing technology
manufacturing capabilities in 2014

the Korea-U.S. Atomic Energy Agreement : focusing on the move of Japan-U.S.
Atomic Energy Agreement in 2017

Ⅳ. At present, there is nothing to expect from Abe(安倍) regime.

= Overthrowing Abe(安倍) regime (aiming nuclear armament/revival of the
Imperial Army of Japan ) is crucial to the peace and security of East Asia.
Therefore, I suggest as following;

Bring the end of U.S’ participation on Northeast Asia and international act to
prevent transforming ultraconservative Japan.

1. Conflict against to the allies of Korea, U.S. and Japan – stopping endless
arms race

○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against to Okinawa anti-military base movement
as the frontline

○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against to constructing Jeju, Gangjeong village
na val base.

2. Fighting against to the Japanese Government’s attempt to deteriorate Peace
Constitution

○ Peace Constitution is the reflection on their war of aggression and the oath
that they would never break the war against to other Asian countries.

○ Stopping and fight agains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revision] is the
first and the most important subject.

A bill for amending the constitution proposed by Democratic Party of Japan is
trying to erase the whole text of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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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hole issue became the common fight and subject for not only Japan but
also other Asia countries and International society…

3. The fight against to Japanese politicians’historical view. Solving the issue of
Post-war compensation.

○ International reaction to Hashimoto’s (mayor of Osaka ; Tokyo governor)
remarks on 「comfort women」.

Hashimoto’s (橋下) remarks;

「Comfort Women system is necessary … while soldiers are running into
the battle field risking his life…」

「The Marine Corps in Okinawa(沖繩), When I went to Futenma, I asked
to the commander that it would be better to use red-light district more. 」

International reaction – no need to mention Asia,

U.S. Government high official ; 「outrageous and insulting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Japanese politician or local high
officials are denying the fact」

The Parliament of Okinawa adopt objection resolution (June 6th 2013)

San Francisco denied Hashimoto’s visit to the city.

○ Abe, the prime minister- denied the remarks of both Murayama and Gono.

Denying invasion remarks 「the definition of invasion has yet to be decided
neither Academics nor internationally. 」

○ Consecutive visit to Yasukuni Shrine - pay close attention to Abe’s
「August 15th」visit.

Yasukuni Shrine (靖國神社) = Invasion Shrine (神社)

Religious institution honoring war criminals, and emperors’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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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procity, Balance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an Analysis of the Construction and Guarantee of Peace 

in Northeast Asia -

Shuang Shi (Zhou Jun) and Xiong Lei

The issu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s. the Republic of

Korea is a leftover of the Second World War. In essence, it is an evil outcome

of power politics played at the Yalta Conference in February 1945, when a few

big powers decided the destinies of a number of small countries: A

homogeneous nation, which otherwise should have got rid of the colonial rule

of the Japanese fascists, was forcefully divided into two parts, the north and

south, under separate regimes just out of the interest and benefits of the two

superpowers. Korea was divided without consulting the Korean people. The

division then evolved into an international local war involving military forces

from some 20 countries and regions. The war lasted three years before the

large-scale armed conflicts were finally ended in a compromised way to freeze

the war and realize a peace in confrontation which has lasted to this day.

While the truce to the Korean War created a peace in confrontation on the

Peninsular, it is not peace in its true sense. Over the past 60 years, the

Peninsula has come on the dangerous verge of “rekindling battle fire” on

many an occasion, and this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changes in the world

configuration and the deficiency in a mechanism to constrain the conflicts and

balance different forces.

Why is there tension on the Peninsula from time to time? An apparent

reason is the inevitable confrontation between the differing ideologues and

social systems under the two regimes in the north and south. Then, as the

truce to the Korean War was a compromise between different parties, i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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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to “freeze” rather than exterminate the war, and realize a peace in

confrontation through balancing different forces. In other words, only when the

two sides are able to keep reciprocity and balance, can the confronting parties

co-exist peacefully. Once the drive to keep reciprocity and balance has changed

and incurred an imbalance, conflicts would arise again, which could even lead

to war in extreme.

What should be pointed out i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id not

sign on the Armistice Agreement in 1953. While talks of a possible armistice

agreement were circulating, in late May and early June 1951, Syngman Rhee,

the South Korean President, opposed peace talks in the belief that South Korea

should continue to expand its army so as to march all the way to the Yalu

Riv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did not endorse Rhee’s position. This

could be regarded as a commitment to the DPRK and Chinese side to

restraining the armed forces under the South Korean regime. Such a

commitment obviously contains uncertainty. Now the UNC has become a

history, with the U.S. presidents coming and going, while the U.S. government

has been changing faces either to manufacture conflicts around the world or

send troops directly to war. Nobody could tell when the uncertainty on the

Peninsula could become certain and what kind of that certainty will be. But so

long as that uncertainty becomes certain, the peace in confront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shaken and even subverted.

Since the truce up to the 1990s, the peace in confrontation on the

Peninsula was largely dependent on the balance between the two regimes and

their respective allies’ commitment to the armistice agreement provisions. This

balancing mechanism in this period was effective to a considerable extent:

Despite the hostility between the two regimes, neither was able and intended

to unilaterally wage a large-scale armed attack on the other side. Their

respective allies also formed a relatively balancing force to each other.

In short, the peace in confrontation on the Peninsular in this period was

double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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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armed forces respectively under the two regimes were relatively

balanced; and

2. The two regimes’ respective allies’ obligations and commitment

formed a restrictive mechanism to the other side.

Nevertheless, there still existed certain relative imbalance in that relatively

balanced period, namely, the unilateral presence of the U.S. military in South

Korea after the truce. The armed forces on the two rivalry sides had tested

their strength against each other before the external intervention, and the result

of that competition is known to all. But the prolonged hold-up of the U.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after the truce has been a de facto threat to

the sid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ich is bound to

incur counter measures against the threat from the DPRK. Thanks to its

geographic adjacency with the Soviet Union and China as well as their allied

relationships, this threat and counter-threat could reach a roughly balanced

restraint and counter-restraint, so that a sea-saw like horizontal symmetry

could be maintained in this period.

With the socialist systems in the Soviet Union and East Europe dissolved

in the early 1990s, the socialist bloc no longer existed, and tremendous

changes also took place in the configuration on the Peninsula. After long time

dialogues, the DPRK and ROK reached certain consensus on the peaceful

unification and were admitted to the United Nations simultaneously in 1991.

The changes can be generalized into two aspects:

1. Based on the consensus the two sides reached that the Korean nation

is bound to be unified eventually, they mutually gave “limited recognition”

of the other regime’s political legitimacy in the region under its control –

that’s to say, they recognized each other’s legitimate existence as a state

power in the region under its control, even though provisional transitory,

before the unification; and

2. The two sides’ mutual limited recognition is actually a legal definition

on the manner of unification, which denies the justification of any attemp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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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laterally unify the nation by force on any side. This is entirely different

from the early 1950s when the Peninsula was caught in armed conflicts, as

with such recognition, in case any side intends to unify the other unilaterally

by force, it would no longer be in the nature of a “civil war” within a

country but become an “international” war. Then the definition of

“aggression” in the international law can be applied to appraise the behavior

of either side.

This can be regarded as a legal commitment made by the two regimes on

the Peninsula to each other’s security as well as a balance.

Out of the respect for the independent selection by the two sides on the

Peninsular, the Chinese government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 1991. Within the security system of Northeast Asia, we

could interpret the move as follow:

1. A new definition of the allied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DPRK. The two countries signed the Treaty of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July 11, 1961, which provides that

the two sides “undertake jointly to adopt all measures to prevent aggression

against either of the Contracting Parties by any state. In the ev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being subjected to the armed attack by any state or

several states jointly and thus being involved in a state of war,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mmediately render military and other assistance by

all means at its disposal. ”(The emphasis marks were made by the authors.)

A civil war which has not involved a third party is of course not covered

by this treaty– no matter who fired the first gun shot.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mplies the two sides

have mutually recognized each other’s existence as a “state” in the sense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China-DPRK’s alliance and mutual assistance based

on this recognition should not breach that bottom line.

2. A commitment to the ROK’s national security. The establishment of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ROK was in fact the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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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s commitment to the national security of South Korea: as a

sovereign state recognized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y armed

attack on the Republic of Korea from any other state cannot get the support

from the Chinese government.

Russia made similar option as the Chinese government did: It inherited the

former Soviet Union’s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the former Soviet Union

normalized its relations with South Korea even before it joined the United

Nations together with the DPRK), and that impact on the security system of

Northeast Asia was similar to that of China’s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It redefined the Treaty of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made commitment to the national security of South

Korea. In 1993, Russia made unilateral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signed in

1991, abandoning its obligation to provide unconditional guarantee for the

DPRK’s security and invalidating the provision on military assistance in case

the DPRK decides to take certain adventurous action on its own. On June 2,

1994, Russian President Boris Nikolayevich.

In this context, South Korea not only has obtained the guarantee for its

security fr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but also has got the commitment to

it from China and Russia, both traditional allies of the DPRK. As compared

with its rival on the Peninsula, it has got more adequate and complete

guarantee for its security.

If the US government could follow the trend and normalize its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DPRK while withdrawing its military forces on the

Peninsula, the DPRK would have an equally adequate and complete security,

then the peace on the Peninsula would be reinforced and sustained thanks to

such reciprocity and balance. The confrontation would hopefully wane

gradually, and might eventually dissolve. The two regimes on the Peninsula

will not only get each of their allies’ guarantee for their security but also have

the commitment to their security from their rival’s allies. In that case, the

national unification of the Peninsula could get the opportunity to accel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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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tunately, however, although the public opinion around the world

overwhelmingly maintained that the Cold War had ended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United States has carried on its Cold-War policy of

hostility toward the DPRK, refusing to normalize its relations with the DPRK

so as to sustain and consolidate the peaceful balance while softening and

terminating the confrontation on the Peninsula, let alone withdrawing its

armed forces in South Korea. It even listed the DPRK among the so-called

“rouge states,” which further complicated the issue of Korea, with the situation

intensified instead of relaxed.

Since the early 1990s, the mechanism to restrain the conflicts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severely out of balance.

For the Republic of Korea, its security has gained three-fold guarantee:

1. Greatly modernized armed forces thanks to the rapidly growing

economy;

2. South Korea’s allies’ sustained committed obligations to guarantee its

security; and

3. The secured guarantee for its safety gained in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its rival’s traditional allies.

In contrast, the securi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

in fact weakened. Not only did it not obtain the three-fold guarantee for its

security as South Korea did, it has repeatedly suffered sa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ts traditional allies are no longer reliable owing

to various reasons. At least it has faced three-fold threats:

1. With scarce energy resources, the DPRK is heavily dependent on

import of petro products. Up to the 1990s, it managed to keep a normal

economic operation through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the East

European countries, and its economy once surpassed that of South Korea.

Such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however, vanished with the collap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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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viet Union and East European Bloc. Plus the escalated embargo and

blockade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the DPRK was once on the verge of

economic bankruptcy and it has far legged behind in the development of its

armed forces;

2. As its traditional allies normalized their ties with its rival, plus other

factors, their committed obligations to guarantee the DPRK’s security have

faded and become unstable and uncertain; and

3. Its rival South Korea’s allies have yet to make any commitment to its

security.

Such imbalance has invisibly formed a painful thorn to the DPRK, which

the Chinese people with similar experiences before find it not hard to

understand: A nation’s ultimate guarantee of its national security lies in itself,

and they must hold the key to its own security door. In this sense, military

predominance politics and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have their

understandable psychological motivation and objective necessity for the DPRK.

As a neighbor and traditional friend of the DPRK, and as a signatory party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China does not wish

to see nuclear environment, nuclear hazard or even nuclear war on its

neighbor’s land, but is it possible to get sufficient guarantee for that by

demanding the DPRK give up its nuclear weapons single-handedly? What

about the United States, which is the sole country that has used nuclear

weapons and claims the largest nuclear stockpiles in the world? Its nuclear

weapons could strike onto any corner of the world, and its nuclear stockpiles

are enough to destroy the planet more than 1,000 times! Has the US pledged

to stick to the no-first-use of nuclear weapons and not to use nuclear weapons

on non-nuclear countries? Iraq never had “massive destructive weapons,” but

the United States said it did, so it must have them, which was the excuse for

the US to wage a war on Iraq that it has tormented Iraq and the Middle East

to this day.

Which country could afford to neglect these lessons?

As Chinese, we never wish to see nuclear hazards in any of our neighb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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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 this sense we are willing to se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what must be pointed out is that the first one to bring

about nuclear weapons to the Peninsula was none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not the DPRK. As early as in June 1957, the U.S. decided to unilaterally

abrogate paragraph 13(d)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 January 1958 it

deployed nuclear armed Honest John missiles and 280mm atomic cannons in

South Korea. Putting ourselves in their place, it’s not hard for us to

understand why people of the DPRK desired to have nuclear bombs even at

their last penny – we in China went through that kind of mindset ourselves.

Particularly, so long as the biggest country which led the world in the use of

nuclear weapons in a war would not commit itself to denuclearization, the

trend in which other countries would get armed with nuclear weapons in

order to survive is hard to resist. Therefore we can well understand why the

DPRK proposed for high-level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on 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as well as "to defuse tension and realize regional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June. This is just the side on the

lowering end of a sea-saw to add some weight and seek balance again.

The peace construction in Northeast Asia should not have been such a

thorny issue. Under the circumstances of north-south confrontation, a reciprocal

and balanced guarantee for both sides’ security will be able to have the peace

in confrontation sustained. However, if one side has got three-fold guarantee

while the other side is facing three-fold threats, and if one side has constantly

staged joint military exercises to intensify the situation, while the other side

without any sense of security is demanded to disarm the most effective

weapons in its mind, there will be no equity or justice to speak of, nor will it

be possible to realize peace on the Peninsula. Both sides on the Peninsula

should realize that neither of them could swallow up the other and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his peace in confrontation based on reciprocity and

balance, before all the relevant parties could jointly seek every means other

than military force to end the confrontation and ultimately bring about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Peninsula. This will benefit not only Northeast Asia, but

also the whole world and entire human race.



- 79 -

对等均衡与朝鲜半岛的“对峙和平”

- 浅析朝鲜半岛和平的构建和保障 -

双石（周军） 熊蕾

朝韩问题是第二次世界大战遗留至今的一个问题，它实际上是“大国决定小国命运”

的雅尔塔强权政治思维而结出来恶果：一个原本应在摆脱日本法西斯殖民统治后的统

一民族，因超级大国间的利益需要而人为的分裂为南北分治，而且还发生了一场有20

个国家和地区的军事力量卷入的国际局部战争。这场战争历时三年，最后以“冻结战

争”的妥协方式而结束了大规模的武装冲突，实现了“对峙状态下的和平”且延续至今。

尽管朝鲜停战造成了半岛的对峙和平，但“对峙状态下的和平”毕竟不是真正意义的

和平。60年来，半岛仍然多次濒临“战火重燃”的危险边缘，这与这几十年来世界格局

的变化及半岛双方及相关各方的冲突制约机制和力量平衡的缺陷，有着至关重要的密

切关系。

为什么朝鲜半岛会时时出现紧张局势？一个显而易见的原因是，朝鲜半岛南北双方

政权因意识形态和社会制度的不同，必然造成的对立。而且，既然朝鲜停战协议是参

战各方以妥协方式“冻结了战争”，那么这种方式本身就没有根绝战争之源，而是因各

方力量制衡而实现的“对峙状态下的和平”。这就是说，在双方力量能够保持对等均衡

的时候，对峙的双方才有可能和平相处。制衡这种对等均衡的力量发生变化造成失

衡，冲突就可能再起，极端情况下那就是——战争。

需要说明的是，当年的韩国政府并没有在停战协议上签字，对这个政府统辖下的武

装力量的制约，是以当时的“联合国军司令部”对中朝方“倘韩国政府单独北进将得不到

联合国军的支持”的承诺，以及当时的韩国总统向美国总统作出的“不妨害停战协定”的

保证来实现的——这本身就存在着潜在的“不确定性”。如今“联合国军”已成为历史，

美国总统也象走马灯一样的换来换去，在全世界到处都在制造冲突甚至直接出兵参战

的美国政府的面孔也是不断地换来换去，这种“潜在的不确定性”哪一天会变成确定

性，变成什么样的确定性，都会使朝鲜半岛的“对峙和平”出现倾斜乃至颠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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应该说，在上个世纪90年代之前，朝鲜停战以后的“对峙和平”，基本上取决半岛双

方政权和各自盟友所作出的条约义务保障以对对方形成的制衡。这个保障制衡机制在

这个时期还是行之有效的：半岛双方政权虽然严重对立，但却因无力从而也无意单独

对对方发起大规模的武装进攻。而双方政权各自的盟友，对对方政权的盟友也形成了

一种相对平衡的制约。

简而言之，这个时期朝鲜半岛的“对峙和平”有着双重保险：

㈠朝鲜半岛双方政权各自统辖下的武装力量的相对平衡；
㈡朝鲜半岛双方政权各自盟友的义务和承诺对对方的形成的制约。

不过在那个相对均衡的时期，已经存在相对的不平衡，这就是停战之后美国军事力

量在半岛南部的单方面存在。朝鲜战争中双方政权统辖下的武装力量有过单独较量，

较量结果如何已有公论。但停战后美国军队长期滞留韩国，对来自朝鲜民主主义人民

共和国一方的武装力量形成了一种事实上的威胁，势必导致朝鲜方面的反威胁。由于

朝鲜与苏联、中国地缘上的接近及盟友关系，这种威胁与反威胁尚能达到一种大致平

衡的制约与反制约，得以维持一种有如翘翘板的大致平衡。

这种格局在上个世纪90年代初以后，随着苏联、东欧的社会主义体系相继解体，社

会主义阵营不复存在，而发生了改变。朝韩双方经过长期对话就和平统一问题达成一

定共识，并于1991年双双同时加入联合国。

这个变化可以概述为两个方面：

一、双方在“朝鲜民族必将统一”达成共识的基础上，相互间对对方政权在自已管辖

地域的政治合法性予以了“有限承认”——也就是承认了对方作为统一前在各自统治和

治理地域的国家政权的合法存在（即或是暂时性或过渡性的）；

二、双方的这种有限度的相互承认，实际上也从法理上是对统一方式作出的限定—

—排除了任何一方单方面武力统一的合理性。这与上个世纪半岛冲突时的情况大为不

同：倘若任何一方企图单方面以武力“统一”对方，将不再具有“一国内战”的性质，而

变成了“国际”战争。如此，国际法意义上的“侵略”定义，将适用于衡量和评估双方的

行为。

这其实也应视为朝鲜半岛双方对对方安全在法理意义上的一个承诺和制衡。

中国政府尊重朝鲜半岛双方作出的自主选择，于1991年与韩国建立了外交关系。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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们认为，在东北亚地区安全体系中，中韩建交意义可作如下解读：

一、对中朝同盟关系的新界定。中朝间于1961年7月11日签署有《中朝友好合作互

助条约》，双方“保证共同采取一切措施，防止任何国家对缔约双方的任何一方的侵

略。一旦缔约一方受到任何一个国家的或者几个国家联合的武装进攻，因而处于战争

状态时，缔约另一方应立即尽其全力给予军事及其他援助”。（着重号是笔者加的。）

而没有第三方武装力量介入的内战，当然不在条约范围之内——不管双方谁先动武。

现在中韩间建立了外交关系，也就是相互承认了对方作为国际法意义上的“国家”的存

在，在此认同基础上的中朝同盟和互助关系，将不能突破这个底线。

二、对韩国国家安全的承诺。中韩外交关系的建立，实际上也是中国政府对韩国国

家安全作出的承诺和保证：作为中华人民共和国承认的一个主权国家，任何来自其他

国家对韩国的武装进攻，不可能得到中国政府的支持。

俄罗斯的选择也与中国政府类似：传承了前苏联与韩国的关系（前苏联甚至在朝韩

双双加入联合国之前就与韩国实现了关系正常化），对东北亚地区安全体系产生的作

用当然也与中国类似：重新界定了《苏朝友好合作互助条约》，对韩国国家安全作出

了承诺。而且，1993年,俄罗斯对1961年签署的《苏朝友好合作互助条约》单方面做出

解释,放弃了对朝鲜安全的无条件保障义务,如果朝鲜自己决定采取某种冒险行动,则军事

援助条款不能生效。1994年6月2日，时任俄罗斯总统叶利钦在莫斯科正式宣布，该条

款已经废止，不具有任何法律效力。虽然因为地缘政治上的原因，俄罗期对东北亚安

全有着基于其国家利益上的特殊关注，但对于朝鲜来说，俄朝间盟友关系和承担的相

应义务从法理上来说已经不复存在。

这也就是说，朝鲜半岛上的韩国一方不仅得到了来自美日方面的安全保障，也得到

了作为朝鲜盟友的中俄方面的安全承诺——较之于半岛的另一方，其安全地位更显充

分，也更趋完备。

如果美国政府能就此时期顺势而为，与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实现邦交正常化，

并撤出其在朝鲜半岛的武装力量，则朝鲜民主主义人民共国的安全地位会与韩国一样

充分和完备，那么朝鲜半岛的和平态势将会因这种“对等和均衡”得以延续和巩固，“对

峙”也将有逐渐减弱乃至得到最终化解的机缘——朝鲜半岛双方政权将不仅是得到自已

盟友的安全义务保障，也能得到对方盟友对自身的安全承诺。如此，朝鲜半岛民族统

一的进程也会有得到加速的机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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然而不幸的是，虽然全世界的舆论一边倒地认为冷战已经随着苏联的解体而结束，

但是美国却延续了冷战时期敌视朝鲜的政策，既不愿与朝鲜实现邦交正常化以使半岛

的和平均势得以延续和巩固，削弱乃至最终消弥对峙，又不愿与朝鲜签订互不侵犯条

约以使朝鲜得到来自对方政权盟友的安全承诺，更不撤出其驻在韩国的军事武装，反

而还将朝鲜列入“流氓国家”之列，这就使朝韩问题变得复杂和微妙，紧张局势的隐患

不仅没有减少反而还多了起来……

从1990年代初到目前为止，朝鲜半岛的冲突制衡机制实际上已经严重失衡：

对于韩国来说，其安全地位得到了三重保险：

㈠经济的高速发展而大大现代化了的武装力量；
㈡韩方盟友延续至今的安全承诺和义务；

㈢因实现与对方传统盟友的邦交正常化而得到的安全保障。

相对而言，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安全地位却受到了事实上的削弱，它不仅没

有韩国那样的三重保险，而且还屡遭国际社会的制裁，其传统的盟友也因为种种原

因，再也不牢靠，至少面临着三重危险：

㈠朝鲜能源匮乏，没有石油资源。1990年代以前，朝鲜与东欧诸国分工协作

经济运转正常，曾经领先于韩国，苏联东欧解体后，这种分工协作不复存在，加上美

国封锁制裁加剧，其经济一度陷于灭顶之灾，其武装力量发展水平已形落后；

㈡朝方传统盟友因与对方政权实现邦交正常化和其他因素的影响，对朝鲜
的安全承诺和义务，已被削弱和淡化，处于摇摆和不稳定、不确定状态；

㈢韩方盟友仍然没有任何对自己的安全承诺。

这种失衡对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无形中形成了一种强烈的刺激，这种强烈的刺

激也是作为与朝鲜人民有过共同际遇的中国人民不难理解的：自己民族自已国家安全

环境的最后保障只能靠自己，安全门的钥匙只能掌握在自己手中！如此，对朝鲜民主

主义人民共和国来说，“先军政治”也好，发展核武也好，都有着可以理解的心理动因

与客观需求！虽然作为朝鲜的邻国和传统友邦，作为核不扩散条约的签字国，中国人

民不希望在邻邦的土地上出现核环境核隐患甚至核战争，但这仅仅是要求朝鲜单方弃

核就能得以充分保证的么？作为世界上唯一有着动核前科有着全球最大核武库的美国

呢？它的核武器可是可以打到全世界任何一个角落，它的核武库可是足以毁灭这个世

界一千次以上！它愿意承诺绝不首先使用核武器绝不对无核国家使用核武器么？伊拉

克没有“大规模杀伤性武器”，美国说你有你就有，还以此为由头打了一场让伊拉克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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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东至今仍然苦不堪言的战争！

这前车之鉴，哪个国家又敢不当回事儿？

作为中国人，我们不希望邻邦出现核环境核隐患，在这个意义上我们当然也希望实

现朝鲜半岛无核化。但是，必须指出的是，最早造成朝鲜半岛有核武器局面的，不是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而是美国。早在1957年6月，美国就单方面废除了《朝鲜停

战协定》的第13条D款，并在1958年1月在南朝鲜部署了导弹和原子炮。将心比心，推

已及人，我们不难理解朝鲜人民“当掉裤子也要搞核弹”的愿望和需求——当年我们中

国也是这么着过来的。何况只要那个最大也最先使用核武器于战争的国家不承诺放弃

核武器，其他国家为了保命也奔核的趋势，那是很难挡得住的。所以，对于朝鲜要求

直接与美国谈判实现无核世界，我们非常理解。这不过是失衡的翘翘板翘起来的那头

加砝码找平衡而已。

东北亚地区的和平构建原本并不是一道难题。在目前南北对峙的情况下，只要做到

对等均衡地保证双方安全，对峙和平就可以实现。否则，在一方得到三重保险而另一

方面临三重危险的情况下，一边不断地联合军演制造紧张，一边还在让没有安全感的

一方解除它自认为最有效的武装，既无公平正义可言，也不可能实现半岛和平。只有

当半岛双方能够继续这种基于对等和均衡之上的“对峙和平”，大家都明白“谁也吃不掉

谁”的现实，有关各方才有可能一起去寻求武力以外的一切办法结束对峙谋求半岛最终

的和平统一。那不仅是对东北亚，也将是对全世界全人类的功德无量之举。          

    





- 85 -

Recommendations for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Kyoung-Soon Park

Vice-President,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This year marks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at

ended the combat phase of the Korean War. However,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at war'. 'At war' has two meanings. Firstly, the Korean peninsula is at

war in terms of the law. The armistice does not mean an end to the war but

suspension of the war. Secondly, in reality, the state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s on. Physical conflicts are bound to recur at any time. That is why

nothing is more important and imminent for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than to end the war and to achieve peace.

1. The urgency for a Peace Treaty

What locked the Korean peninsula into this state of an on-going war? I

think that there are three reasons for it. Firstly, the two parties of the

armistice have not yet convened a high-level political conference as agreed

upon. According to the Article Ⅳ of the Armistice Agreement, both

parties--within three months of execut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are

mandated to hold a higher level political talk to settle the questions of the

withdrawal of all foreign forces from Korea and address the issue of peaceful

settlement of Korea. Secondly, the United States broke the key provisions of

the Armistice, especially in regards to Article Ⅱ-13 that prohibits the US from

introducing or reinforcing military personnel and military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Despite this provision, the U.S. drafted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nd introduced nuclear weapons since 1957. Thirdly, the U.S.

made use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strategic bridgehead for establishing

the military blockade against the USSR when the Cold War had set in.



- 86 -

Korean War is a product of the Cold War regime. However, in the 1990s,

the East-West Cold War regime was dismantled and the era of peaceful

co-existence has come. Why has the Korean peninsula remained a solo island

of the Cold War? Moreover why has the Cold War and the threat of war

intensified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asons are that the Korean armistice

has a lot of flaws, and the peace regime promised in the armistice is not yet

established. In addition, the key reason why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s not yet established is the U.S. hostile policy towards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does not apply to North Korea the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one respects the sovereignty and peaceful

coexistence of others. Instead, the United States defined North Korea as the

axis of evil and is seeking a strategy to subvert North Korea.

The w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is on the verge of explosion. The

threat of war caused by the Korea-U.S. joint military exercises in March of this

year shows the true reality.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on the Eve of the war." The outbreak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s only a matter of time if this situation is left alone. War

will completely destroy the entire civil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Korean peninsula will go back to the Stone Age. That’s why I emphasize the

urgency of the Peace Treaty of the Korean Peninsula.

2. Parties and the main content of the Peace Treaty.

A Peace Treaty is the key challenge and starting point from which the war

can end completely and begin to build a stable peace regime. At the same

time, adversarial relationship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must be

resolved and they should create a peaceful co-existence and reconciliation.

Ultimately, the state of division should be replaced by a state of unification.

For the above goals, we have a list of action items to implement such as the

Peace Treaty, an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nd the reunification proces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Peace Treaty is the core among these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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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contentions as to whom the parties for a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are for.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legal, historical and practical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for defining the parties of the Korean peace

treaty. Seen as the legal parties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e U.S., China

and North Korea should be involved. From the perspective of its history,

South Korea should join as well.

The Korean peace treaty should include : ○ declaration ending the state of

war, ○ policies to stop hostile relationships and build bilateral friendly

cooperative relations, ○ policies to resolve hostile bilateral military alliance and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 policies to form and operate management

mechanism for peace plan, ○ delimitation of boundary lin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Peace Line), ○ Korean disarmament measures, ○

confirmation of support of sovereign reunification of Korea as the key

principle. In addition, the strategy and policies for denucleariz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disarmament measures on the Korean peninsula.

3. Direction and strategy to conclude the Peace Treaty

The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not be another form of

the armistice agreement. We should completely remove the root causes of the

war: the structure of war should be dismantled and a framework for peaceful

coexistenc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should be built. The Peace Treaty

based on preservation of a hostile relationship is nothing more than another

truce.

The Peace Treaty should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the USFK (US Armed Forces in Korea). In the state of no

hostility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there are no reasons for the U.S.

military and the military alliance to exis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eace Treaty should be towards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divided regime, mistrust and confrontation will continue and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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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 to easily aggravate as the source of war.

These are the reasons why the process toward the Peace Treaty should

have no choice but to proceed with the resolving process of adversarial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nd building process peaceful

coexistence and reconciliation. Each political subject (two Koreas and the U.S.)

should start with its strong political determinations.

In this respect, the four-party summit meeting including the two Koreas,

the U.S. and China should be convened to make political decisions that will

strengthen and promote a commitment to peace treaty as soon as possible. It

could be a good way for four countries to declare the end to the Armistice

Agreement based on the consensus of the October 4th Declaration.

4. South Korea’s role in the Peace Treaty

Despite the fact that the Korea’s peace treaty is very urgent, the parties

have not yet reached a consensus, and the state of hostile confrontation still

continu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certain responsibilities for this

situation, too. It is the Korean citizens that suffer directly from the country’s

division under the armistice system. The South Korea government has the

moral responsibility to relieve sufferings of its citizens.

Therefore, the South Korea government should work towards removing the

war structure and facilitate the process of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 current South Korea government has not

made any active efforts toward this goal. Instead, it adheres to policies only

for the vested interests based on the current division and war structu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radically change its current policies

toward North Korea in order to relieve pains of the Korean people.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symbolic policy toward North Korea,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is being criticized, which instead is called the

“mistrust process”. Now is the time to consider why this kind of public

opinion is surf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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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 all, South Korea must show its determination to implement the June

15th and the October 4th Joint Declaration. Thereafter, it should push forward

with the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olicies and take the lead

in executing the Peace Treaty. To this end, the Administration should propose

a four-party summit meeting that will result in a declaration to end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5. The role of the civil society in the Peace treaty

The role of the civil society is very crucial for the Peace treaty. In order to

have the Peace treaty signed, powerful peace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formed. The dialogue and negotiations towards a peace treaty is in a

deadlock. The power to break the deadlock should come largely from the

public pressure from the bottom. When favorable national public actions and

opinions are widespread, the stalled phase of the Peace treaty will be broken,

and the new phase of dialogue and negotiation for a Peace Treaty will begin.

Thus, the progressive groups must organize public actions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banner “Anti-war and Peace,

Conclude a Peace treaty ” and “Implement the 6.15 and 10.4 Joint

Decla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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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ch to the “International Peace Symposium 

to Establish a Peace Treaty in the Korean Peninsula” 

Tim Shorrock

U.S. Journalist and Activist

Good afternoon. I thank the organizers of this conference for inviting me,

and appreciate this opportunity to greet friends and allies from Korea, Japan

and China in our joint quest for peace. The question before us today is how

to work together to end the hostil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find a way to work towards peace and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t a time of great stress but also great opportunity. I speak to you

as a journalist, trade unionist and political activist with roots in both America

and East Asia, where I spent most of my youth.

I want to begin with the image you see on the opening page of my web

site. It is a magnificent photograph taken on April 19, 1960, at the height of

the 1960 peoples’ revolution against the rule of Syngman Rhee. I was living

here in Seoul at the time, as the son of Protestant missionaries, and that

uprising influenced me deeply.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saw students,

workers and ordinary citizens take to the streets to demand democracy and an

end to repression – and win. At the time, the United States seemed to play a

neutral role, and even flew the dictator Rhee out of the country in a CIA

plane. For a brief 12 months, there was a possibility of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and an end to Korea’s tragic division.

But as we know too well, when General Park Chung Hee seized power in

a military coup a year later, all hopes for unification ended. Successive U.S.

administrations backed him with extensive financial and military aid that lasted

until he was assassinated in 1979. During that time, the US and South Korean

military formed extremely close ties, starting in the destructive and immoral

war in Vietnam. Today, as a result of this military relationship, South Korea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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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here a foreign general takes command during

times of war.

The Cold War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had severe

economic repercussions as well. There is no question that South Korea has

made incredible strides as an economic power. But the years from the 1970s

through the late 1990s were marked by intense U.S. pressure on South Korea,

first to “normalize” ties with Japan and open its markets to Japanese

investment, and second to buy capital goods, such as fighter jets and nuclear

power plants, exclusively from American companies.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the U.S. used the IMF to force open South Korean financial markets

so U.S. banks such as the Carlyle Group could take over Korean firms. Even

when military tensions flared with North Korea, the U.S. and South Korea

clashed repeatedly over economic and trade issues. The current dispute over

extending the U.S.-South Korean nuclear energy agreement is a case in point.

In fact, we can say that the Cold War created an unequal relationship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that has few precedents in the modern world.

The United States frequently using its clout to further integrate South Korea

into its global exercise of power. U.S. military and economic interests

continually define U.S. ties with South Korea. In 1979 and 1980, when the

Korean people and the citizens of Kwangju rose up to demand an end to

military rule, those interests proved to be far more important than human

rights or democracy in determining U.S. policy. And unfortunately, they define

it now.

Today, I’m afraid to say, most Americans see South Korea as a junior

partner to the United States, with little to offer except for “Gangnam Style”

music, or as an economic competitor to be feared. Little is known or

understood about the U.S. role in Korea’s division,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or the terrible destruction caused by U.S. firepower in both North and

South during that war. The U.S. backing for the dictators Park Chung Hee

and Chun Doo Hwan are largely forgotten. But the American view of North

Korea is much w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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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reflected in the U.S. mass media, the DPRK is widely seen as a vassal

of China that is run by crazy people with no claim whatsoever to national

sovereignty. It’s not unusual to hear U.S. officials and even reporters talk

casually about bombing the DPRK. These views, framed by decades of

anti-communism and distorted by racism, deny the true history and nature of

Korea on both sides of the DMZ and are in my opinion the biggest barriers

to peace. We see these views reflected in U.S. foreign policy and,

unfortunately, in the American progressive movement.

Let’s look first at policy. Under President Obama, the United States has

launched its largest military buildup in Asia since the Vietnam War. The

policy is publicly aimed at “containing” China and North Korea, but is in

reality another way to expand U.S. hegemony and power in Asia. U.S. bases

in South Korea and Japan serve as “aircraft carriers” that help U.S. forces

extend their reach to Iraq and Afghanistan. These bases explain why the

Pentagon continues to stall and resist South Korean efforts to win control of

the U.S.-ROK Joint Command. On a deeper level, the U.S. contempt for South

Korea is illustrated b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s surveillance of the South

Korean embassy in Washington, which came to light recently in the Guardian

newspaper. As people committed to peace and long-term stability, we need to

organize against the joint command structure. It is up to the South Korean

people how long and in what capacity U.S. forces stay in Korea. But ending

the unequal mili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must be

part of our agenda to build conditions for a peace treaty that would end the

current state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Unfortunately, many Americans who should be our allies in building peace

in Korea have adopted Cold War thinking as well. This is especially true of

the press, which – as I’ve said – continually portrays North Korea as the

evil instigator of all tensions and rarely acknowledges how U.S. policies,

including threats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the DPRK, have contributed

to the latest crises. But some progressives are to blame as well.

Many of you fought against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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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KORUS. You correctly saw KORUS as a treaty that will make it easier for

capital to move across borders and undermine the interests of workers, unions,

farmers and consumers. This view is shared by many U.S. trade unionists as

well. But the so-called “citizen” organization that led the fight against KORUS

and is in the forefront of the fight against TPP seized on only one issue: the

Kaesong Industrial Zone. In its literature and campaigns, this U.S. organization

falsely argued that Kaesong is a “slave labor” camp that will finance North

Korea’s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refore urged Congress to

oppose KORUS. This arrogant, simplistic view put this organization and many

U.S. trade unions to the right of former President Lee Myung Bak and the

most extreme elements of the Republican Party. Worse, it completely denied

South Korea’s absolute national right to reduce tensions and build economic

ties with North Korea on its own terms. With “friends” like this, you do not

need enemies.

If we are to convince the U.S. government and the American public to

even consider a peace agreement to end the Korean War, we must begin an

education program to help Americans from left and right understand

America’s historical role in Korea. We must explain how a peaceful Korea

moving towards reconciliation could benefit both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 by reducing tensions and diverting military spending into programs that

benefit our citizens.

I encourage my Korean friends to seek out the U.S. media in Seoul, which

has expanded considerably in recent years. Talk to American reporters, help

them learn the reality in Korea, and correct them when they’re wrong. Come

to the U.S. and explain to the peace and labor movements that Korea is more

than “Gangnam Style,” Kae-song and Hyundai-cars, but is a sovereign nation

with along history as a united country. Show them that Cold War ideology is

a creature of the past. Let’s work together to end 60 years of division and

war and create a zone of peace and economic cooperation in Korea and

beyond.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I would be happy to consider any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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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 of North-east Asia

Watanabe Kenju

Japan-Korea People’s Solidarity National Network

The state of affairs of Northeast Asia are increasingly becoming fluid

situations with various factors such as expansion of Chinese influence, the new

Obama administration’s strategy to return to Asia, rebirth of the Abe

administration, and continuing tension of Korean peninsula.

The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opinions about three issues requested

by the organizer.

1. USA-Korea relationship, USA-China relationship, China-Japan

relationship

[Trend of USA]

First of all, under the limiting condition of drastic decrease in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the Obama administration’s ‘the new national defense

strategy (January 2012)’ came up with the following 10 purposes for security

assurance.

(1) ‘strategy against terrorism, unconventional warfare’ (2) ‘Break down of

insist on attack against USA’ (3) ‘Expansion of war force under conditions of

refusal of approach or refusal of regions (by China)’ (4) ‘counteract against

weapon of mass destruction’ (5) ‘Effective strategy in Cyber space and outer

space’ (6) ‘safety and maintenance of effective policies of nuclear deterrence’

(7) ‘the defense of country and support of civilian sections (dispatch for

calamities)’ (8) ‘safe continuity of army stationing’ (9) ‘stabilization operations,

insurrection repression operations’ (10) ‘humanitarian assistance, disaster relief,

and other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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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se purposes the USA is planning to shift its focus from ‘2

confrontation strategy replacement’ to ‘1 confrontation and deterrence’ (1 plus),

and to ‘strategy with importance on responsibility and overseas basing in

Asia-Pacific regions’.

Based on this, the USA is now planning to maintain the 6 aircraft carriers

system in Pacific Ocean, to expand the distribution of littoral combat ships

(LCS), to increase number of the Marine Corps in Australia (from 250 up to

2500 circulating marines), and to process free distribution of littoral combat

ships in Singapore and of 24 F16 aircrafts in Indonesia.

At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 in 2010, the USA expressed the

willingness to compose a ‘integrated air and marine tactical system’ and in

response to this, in 2010 December, Japanese government supported ‘West-East

Defense’, ‘island perimeter strategy’ by revising ‘Defense scheme summary’.

The true intention of the USA’s army re-positioning in Northeast Asia is the

aircraft carrier triangle system, following after Yokoska, Sasebo, Iwakuni, and

Korean construction of naval base in Jeju Island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is as well.

It is useless to mention that their major purpose includes intention to set a

siege around the roaring Chinese power.

[Trend of China]

Secondly, Chinas has already become world number 2 in terms of

economic power, far passing Japan in GDP. China is pursuing strong and firm

national defense power and construction of powerful army as a correspondence

with such economic development. In such a trend, China is trying to apply ‘3

warfare’ , public sentiment warfare, psychological warfare, and law warfare,

and to weld military struggle with struggles in other fields such as diplomacy,

economy, culture, 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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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the movement of China in increase of marine military power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a stoppage of missile practice in 1996. At this time,

China tried to make a missile practice in Taiwan gulf when Lee Teng Hui,

who is known for Taiwanese independence leader, has become a dominant

power in Taiwanese general election but American 2 aircraft carriers had

forced them to stop the missile practice.

Also Chinese trend in enforcing the network in Middle East and Africa in

order to secure energy resources also has a significant effect in securing

marine transportation system.

Chinese marine strategy is to internalize ‘the first Japanese line’ (the line

through kyushu in Japan-Okinawa-Taiwan-the Philippines-Borneo island), and

then set ‘the second Japanese line’ (the line through Japanese Ogasawara

region – Guam- Saipan- Papua New Guinea) as a marine line to limit the

intrusion of American troop when there are issues similar to event in Taiwan.

In order to do so, China is on process of making aircraft carriers and

developing trajectory missile systems.

‘The first Japanese line’ of China is equivalent to ‘the first Japanese line’

set by the USA after the second World War, connecting Japan-Taiwan-the

Philippines, in the cold war between the west and the east.

In perspective of China, Chinese army is setting counterforce with

‘resistance to approach’ against the USA, which freely dominated the control of

the sea and the control of the air and even intervene in military terms

without a significant confronting countries in Asia Pacific regions.

[Trend of Japan]

The third issue is trend of Japan. In December 2010, ‘the New Defense

Plan Summary’ chosen by the Democratic Party administration had changed a

lot from composition of ‘basic defense power’ sustained by then. The Japanese

government denied the basic defense power as ‘static deterrence’ and 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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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o ‘dynamic defense’. Accordingly, Japan distributed coastal surveillance

units at the Japan’s west end of Yonaguni Island in Okinawa district, change

submarine system from 16 units to 22 units, and increased Naha’s combat air

force from 1 to 2.

This is equivalent to the American new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Focus

on Asia Pacific region’. Additionally, with increase of role and responsibility as

‘alliance nations’ by the USA and with acceptance of reinforcement of network

among ‘alliance nations’, Japan made contract Australia-Japan Acquisition

Cross-service Agreement (ACSA) with Australian government in May 2010 in

terms of communication for national defense with Australia and later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in May 2012. The

defense power interchange with Korea has been processed as following

January 2010: operation of corporate training of surveillance and rescue

activity in Pusan

June 2010: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marine deterring training

June 2010: Korea-Japan corporate training  (at Korean peninsula, including

3 marine convoy)

July 2012: PSI air deterring training

August 2012: RIM PAC Japan-Korea corporate training

In 2012, there could have bee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and Acquisition Cross-service Agreement (ACSA), but

these were postponed due to strong opposite public opinion in Korea.

Last year, at the general election of Japan, Abe’s Liberal Democratic Party

has revived.

This Abe government is postponing not only to reconsider the hard-work

discussion about acknowledge of forcibleness of comfort women during the

World War but also to define Japanese invasion. In other words, by doing so,

the government is trying to approve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and

even to change the constitution for the worse. The government ignor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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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objection of Okinawa civilian and enforced the distribution of Osprey

(V-22) at Hutenma station, following with the thorough persistence of the

construction of new army station at Hekono. Moreover, the government is

pushing ahead with neo-liberalist policies called ‘Abenomix’ and with

engagement in transuranium processing plant (TPP) lead by American

government. Even though they haven’t yet settled completely Hukushima

atomic power plant accident, the Abe people are pushing ahead the

re-operation of atomic power plant or the export of it according to the means

of electric power capital.

[A new Cold War between USA and China?]

By looking closely at the military trend of the USA and China, we can see

that the emerging power China is trying to challenge the hegemony of

American superpower and that the USA is challenging the Chinese siege,

which seems to be signals of ‘the New Cold War.’ However, globalization of

world economy is generation a rapid consolidation of mutual dependence. It is

appli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USA-China, Japan-China, Korea-China, and

EU-China. Such ‘New Cold War’ takes on a whole new dimension from the

earlier cold war or colonization war where Western Powers were fighting for

geographic distribution.

From the author’s comprehensive perspective on these phenomenon, the US

policy toward China has been equivalent to ‘resistance and slaughter’ strategy.

In the actual US-China relationship, the summit conference between

Shijinping and Obama went of well from June 8th through two days went of

well, Dialogue for Economic Strateg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opened regularly, and even military summon conference proceeded after many

twists and turns.

It is Japanese government, that of Abe, is the true Cold War power which

is trying to manipulate Japan into a nation that is able to get on a warfare

and to revise the national constitution for the worse by playing both ends

against the middle. Such a scheme will have been operated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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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necessarily advocating history revisionism that justifies the past invasion or

military comfort women during the war, strongly inciting inflammatory

nationalism, repetitively claiming dominium of Dokdo Island (so called

Dakeshima), or arising uneasy situations with China that can proceed into

military conflict, ascribing everything to ‘China-USA Cold War.’

However, due to this, Japan is now brought to a stalemate where Japanese

government cannot handle not only China-Japan summit conference but also

Korea-Japan summit conference, sitting uneasily but merely watching

China-Korea summit conference.

Additionally, the US government has repetitively claimed ambiguous status

such as that ‘Dominium issue has to be peacefully resolved by countries

directly concerned and the US government will maintain neutrality’ and that

‘Daowidao (Sengaku Island) is under Japanese rectification and the US-Japan

Security Treaty will apply to the domain under Japanese rectification.’ What

we can observe is that the US doesn’t want any military conflict between

China and Japan and get involved in such conflict. At the same time, the US

is uncomfortable with situations in which China-Japan relationship makes

amiable progress without involvement of the US by resolving the territory

issues. Such attitude is equivalently seen in issue of Korea-Japan Dokdo

(Dakeshima) Island dominium.

For reference, the author is indicating personal stance that Japan does not

have any justification for dominium over both Dawidao Island and Dokdo

Island. For Daowidao, Japanese army secretly transferred the island under

advantageous situations in 1895 during the Sino-Japanese War. For Dokdo

Island in the same manner, in 1905 during Russo-Japanese War, the Japanese

army forcefully transferred the island to territory of Sinema District as a part

of ‘Ulsa unequal agreement (the second Korea-Japan treaty)’ which deprived

Korean government of diplomatic right by constructing the Residency-General

in Korea.

2. Which problems to solve should be given priority over any other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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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ace of Northeast Asia?

This year’s 27th of July is the 60th anniversary of ceasefire agreement of

Korean War.

In other words, Korean peninsula has neglected over 60 years about such

armistice-a quasi-state of war which is no more than ‘cease-fire.’ As Japanese

people who celebrate their 60th birthday, the fact that such armistice situation

has been maintained is very strange and unusual.

Unprecedented state of tension has been set when North Korea operated

the third underground nuclear test as a repercussion against the UN Security

Council’s supplementary resolution to impose sanctions on North Korea’s

satellite launch.

The US-Korea army laid a bill to subdue Pyeongyang based on ‘5027

operational scheme’, push ahead annually repeating US-Korea military training

corporation such as ‘eagle training’ or ‘key resolve,’ and even conducted mock

nuclear-bomb dropping training by introducing B-52 strategic bomber or B-2

stealth strategic bomber. This is what can be called a repetitively carried

military provocation.

From the very first outset,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states that

‘Within 3 months after the treaty is effective, both sides must discuss

about the peaceful resolution of Korean war and about the withdrawal of

foreign army by opening political summit conference’. However, in December

of the same year the US government unilaterally resigned from the

consultation, and then since October they have continued to stay by concocting

a good excuse with ROK-US mutual defense treaty signed by the ROK

government led by President Lee Seung Mahn.

The ROK-US Joint Communique in 1954 allowed all three US armed forces

to be stationed in Korea without limitation of time and also put the ROK

army force under the control of UN military headquarters. On top of that,

since the 50’s the US army have unceasingly raised military tension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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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ing enormous amount of strategic atomic bomb to ROK and by

repeating large-scale military training such as ‘Team Spirit.’ Moreover, even

after the six-party talks was opened and after ‘6 party joint declaration’ (2005)

was signed, the ROK-US military training have been continued.

In fact, this signifies that US Armed Forces in Korea is actually the only

foreign troop staying in Korean peninsula since the armistice situations and it

is actually the source of warfare crisis of Korean peninsula.

The termination of Korean War, the conclusion of peace treaty, and the

transition to permanent peace structure is the top priority to be solved for the

peace of Northeast Asia, and at the same time is the responsibility of China

and the US who were actually involved in the armistice agreement.

Additionally under the instruction of the US government the Japanese

remilitarization was processed during the time of Korean War, and the

Japanese have used military tension of Korean peninsula as an excuse of

increase of Japanese army forces. The situation in which there is absolutely no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the North Korea symbolizes that the

Japanese pre/post-process has been neglected since then.

There is a indisputable line connecting the approval of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by the Abe government, the struggle to remove the US army in

Japan and to impede revision of the Japanese national constitution for the

worse, the termination of Korean War, and the realization of permanent peace

structure.

3. The methods to invigorate the International Common Actions For

Peace in Northeast Asia

By this point,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enforce common resistance and

network of the public of ROK, the US, and Japan under the system of

ROK-US-Japan militar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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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issues such as Japanese ‘comfort women,’ damaged countries such

as KOK, China, many South East Asian countries, Netherlands and even the

US and European countries have formed a international liaison. However for

the issue of antiwar peace, there is a merely a weak network other than the

resistant force of public of Okinawa against the US army stations and the

resistant force of public of ROK against anti-war movement. Especially the

complete termination of Korean War at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transition to the permanent peace structure will be the most implacable

problems to be solved.

At this time, don’t we need to form a continual network among the US,

Japan, and ROK peace movements for operation of permanent peace structure

of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even though 9.19 ‘6 party joint agreement’ stipulates both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US and North

Korea-Japan and the permanent peace structure of Korean peninsula with the

purpose of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trials

have ended as failures as long as the North Korea doesn’t confirm about the

regime guarantee.

In the perspective of North Korea,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ay seem unfair as it only force their denuclearization by

those who own nuclear weapons and by Korea and Japan who depends on

the US for nuclear weapons. In order to terminate such distrust and to make

process, ROK and Japan has to sugges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entire

Northeast Asia region on the assumption that they will go out of the

American ‘nuclear umbrella’ as a whole, so that the North Korea can go on

with denuclearization with an easy mind.

Don’t the solidarity of the citizens of the US-Japan-ROK need to make a

joint proposal for this, or to enforce the pressure on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 107 -

Challenges and Needs of International Collective Actions 

for Northeast Asia Peace

Byung-Ryul Min

Supreme Council Member of Unified Progressive Party

I am very honored to discuss with all of you on the significant them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I would like to thank once

again the many people who are attending here. I am very confident that

precious words and commitment to implementing solidarity activities will be of

tremendous help to bring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I am going to talk about the need for peace and solidarity in Northeast

Asia and introduce solidarity activities between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nd the political parties of various countries in Asia. Finally, I would like to

offer a few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international collective actions for

peace in Northeast Asia.

1.The need for peace and solidarity in Northeast Asia

Until the 19th century, Northeast Asia was the target of aggression by the

Western powers. In particular, our nation was reduced to a colony of Japan

through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However,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 in 1945, before we had even an

opportunity to celebrate the liberation, our nation had undergone another

tragedy involving a war that ended in the division of the country.

The division of Korea was a catalyst to establishing the Cold War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In fact, the Korean war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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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ked a war in Northeast Asia involving, directly or indirectly,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Japan, including South and North Korea. Northeast

Asia after the Korean war became split into South Korea/USA/Japan vs North

Korea/China/Soviet alliances that fueled a competitive system between the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ntered the post-Cold War phase for the

past 20 years. However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re still not

free from the Cold War. The two Koreas are still not free from the division.

The most acute international military confrontation is still go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ilitary tensions in March and April of this year showed signs

of confrontation in its compressed form.

Recent territorial disputes in Northeast Asia also allude to the escalating

tensions coming from unresolved historical issues since the Cold War. Japan

particularly has some historical and territorial disputes with a few countries.

The territorial conflict between China and Japan is reminiscent of one of the

Cold War era, after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made a decision to

nationalize 'dyaohwidaoh (钓鱼岛, Japanese name ‘Senkaku archipelago’ )' 3

islands last year. Japan is waging intense territorial dispute with Russia over

the northern 4 islands. It is needless to mention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Dokdo island in Korea.

The peace in Northeast Asia is also threatened by unresolved historical

issues. The Japanese government still justifies their past act of aggression. A

group of Japanese politicians annually visit Tokyo's Yasukuni shrine which

pays tribute to convicted war criminals.

The U.S. government's responsibility is not negligible for Japan’s such

undesirable activities. After the World War II, the Japanese were given a de

facto amnesty by the United States for its own strategic interests in Northeast

Asia. In order to secure the U.S. influence in Northeast Asia, the U.S.-Japan

alliance was necessary in addition to maintaining the Japanese cold war

conservative forces. Recently the U.S. is making diplomatic efforts to build the

Pacific alliance connecting – Australia beyond the U.S.-Japan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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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itary alliance is based on the support of wars for one another. As

Korea-US alliance is constantly causing threat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acific Alliance network led by the United States will do its role

maintaining the Cold War in Northeast Asia.

These are the reasons why we need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peace in Northeast Asia. It is hard to achieve peace in isolation for people

of East Asian countries. The people in Northeast Asia must unite to implement

international joint actions to realize peace in Northeast Asia.

2. The party’s solidarity activities with Asian Political Parties for peace

In this respect, we,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have been working on

solidarity and exchange activities with various Asian political parties from the

time of our previous Labour Democratic Party which preceded the now

Unified Progressive Party. The solidarity activities we have held are in line

with the Party’s basic code that stipulates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peninsula and peace in Northeast

Asia.

Solidarity with the Asian political parties have been in progress in two

ways : political exchanges between parties of two Koreas and exchanges with

Japan, China and other Asian countries.

We actively conducted exchanges with the North Korean Social Democratic

Party. We had working group-level talks with Korean Social Democratic Party

in North Korea in 2004. The party delegation made an official visit to

Pyongyang and had an official meeting among delegations from both sides

between August 22 to 27, 2005. The second bipartisan talks were held between

November 15 to 19, 2008. The working groups-level contacts were in progress

until the year of 2009. Unfortunately, the current inter-Korean relation is at an

impasse and is blocking further inter-party ex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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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ill briefly introduce solidarity activities with the Asian political parties.

The New Socialist Party in Japan and we have conducted mutual

exchanges on a regular basis relating to common activities for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eace in East Asia. In 2011, during

a visit to Japan by Lee Jung-Hee, Chairperson of the Party, the relation

between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nd Japan’s New Socialist Party has

been strengthened. Two parties have vowed to carry out solidarity activities

agreed upon.

The Democratic Labor Party concluded a goodwill exchange agreement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2004 but there was no full-scale exchange.

However, both parties reaffirmed the friendly relations for exchanges this year,

and are going to negotiate the details of the possible exchange.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places its focus on peace issues in Northeast

Asia with the Asian political parties and peace and reunification issues with

the party in North Korea. We are exerting every effort to develop our

exchange activities which will contribute to building a peace regime and

peaceful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3. Recommendations

I am certain that Asian countries should strengthen solidarity for peace in

Northeast Asia. Northeast Asia will become the target of United States and

China’s strategic arena in the future. The tensions in Northeast are likely to

be heightened due to the China-Japan territorial dispute and Russia-Japan

territorial dispute. Peace in Northeast Asia is an upcoming issue for

maintaining world peace, and peace in Asia is connected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order for world peace.

I'd like to say only three things here because various proposals for

solidarity in Northeast Asia have been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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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ly, I suggest that a variety of discussion and practice should be needed

in order to revisit the Pacific War which was caused by the Japanese bombing

of Pearl Harbor in December 1941. I think that the logic of the then Japanese

ruling group is not different from the current logic of the Japanese ruling

conservatives. The current ruling conservatives have turned the society more

conservative while strengthening its New Militarism.

I suggest th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ast Asia or international

solidarity rally convene around the date of Japanese bombing Pearl Harbor.

We should condemn the Japanese government for going forward with

militarism without reflecting on its wrongdoings in the Pacific war. We should

also denounce the United States for constructing the world order based on its

interests after the war.

Secondly, in respect of the U.S. forces stationed in Asian countries, we

need various strategies for Asia to be free from the U.S. forces. Recently the

United States is working on the Asia-centered strategy. I think this is a very

important challenge in Northeast Asia and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Thirdly, I hope that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parties and organizations

will form a network such as the 'International Joint Action for peace in

Northeast Asia (tentative)' and implement joint activities.

Unified Progressive Party has set a major political goal to conclude a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to establish a permanent framework for peace.

We have since implemented a lot of programs to work towards this goal. I

am confident that the Korea peace treaty will soon be extended as an issue of

peace in Northeast Asia. Through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 solidarity

with the East Asia countries we will be able to realize peace in Northeast

Asia.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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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ing for International Act 

for the Peace of Korean peninsula & Northeast Asia

Je Jun Joo

Policy Director of Korea Progress Solidarity

Korean War was ended at July 27th,1953bybothU.S. Army Lieutenant

General William K. Harrison, Jr. (United Nations Command Delegation) and

The Korean people's Army General Namil (Chief representative) signing

Cease-fire Agreement. Korean War was ended by Cease-fire Agreement in 3

years and 1 month but ‘Partition system’ has been lasted over 60 years now.

The war was over, but South and North Korea are pointing guns to each

other across the heavily fortified demilitarized zone (DMZ) because “” has not

yet replaced to “Peace Agreement”.

The Cease-fire Agreement talk took place from July 10th, 1951 to July 27th,

1953. The talk set the new record as longest armistice talk ever throughout the

history. Unfortunately result was not to end the war but “” only which

stopping the war temporarily. The main points of the Agreement were

‘’Neither side shall execute any hostile act”, “set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demilitarized zone”, and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is signed and becomes effective, a political conference of a higher

level of both sides be held by representatives appointed respectively to settle

through negotiation the questions of the withdrawal of all foreign forces from

Korea,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question, etc”. According to this,

political conference took place in Geneva in 1954 for 87 days but nothing has

been decided. Prior to this,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by setting a mutual

defense treaty violated Armistice Agreement having foreign armed force and

importing various weapons into the pumminsula. Furthermore,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neutralized “Armistice Agreement” since June 1954 when

U.S. armed forces in Korea started nuclear arm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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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e biggest crisis of war after Korean War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last 60 years of cease fire situation and 20

years of confrontation situ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U.S. has been the

history of pursuing hostile military policy toward North Korea. Every year, by

exercising numbers of joint military exercis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strengthening hostile act against to North Korea. Especially during “Key

Resolve”; the South Korea-U.S. joint military exercise last March, such strategic

bombers like B-2, Stealth, B52 and F-22 exercised for 60 days and

nuclear-powered aircraft carrier and nuclear-powered submarine came into the

sea of Korean Peninsula which brought the whole peninsula into the crisis of

war.

Such military exercise which is also known as “Team Spirit”, “RSOI”,

“Ulchi Focus Lens”, “Key Resolve” and “Ulchi Freedom Guardian” has taken

place for few decades to practice attacking North Korea. And about 50,000 to

200,000 forces are mobilized for this exercise. On top of this,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established operational plans including “destroying North Korea

structure”, “North Korean leader assassination operations”, and “preemptive

attack against to North Korea major facilities”. OPLAN 5027 (Total War),

OPLAN 5029 (emergency situations ), OPLAN 5026 (precision bombing), and

OPLAN 50230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North Korea) are such plans. As

you can see, it seems hard to realize such idea as “mutual equality”,

“realizing peace”, or “solving the problem by having conversation” in this

peninsula.

War crisis and importing weapon and public welfare

In every situation, if one makes profit, the other loses. This might be too

dramatic perspective but this helps us to see the point clearer and simpler. So

then, let us look at who made profit and who lost throughout last 60 years

here in peninsula under the cease-fire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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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fense budget of South Korea this year of 2013 is about 35 trillion

won which is about 15% of the whole country budget for one year. According

to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the defense budget of South Korea from

last year of 2012 was about 30.8 billion dollars, 12th place in the world.

Comparison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and the defense budget, it is

2.7% higher than world average. Of course, salary of 600,000 soldiers is not

included in this budget. If the salary of 600,000 soldiers is included in this

budget, the defense budget of South Korea would easily take place in top 5 in

the world.

What we should know at this point is the fact that the ratio of importing

foreign weapons is dramatically getting higher. The year of 2012 for instance,

South Korean Government attempted to spend 14 trillion won on importing

foreign weapons such as next generation air fighter (8.2 trillion won),

upgrading KF-16 air fighter (1.8 trillion won), Army large size helicopter(1.8

trillion won), multi-mission Navy helicopter (553.8 billion won), and unmanned

aerial vehicle surveillance aircraft (500 billion won). This amount of money is

exceeded one third of defense budget of the year 2011 and even close to 30%

of weapon exporting amount by United States which is about 46.1 billion

dollars (50 trillion won). It is so clear that who made profit from such

situation as Korean peninsula.

Again according to the book that is published by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International weapon trade trend in the year of 2011”, reporting that

Asia and Oceania form 44% of the whole volume of weapon trade in the

world and especially South Korea forms 6% of the whole volume of weapon

trade in the world. During the time of 2003 to 2007, South Korea was ranked

in 5th highest country in the world that importing weapon from abroad, but

during 2007-2011 season, South Korea was ranked in 2nd place. Especially, after

the bombardment of Yeonpyeong, the ratio of importing weapon is

dramatically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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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of imported weapon to South Korea is made in U.S.

When you take a close look at above statistic, there you can find one

interesting truth. 30% of weapon in the whole weapon sales market is made in

U.S. and 43% of exporting weapons from U.S. is going into South Korea. This

is about 74% of weapon that is imported to South Korea. In the year of 2010,

about 982.2 billion won was paid to buy U.S. weapon from 1.2373 trillion

won; the whole budget that is spent to import weapon from abroad. And

from 2005 to 2009, about 6.53 billion dollars were spent to import U.S. weapon

which is world’s 4th size.

This amount is calculated without counting other technical support and

parts. Therefore, the real figure is expected to be much bigger. For instance, it

is known that Boeing CO. made 10 trillion won by repairing F-15. And they

made another hundreds of billion won by contracting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and “Long Range Air-to-Surface Missiles”.

Now we have answer that when the time of war comes, defense budget

would go higher and more than 70% of weapons would be imported from

U.S. This explains clearly why U.S. created and strengthened tensions against

to North Korea last 60 years through Korea-U.S. alliance and how big is the

profit to U.S. military-industry complex.

The biggest victim of war : people

Who might be the biggest victim? Of course, Korean people. The money

that ought to go into social welfare flows constantly to defense budget. Only

about 9.4% out of the whole year budget of South Korea is spent on social

welfare which is not even a half of average social welfare budget among 30

OECD countries. This puts South Korea in the lowest place among other 30

OECD countries.

This is not everything. If the war breaks out, tremendous damage would

occur. In the year of 1994, Bill Clinton administration ran war game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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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tells us that when the war breaks out in Korean peninsula, about

1,500,000 people including 200,000 soldiers would die within 24 hours and 1

million soldiers and 5 million civilians would die within a week. Innocent

people all would die because of the war.

Iraq war which started with a lie that they have mass destruction weapon

in 2003, all the victims from both Iraq and U.S. were the workers, farmers and

poor people and their children. In other words, winner is the military-industry

complex and loser is the people from both countries.

According to 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s report ‘Economical analysis

on peace in Korean peninsula’ in 1998, if peace settled in Korean peninsula

and cut 25% of defense budget and 50% of armed forces, 1%(1.5% long term)

of GNP of South Korea would increase every year. This analysis is about what

could be expected only counting decrease military budget. Indirect economic

effects such as rise in spending, exporting, hiring, investigating and nation

credibility due to settling Peace and cutting defense budget would be dozen

times bigger than direct economic effects. Peace means economic rise and

economic rise means social welfare.

Suggestion to form “Minjung forum” for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peace

Situation around Korean peninsula is getting riskier and riskier because of

such acute situation as following; U.S Armed forces plan to move 60% of their

naval power to Asia after “pivot to Asia” plan in order to restraint rising

Chinas as G2,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U.S., Japan is getting stronger

due to current tensed situation of Korean peninsula, Abe Administration of

Japan is strengthening militarism, North Korea’s nuclear deterrence, China is

raising defense budget, and Russia’s biggest military exercise ever took place.

In the light of above, peace of Korean peninsula is the key to the peace in

Northeast Asia. However, we have long way to go for peace in Northeast

Asia. This is why joint-corporation within civil society camp of Asia-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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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is desperately needed. Therefore, I would like to suggest “Minjung

forum” for Korean peninsula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rom U.S., Canada,

Japan, China and Korea. Through “Minjung forum” for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peace, let us consistently corporate and act together.

Along with this, I would like to suggest few principles for forming

“Minjung forum”.

First, due to the different situation in every country, let us corporate as

much as each country is prepared. For instance, it could be either a large scale

assemblies or one person protest. Everything depends on each country’s

situation and capability.

Second, let us use internet as means of our freely communication. It could

be a website or blog. Through this, let every participants can suggest and

discuss freely and finally decide corporate act as a result.

Three, let us hold international symposium for Peace in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every year as a subject of “Minjung Forum”.

Through this whole process, let us run to end war in Korean peninsula

and realize peace in Northeast Asia. I believe today would be the start point

of all thes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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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Deterrence to Cooperation 

: 3 Point-Vision to Give Peace a Chance in East Asia

Lee Taeho

PSPD

1.

John Lennon <Give Peace A Chance>

Have we ever given a chance to peace?

The vision of peace and of people

The militaristic approaches based on deterrence have failed despite of the

justification of the realistic approaches.

The political means that were indiscriminately forced to practice under the

name of security

Let’s think and approach through the eyes of people.

Can we create a vision for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instead of fear

and distrust?

2.

On the 60th year of armistice agreement in 2013, the divided Korea is

under going the most intensified military tension.

The relations between ROK and DPRK have been worsened since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DPRK launched a satellite and conducted its 3rdnucleartest.

Although the ROK’s new administration launched, Kaesong industrial

complex was shut down.

Six-Party talks have not been held for 4 years.

The vicious circle; DPRK arms itself with nuclear while the U.S.-ROK-Japan

strengthen nuclear umbrella and MD.

Each country reinforces security strategy with nuclear dete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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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epened distrust and gaps between DPRK and ROK are one of the

causes that hinder resolving the problems between ROK and DPRK.

The economic, militaristic, and democratic gaps

The distrust and gaps create an atmosphere motivating the policy makers

of the US and ROK to take a high-handed attitude while provoking the

wariness of the North Korean leaders.

The increasing nuclear-dependence in North East Asia despite of the

nuclear disaster in Fukushima

Nuclear weapons abroad and nuclear plants in my neighbor.

The plans for the nuclear development and reprocessing have been

maintained or even reinforced in the region.

The new era in East Asia?

The economic dynamism and potential in the region paradoxically does not

lead to cooperation but to conflicts

The conflicts to dominate resources and markets

Re-emergence of the territorial and history disputes

The logic of exclusion and deterrence, militarization based on the

exaggerated fear, and the regression of democracy

The Korean confrontational structure as a part of regional conflict-structur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justifies the US-ROK-Japan military

alliance that functions as the foundational base of the US policy ‘Pivot to

Asia.’

The expansion of military spending in China, and militarization and arms

races across East Asia.

3.

The three visions of peopl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End the Korean War

Nuclear Free Northeast Asia

Make the Pacific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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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1. End the Korea War!

It is vital for ROK and the US to take the peaceful and embracing

initiatives.

Linkage of resolving nuclear conflicts, establishment of peace system, and

enhancement of exchange and cooperation.

Abolition of the attempts for unification by absorption/unilateral unification

and of the contingency plans, and cessation of the military drills.

Respect for the agreement, restoration of dialogue, and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dialogues

Strengthening the role of people/private/civil sector

Resolving the conflicts on the NLL (small scale peace agreement)

Global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and Sign a Peace Treaty! (22 July

– 28 July, 2013)

Proposal 2. Nuclear Free NEA

Impossible to accept the DPRK’s simultaneous pursuit of nuclear arms and

economic development.

We have learned for 20 years; the vicious circle of the DPRK’s nuclear

development and of the sanctions against DPRK is the consequence of the

mistrust.

Without a fundamental shift in the approaches, there exists concerns on the

expansion of the DPRK’s nuclear arms and proliferation. Reciprocal abolition of

nuclear development by DPRK and of nuclear umbrella by ROK and Japan

from the US

Applications of the additional forums—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Security system in North East Asia—that were agreed

through the Six-party talks

Linkage with the international nuclear disarmament arguments (e.g. Ban,

Ki-moon’s five point-plan)

Consistent issue-raising on nuclear deterrence policy

The expansion of the lesson of Fukushima: combination of anti-nuclear

weapons and anti-nuclear plant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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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3. Make the Pacific pacific.

The meaning of the US army stationed in ROK and Japan

3 small triangular axes and 1 big triangular axis

The US-ROK-Japan alliance, the US-Japan-Australia alliance, and the

US-Japan-India allianceà the big triangular axis, ROK-Australia-India centering

the US-Japan.

Cooperation and prosperity vs. militarism and nationalism that are more

prevailing than during the Cold War era.

Make the islands in East Asia peaceful: the right to peace for people in

Jeju, Okinawa, and Taiwan.

1. Endeavor for peaceful resolution; 2. Prevention for the intensification of

conflicts that can cause armed conflicts; 3. Easing of conflicts through the

cooperative effort in the region; 4. Exchanges and understanding of civil

society (GPPAC NEA 2012)

And, establishment of a country of peace and democratization of security

se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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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From Confrontation and Deterrence to Peace and Cooperation : 

3 Point-Plan to Give Peace a Chance in East Asia

Lee Taeho

PSPD

Introduction

You might know 'Imagine', the famous song of John Lennon. There is

another song by him, "Give Peace A Chance". I'd like to emphasis that "Give

peace a chan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is crucial at this

moment.

The year 2013 marks the 60th year of ceasefire in the Korean Peninsula.

Hatred and military tension in the country has seriously deteriorated in the

last few years. It reached its peak when the Yeonpyeong artillery exchanges

occurred at the end of 2010.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South Korea have

intensified the conflict and disputes rather than enhanced conciliation and

cooperation. South Korea unnecessarily provoked North Korean leaders while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both South Korean and American policy

makers have taken a more aggressive and authoritative attitude. The unstable

ceasefir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being used to justify not only

military alliance among Korea-US-Japan which leads to militarization in East

Asia but also strengthened Chinese armed forces.

In February 2011,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illustrated the potential

dangerous situation in East Asia's where nuclear power plants are crowded

and nuclear arms races are increasing. While people are putting more efforts

to make the world a nuclear free place, governments in the region are still

consolidating their reliance on the nuclear deterrence. The Six-party Talks has

been suspended for 4 years, and the level of reliance on nuclear disaster

including North Korea's attempt to arm itself with nuclear weapons has

become higher. The Governments' plans for expanding nuclear power plants

and developing nuclear reprocessing technologies are continuing despi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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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kushima catastrophe.

Proposal 1. End the Korean War in 2013! From the Armistice System to a

Peace System

The unstable armistice situation has forced not only Koreans but also the

people in East Asia to endure sufferings and sacrifices. The tensions and

conflict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driven the entire East Asia region

towards military conflicts and confrontation. For example, the Cheonan warship

incident and the artillery ex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ve

accelerated militarization of the region.

Despit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stable armistic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worsened. North Korea has developed nuclear weapons

in response to its isol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regime

instability. Recent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developed policies to

make North Korea give in and enforce its changes by using South Korean’s

superior power rather than seeking fundamental resolution for such situatio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tally ignored the June 15 Declaration

and the October 4 Declaration that North and South Korea summit agreed.

Instead, it has only paid attention to the possible contingency and taken a

hard line on North Korea. Particularly, after the Cheonan Warship incident, the

Lee administration has developed stronger and comprehensive containment

policies such as disconnecting most of civil economic cooperation, militarizing

islands of the Yellow Sea, and strengthening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the

US against North Korea.

However, it is unlikely that the existing problems will be solved by

ignoring North Korea's arguments or denying agreements made with North

Korea based on the subjective judgment of its instability or possible

contingency. Such oppressive containment policies against North Korea

provided justification for North Korea’s militarization which increased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Hostility and military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ve intensified while opportunities for socio-economic

cooperation have deteriorated.

In South Korea, criticism is on the rise on what the government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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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d in the last five years by enforcing a coercive containment policy and

maintaining a confrontational attitude against North Korea. Demands for

strengthening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welfare system, easing tensions

and building a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re becoming critical

issues for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On 26 July 2012, 490 prominent people with various backgrounds

announced "the 7.27 Peace Declaration on the 59th year of the armistice

agreement - Peace, the Choice of 2012". It was organized by South Korean

peace organizations including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and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They

declared that "It's time to replace political, military confrontation and arms

races with peaceful cooperation. It's time to allocate social resources on

economic rehabilitation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Endorsers of the Peace Declaration demanded to "△make efforts towards

peace cooperation, which has never been seriously implemented for the past 10

years since the June 15 Declaration was made. △make the year 2013, the 60th

year of the armistice agreement, as a turning point for making a peace system.

△lift the May 24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of which we are suffering

together. △restore the June 15 Declaration and October 4 Declaration and

implement the agreed confidence building and cooperation measures. △be

determined and active to reduce military provocations against each other,

particularly offensive joint US-South Korea military exercises and armed

protests."

A campaign to "Put an end to the Korean War in 2013" has already been

initiated by peace activists and some politicians in South Korea. We also ask

peace activists around the World to stand with us in solidarity to make 2013 a

turning point for a peace agreement.

Proposal 2. Toward the Nuclear Free Northeast Asia beyond the abolition

of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means a nuclear crisis in

Northeast Asia. The Six Party Talks, which was formed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suspended since 2009. Recent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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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rase "nuclear-have" was added in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Skeptical

views were also raised that North Korea had never intended to discard

nuclear power, and will not in the future. However, it does not matter

whether South Korea and neighbouring countries recognise North Korea as a

nuclear-have. A new approach should be taken to make North Korea enter

into negotiations in order to resolve nuclear threats from North Korea.

More active and preemptive will to take action would provide a chance to

find the new approach. Seriously considering a peace regime agenda which

North Korea has been strongly demanding in addition to reopen the Six Party

Talk would be a breakthrough. On 19 September 2005, the six parties agreed

on the 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which

"each party will take in the initial phase to achieve early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stablishment of Working Group on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It also states that "the directly related

parties will negotiate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

However, South Korea, Japan and the US are increasing their reliance on

nuclear deterrence and the missile defense system rather than actively

participating in a discussion to build a peace system. South Korea and the US

have developed the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EDPC) against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strengthened the nuclear umbrella policy. They

have also developed offensive military policies against North Korea such as

joint military operation plans to occupy North Korea at a contingent situation

in North Korea.

The US and South Korea are strengthening the nuclear umbrella with their

absolute superiority in conventional arms and strategies. In this context,

insisting on the abolition of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s unlikely to

resolve the situation. South Korea, the US, Japan and other neighbouring

countries as well as North Korea are not ready to abandon their nuclear

deterrence policy. A nuclear deterrence policy results in another nuclear threat.

The ineffectiveness of such unilateral measurement has been revealed in many

cases such as nuclear tests conducted by North Korea and deadlock situations

of the Six Party Talks. It is time to take another stance unless South Korea

intentionally wants to provoke North Korea's milita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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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only efforts to abolis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but also

efforts to remove nuclear threats in Northeast Asia are required. Establishing a

nuclear free Northeast Asia is possible only when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the US, China and Russia assure negative security assurance and no

first use policy, instead of giving up nuclear weapons by North and South

Korea, and Japan. This is a new and feasible approach to make North Korea

give up nuclear development and make Northeast Asia free from nuclear

threats.

South Korea, Japan and the US should take preemptive actions to

overcome suspicion and fear. It is less difficult for them to make such

preemptive peace actions because of their superior conventional weapons and

strategies. Disbelief and fear of North Korea, or an expectation for contingency

have justified excessive military spending, dependency on the nuclear

deterrence policy and double standard nuclear policies. Now it is time to

make the Nuclear Free Northeast Asia as an official agenda at the coming

2015 NPT Review conference and launch a campaign with concrete action

plans for that.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revealed that nuclear power plants which

are located close to us could be a greater threat than nuclear weapons.

Furthermore,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evaluate the potential costs of

nuclear energy which are regarded as "cheap". In South Korea, the public has

started to change their stance on nuclear power plants after the Fukushima

catastrophe, especially since several old nuclear power plants stopped the

operation because of breakdowns. The Gori 1 nuclear power plant is merely

30km far away from Busan downtown, the 2nd largest city in South Korea.

In this regard, it is very disappointing that the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in 2012 did not discuss on how to make the world nuclear free or

using alternative energy sources instead of nuclear energy while dealing with

the security of fissile materials. The key point is the security from nuclear and

people's safety, not the security of nuclear power. It is also disappointing to

notice that countries in the region including South Korea, the US, Japan and

China are pushing new projects for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or

expanding nuclear technology exchanges.

History says that strengthening nuclear deterrence against nuclear attacks



- 128 -

instigates nuclear arms races rather than removing nuclear threats. Raising a

question on "the peaceful use of nuclear" and reducing the number of nuclear

power plants in neighbouring countries would save the world from nuclear

threats. The nuclear disarmament movement and anti-nuclear power plant

movement should go together, and this is especially crucial for East Asia.

Proposal 3. Bring peace and cooperation to East Asia Sea

After the post-Cold War era,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exchange has

rapidly increased in East Asia. At the same time, military tension and the

security dilemma has intensified in the region due to territorial disputes. Most

of all, tensions between China and Japan on the Senkaku Islands (by

Japan)/the Diaoyu Island (by Taiwan)/ the Tiaoyutai Islands (by China),

tensions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Vietnam or the

Philippines on the Spratly Islands, tensions between Korea and Japan on

Dokdo Island have continued to increase. Even though it has different nature

to some extent, tensions on the Northern Limit Line (NLL) are grave as well.

Unfortunately, there is not any institutional mechanism to control and/or

resolve such conflicts and tensions in East Asia. Situation becomes more

complicated with China’s economic and military rise and the US’s ‘pivot to

Asia’ foreign policy to China in check.

The 2020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s New Strategy Guidance

which was published in early 2012 can be summarized into two main points:

1) a shift in geographical priorities toward the Asia and the Pacific region

while retaining emphasis on the Middle East 2) a shift in the balance of

missions toward more emphasis on projecting power in areas in which U.S.

access and freedom to operate are challenged by asymmetric means

(“anti-access”) and less emphasis on stabilization operations, while retaining a

full-spectrum force.

On 2 June 2012, Leon Panetta, the US Secretary of Defense, stated that “by

2020 the Navy will reposture its forces from today’s roughly 50/50 percent

split between the Pacific and the Atlantic to about a 60/40 split between those

oceans. That will include six aircraft carriers in this region, a majority of our

cruisers, destroyers, Littoral Combat Ships, and submarines”, `du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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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 delivered at the Asia Security Summit (Shangri-La Dialogue)

which was held in Singapore. Earlier on November 2011, US President Barack

Obama declared “As a result, reductions in US defence spending will not - I

repeat, will not - come at the expense of the Asia Pacific” during his speech

to Australian Parliament.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e US to continue the arms race with China as

it faces military budget cuts due to its financial crisis. Accordingly, the US

tries to maintain its influence in the East Asia region by requesting its allies

and partners to share costs and burdens to counter China’s growing military

power. The US Government’s main argument is “the challenges of today’s

rapidly changing region-from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to new threats

to freedom of navigation to the heightened impact of natural disasters-require

that the United States pursue a more geographically distributed, operationally

resilient, and politically sustainable force posture.” And overcome these

challenges, the US is “modernizing our basing arrangements with traditional

allies in Northeast Asia -- and our commitment on this is rock solid - while

enhancing our presence in Southeast Asia and into the Indian Ocean.”

In fact, the US marines will station in Australian’s Northeast base around

2012, and the US also regained access to Subic Bay Naval Base and Clark Air

Base in the Philippines. The US also dispatched a warship to Singapore which

is located in the Strait of Malacca. Also, it is known that the US puts efforts

to gain access for US naval ship to Asian countries including Vietnam, India,

Indonesia, and Malaysia. Such efforts by the US exacerb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 countries. Not only China but also allies of

the US such as India, Indonesia and Malaysia have responded negatively

towards the fact that US-led alliance navy gains power in East Asia.

South Korea and Japan quickly and positively responded to the US plan.

Hillary Clinton, the US Secretary of State stated that “Asia’s remarkable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decade and its potential for continued growth

in the future depend on the security and stability that has long been

guaranteed by the U.S. military, including more than 50,000 American

servicemen and servicewomen serving in Japan and South Korea.” The US

tries to establish three trilateral military alliances in the Asia-Pacific region,

namely US-Japan-ROK, US-Japan-Australia, and US-Japan-India. Among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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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ing the US-Japan-ROK military alliance plays the most crucial role.

In the last few years, the US Pacific Command has emphasized that it is

crucial to establish US-Japan-ROK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nd among all,

logistics cooperation and missile defence cooperation are the most important.

At the US-Japan-ROK Vice Minister meeting which was held on July 2009,

Edward Rice, Commander US Forces Japan, complained that Missiles Defence

is not carried out properly since information is shared exclusively only

between US-Japan and US-ROK.

Meanwhile,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hich declared strengthening

the US-ROK strategic alliance has actively cooperated and engaged with the

US global maritime partnership including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and combined task force in the Gulf of Aden. At the same time, the Lee

administration has cooperated with the Obama administration who wishes to

establish US-Japan-ROK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by accelerating the

ROK-Japan military cooperation.

Despite the unpleasant history between two countries, the ROK-Japan

Military cooperation is processed for the reason of defending themselves

against threats by North Korea’s nuclear/missiles, block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aritime security, and other contingencies in North Korea. At the

2nd US-ROK Ministerial Dialogue 2+2 Meetings which was held on 14 June

2012, both parties 1) agreed on exploring ways to strengthen comprehensive

and combined defence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2)

affirmed the importance of trilateral security collaboration with Japan. The

scope of US-ROK-Japan trilateral cooperation will include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maritime security, freedom of navigation and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result of 2+2 Meeting came quickly. On 26 June 2012, right after the

2+2 meeting, the Lee administration opened a special cabinet meeting and

passed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Information.” The

ratification of the said agreement was postponed due to strong opposition of

the public opinion and both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n 21 June 2012,

US-Japan-ROK trilateral naval exercises were conducted at the Yellow Sea and

South Sea of Jeju Island for the first time. The US nuclear aircraft carrier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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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ed in the trilateral naval exercises. The South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explained that trilateral naval exercises are for ‘humanitarian

aid’ purposes such as searching and rescuing. However, the naval exercises

also included 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s. According to the news release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US-ROK-Japan trilateral naval exercises

“will focus on improving interoperability and communications with the ROK

Navy and the Japan Maritime Self Defense Force’.

From this trilateral naval exercise, the geopolitical meaning of naval base

which is constructed in Jeju Island became more evident. It is possible that not

only US navy but also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will enter the Jeju

naval base during the US-ROK-Japan trilateral naval exercises. Even though the

Jeju naval base is formally South Korean naval base, it is highly likely that it

will be used as a joint outpost to counter China and a base for the

US-ROK-Japan trilateral naval exercises, together with bases in Okinawa and

Guam.

East Asia marine is now facing a crucial turning point. It can be a new

space of cooperation and prosperity or of conflicts with reinforced

militarisation. It is not advisable to use armed forces and strengthen military

alliances to resolve territorial disputes or guarantee safe navigation. It is not

realistic at all to mobilise military means by emphasising territorial sovereignty.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are closely related to recent historical tragedies

in the region. Reinforcing the US-led marine military alliance to counter China

by exaggerating threats caused by China or North Korea will accelerate

militarisation in the region. This will prevent peaceful solution and deteriorate

a situation by provoking unnecessary confrontations.

A possible solution is to stop maritime militarisation in East Asia and to

transfer conflicts and confrontation into cooperation and reciprocity. To achieve

this,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East Asia common security cooperation system

to resolve territorial and resource dispute, and political-economic conflicts in

the region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expand cooperation, dialogues and communications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cademic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corporations to enhance understanding for peaceful solu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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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Peace Declaration 

International Peace Declaration

The Korean was still continues after 60 years since the armistice agreement

that temporarily halted the Korean War was signed in 1953. Now, in 2013, the

Korean Peninsula is suffering its highest levels of military tension. After the

6-party talks broke down in 2008 and amidst stalled North Korea-US direct

talks, North Korea, in strong opposition to UN sanctions against its launching

of a satellite, announced its "rejection of denuclearization talks,” the

"nullification of the cease-fire," and – after the US introduced a nuclear

submarine to its annual military show of force – conducted its 3rd nuclear

test. The US mentioned the possibility of pre-emptive attack against North

Korea and flew nuclear strategic B-2, B-52, F-22 fighters that engaged in live

bombing exercises. North Korea raising the possibility of a US pre-emptive

attack by the US declared that in the event of a US attack, North Korea

would attack the continental US. Amidst nuclear confrontation, the armistice

agreement in the Korean Peninsula was annulled and all lines of

communication were cut.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in a situation where

no agreements or mechanisms remain to prevent a military collision in the

Korean Peninsula.

Peace can not be achieved with this weakened armistice agreement.

As the preamble to the 1953 armistice states the armistice was signed in

order to stop “the Korean conflict, with its great toil of suffering and

bloodshed on both sides, and…insure a complete cessation of hostilities and of

all acts of armed force in Korea until a final peace settlement is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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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in June 6, 1957 in the 75th regular ses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the United Nations Command formally announced its abrogation

of provision 13.d, which had prevented the introduction of new weapons into

the Korean Peninsula from outside, and since then the US Forces in Korea has

nuclearly armed itself. The abrogation of provision 13.d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new weapons into the Korean Peninsula effectively undermined

and went counter to the promise of the “peace settlement” contained within

the armistice. Since then, the armistice agreement has been continuously

weakened. As the UN Command (led by the US) unilaterally destroyed a

provision of the agreement and further weakened it,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that would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deal with any violations of the armistice” as well as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could not carry out their roles of

monitoring the armistice agreement.

However, despite its various limitations, the armistiec agreement still

remains the only agreement able to prevent a military clash in the Korean

Peninsula. Amidst constant armed clashes between North Korea on the one

side and US and South Korea on the other, the annulment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North-South Korea non-aggression pact means that we are

stuck in a state of war without the means to eliminate the threat of full scale

war. Because communication lines acros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have

been cut off, it is impossible to prevent a simple accident or an unintentional

conflict during a show of force from becoming a full-scale war. Currently, a

single shot in the zone aroun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can shape the

whole future of people in the Korean Peninsula.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feed policies of military hegemony in

Northeast Asia. During the past 60 years,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used as a justification for US policies of military hegemony and

military strength build-up in Northeast Asia and the intensification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military stance. After the Cold War, even with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east Asian countries China and

Russia, the US and South Korea, rather than focusing on esta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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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tic relations and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have

chosen to place the “nuclear issue” at the forefront using it as a pretext to

increase isolation of and pressure against North Korea. However, rather than

subduing North Korea, the economic sanctions and military pressure have only

intensified conflic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nd have driven North

Korea to develop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Furthermore, with the

pretext of a North Korean threat, the US’s construction of a Northeast Asia

missile defense system and strengthening of US troops stationed in the area

has clearly exacerbated military conflict in the region.

During that time,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the Korean people and

anti-war, pro-peace forc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calling for the

de-escalation of the state of war; the establishment of a stable peace regime;

the dismantlement of a new Cold War order in Northeast Asia, which has

kept the Korean Peninsula divided;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era based

on a peace treaty. Yet, not only have peace talks not even started, but military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are intensifying every day. Military tensions

need to be resolved and a full and permanent peace be established with a

peace treaty.

In 1994,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fter estimating that an outbreak

of war would result in 1.5 million casualties within the first 24 hours in the

capital city alone, and 6 million casualties within the first week, gave up its

plans to bomb North Korea. Now with both sides armed with nuclear bombs

and ballistic missiles, and thus not only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the US

and Japan as possible targets, the potential casualties far exceed the

imagination. Some conservative media and politicians in South Korea and the

US instigate war saying that “we need to teach North Korea a lesson.” Yet,

we cannot risk our future on such reckless incitement that could lead to

countless casualties. The path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must involve

the end to policies of military hegemony, the immediate start of negotiations

for a peace treaty, and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The US government must give up its failed North Korea sanctions an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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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istent policies of pressuring North Korea. The party that has refused talks

so far must be the one to immediately initiate negotiations. It must also stop

all of its military show of forces, the US-South Korea War Exercises, and

rather tha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t must immediately start

negotiations to conclude a peace treaty.

North Korea must immediately stop any military actions, and must actively

respond to the negotiations related to a peace treaty.

South Korea’s role is especially important. As half of the Korean Peninsula,

it must do everything within its power to prevent a collision. The Park

administration must actively create a channel for dialogue by dispatching an

envoy to North Korea and it must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by enacting

the South-North Joint Declarations.

At the time of the armistice agreement talks, both sides agreed that within

three months they would convene a peace summit for a peaceful resolution.

Yet, 60 years later the negotiations to end the Korean War have not even

begun.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the only divided nation in the world

and the world’s region of tension.

We cannot continue with the instability of the past 60 years of the

armistice. Now is the time to end the Korean War once and for all and open

a new era of peace and cooperation.

1. Peace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must start at once

and a Peace Treaty must be signed to realize full and complet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2. All relevant countries must stop military exercises and shows of force

that damage Northeast Asia’s Peace and Cooperation and must lead efforts to

establish a peace and cooperation regime.

3. South and North Korea must fully implement South-North Korea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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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that was agreed upon and widely supported by internation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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停戦60年韓半島平和協定締結のための国際平和シンポジウム

ご挨拶

オ・ヂョンヨル
韓国進歩連帯 総会議長

皆様、心より歓迎いたします。

人が人を殺す方法はいくつあり、その数は何人になるだろうか？人が人の天賦人権

を蹂躙する方法はいくつあり、その数はまた、いくつになるだろうか？無制限に人

を殺し、無制限に文明を破壊し、無制限に人権を蹂躙する犯罪があるが、それがま

さに戦争ではないでしょうか？

その戦争は、自ずから起きるものではなく、誰かにより計画され執行されるもので

あり、どんな戦争であれ、絶対多数の被害の当事者は、常に民衆であるということ

に大きな問題があります。

太平洋戦争の戦場に、「慰安婦」性奴隷として強制動員された植民地の少女20万人

のうち、地主、資本家、親日貴族の娘が何人いただろうか？

侵略戦争に強制連行された100万人の徴用、徴兵、学徒兵のうち、地主、資本家、親

日貴族の息子が何人いただろうか？主権を失った国の民衆は、一つしかない命をこ

のように失いました。

では、侵略した国の民衆は、その侵略戦争のおかげで幸福であっただろうか？

日露戦争、抗日独立戦争、日中戦争、太平洋戦争で大日本帝国の栄光のために死ん

でいった民衆一千万人のうち、資本家、権力者、皇族貴族の息子、娘は何人いただ

ろうか？

　

国連軍の帽子をかぶり朝鮮戦争を主導した米軍は、3年1ヶ月の間に戦死かつ行方不

明、負傷等、計13万7250人の死傷者を出しました。300万もの人命を奪い、敗戦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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ベトナム戦争で犠牲になった米軍も数え切れません。奪われた彼らの命、癒されな

い傷は、誰から始まった罪悪ですか？

550万の民衆を殺傷した朝鮮戦争は、なぜ起き、誰が起こしたのか？真実は、この地

には居場所がありません。人民軍が6.25に南に侵攻し、友邦国米軍が国連軍を率いて

きて私たちを救援したと言わなければ、容共、左傾、アカとして追い込み、殺しま

した。最近の 従北窮追 もその一つです。

戦闘行為を一時中断した、1953年7月27日の停戦協定が、もうすでに60年になりまし

た。停戦協定とは、講和条約を通じて平和協定を結ぶことです。しかし、朝鮮戦争

の停戦協定だけは、4条の 停戦協定当事国は、戦闘終結の3カ月以内に停戦体制を平

和体制に転換する政治交渉をする。」という条項を守っていません。外国軍撤退と

新しい兵器導入禁止の約束にも違反し、60年間毎年、韓•米軍合同で対北戦争演習

をしてきました。そのような中で、米国の軍産複合体は、恒久的に武器市場と軍事

基地を確保しました。

世界10大経済大国である韓国は、米国のウォール街でとぐろを巻いている超国籍資

本の金貸し場になって久しいです。分断治下にある韓国の民衆は民生、民主、福

祉、名前だけ立派で、何ひとつ満足に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最も恐ろしいのは戦

争です。2013年春、朝鮮半島では戦争の導火線に火がつくところでした。万一、朝

鮮半島で再び戦争が勃発すれば、東北アジアを越え、全世界が取り返しのつかない

戦争の惨禍を被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

自ら成す「One Korea」は、世界のすべての民衆にとって幸福ですが、帝国主義と

それに寄生する事大主義権力と資本には災害であるようです。生きるために、すべ

ての民衆は国境を超越して連帯し、団結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戦争を防ぎ平和を

守るために、停戦体制を平和体制に替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停戦協定4条と10•4

南北共同宣言4条で、約束したとおりにするだけでいいのです。世界の民衆の平和と

幸福は真理であり、正義です。正義と真理の先覚者であり、開拓者である皆様 にお

会いでき、幸せです。ご滞在中、いえ永遠に、ご健勝のほどをお祈りしておりま

す。皆様、尊敬しております。愛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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停戦60年韓半島平和協定締結のための国際平和シンポジウム

ごあいさつ

　イ・ジョンヒ
統合進歩党 代表

停戦60年韓半島平和協定締結のための国際平和シンポジウムにご参加下さったすべ

ての方々に感謝の言葉をお伝えします。特に海外で韓半島と東アジアの平和のため

に努力してこられた方々に、統合進歩党を代表して連帯と歓迎のごあいさつを申し

上げます。

停戦協定が締結されて60年という歳月が流れましたが、いまだに韓半島は戦争の渦

から抜け出すことができないでいます。特に去る4月のキー・リゾルブ、トクスリ

(鷲) 訓練の期間、韓半島は深刻な核戦争の危機状況に置かれました。 米国のＢ52、

Ｂ２戦闘爆撃機と核母艦ニミッツ号など核兵器が韓半島周辺に大挙配置され、北も

ミサイルを前進配置するなど、軍事的対立が最高潮に達しました。この経験は私た

ちに、決して平和とは言えない不安定な停戦状態にこれ以上留まっていてはならな

いという教訓を残しました。韓半島の終戦を宣言し平和協定を締結して韓半島に安

定した平和体制を作ることが、今の私たちの課題です。

米国の東アジア旋回戦略は、南と北だけでなく東アジアの国々と世界の平和に対す

る深刻な脅威です。米国は北の侵略を防御するという名分で在韓米軍を駐留させま

したが、すでにその役割は、東アジアはもちろん中東までをもねらった迅速機動軍

に変わりました。中国牽制を実質的な目的とする平沢（ピョンテク）米軍基地建

設、今後米軍核母艦が入港することになる済州（チェジュ）の海軍基地建設が、当

該地域の住民たちと平和愛好国民の反対にもかかわらず、強行されました。日本の

極右勢力と手を握って日本の再武装を誘導してきた米国の一貫した態度から、私た

ちは、東アジアにおける米国の覇権維持のために韓半島分断状況が最大の名分に

なっているという歴史的事実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だからこそ、韓半島の平

和と統一の実現は、米国の東アジアに対する軍事的影響力を減少させ、東アジアの

国々の協力と平和を望む民衆の連帯により恒久的な平和と安定を作り出す上で、最

も重要なこと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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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首脳が署名した2000年の6.15共同宣言と2007年の10.4宣言は、南北が対話と交流

協力を通じて恒久的平和と共同繁栄の未来を切り開こうという内容を盛ったもので

す。しかし韓国の守旧執権勢力は、絶えずこの宣言に打撃を与え南北和解を阻もう

とします。統合進歩党は6.15宣言および10.4宣言の継承・実現に献身することを党の
主要な任務と定め、これに同意するすべての民主進歩勢力を幅広く団結させようと

努力してきました。我が民族の力で統一へと進むのだという合意、6.15宣言の国家記

念日制定、開城（ケソン）工業団地の活性化、西海（ソヘ）の平和協力地帯建設、

３者または４者による終戦宣言など、平和統一のための正しい道が、この二つの宣

言に全て盛り込まれているからです。6.15宣言と10.4宣言の履行が韓半島平和実現の

出発点であるということが、今日の討論会で幅広く共感されることを望みます。

各国から来られた学者の皆さんと平和運動家の皆さん、国籍と肌の色は違います

が、平和を望む志を共にする私たちは同志です。韓半島と東アジアの平和を作り出

すために、一緒に力を集中していきま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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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 別 講 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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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韓アメリカ軍の撤収と和平協定に向けて

朝鮮戦争の休戦協定記念日

2013年7月27日

韓国民衆に対するアメリカの戦争

平和のためのメッセージ

ミッシェル チョスドスキーより

1953年 7月 27日 休戦記念日 60周年記念式

1953年 7月 27日、休戦記念日は韓国において記念すべき日です。

この日は、国家統一と主権のため、歴史的な努力をしたことを記念する日です。

私は、2013年 7月 27日 休戦記念日の60周年記念式に参加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私は平和と統一の議論に貢献するこの機会を得たのは“反戦、平和実現の国民活動”

のおかげです。

休戦は交戦国の戦いを中止するための条約です。それは、戦争の終結を意味しませ

ん。

1953年休戦協約の交戦当事者、アメリカは過去60年の間、持続的に北朝鮮に戦争を

仕掛けると脅威しました。

アメリカは絶えず休戦協約を違反しました。アメリカはまだ戦争中だと思っており

ます。欧米のメディアと国際社会は無視してきましたが、アメリカは平和協定の第

13条b項を50年以上守らず活発に北朝鮮を標的として核兵器を開発しております。

協定は有効です。アメリカは今だに北朝鮮と交戦中です。休戦協定は和平協定では

ありません。和平協定は結ばれてお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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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は国連の権限の利用し、韓国に37,000人のアメリカ軍が滞在することを正当

化するために休戦協定を使い、そして、連続的・進行中の軍事的脅威の環境を確立
しました。“潜在する戦争”の状況は過去60年間続いています。韓国のアメリカ軍基

地は、永久にアジアの大陸に基盤を持つたった一つのアメリカ軍であることを世間

に知らしめることが重要です。

この場にいる我々の目的は、重要な和平条約を要請することで、1953年7月27日に署

名された休戦協定を無効にするだけではなく、より早く韓国からアメリカ軍を撤収

させ、韓国統一の基礎を築くことです。

歴史的観点から見た休戦記念日

この記念式は、ワシントン政府の「アジアピボット」の一部として、韓国だけでな

く、中国とロシアにも向けられた増大する米国脅威を考慮すると重要です。アフガ

ニスタンとイラクの不法占拠は言うまでもなく、リビア、シリアの米国-NATOとの

戦い、イランに向けた軍事的脅威、イスラエルに対するパレスチナ人の長年の闘争

など、米国は、サハラ以南アフリカの戦いおよび暴動を支持しました。

1953年7月27日の休戦記念日は、アメリカがリードした戦争の歴史のなかでも重要な

日です。1940年代の後半公式的になったトルーマン・ドクトリンの下、朝鮮戦争

(1950-1953)は、軍事化のグローバル進行とアメリカ軍主導の戦争の舞台となりまし

た。和平協定の"Peace-making"は、こうしたワシントンの"war-making"アジェンダ

と矛盾しています。

ワシントンはグローバルな軍事のアジェンダを公式化しました。

Wesley Clark (Ret)大将はペンタゴン高官の言葉を引用、こう語りました。

「私たちは5年間、7か国、イラクから始まりシリア、レバノン、リビア、ソマリ

ア、スーダン、そして最後にイランまでを手中に収める」

朝鮮戦争(1950-1953)は、「冷戦」と呼ばれた時代、まさにその最初に起きたもの

で、第二次世界大戦が終結した後、米国によって試みられた最初の大きな軍事作戦

でした。

多くの点で、それは第二次世界大戦の継続でした。日本の植民地解放の次の日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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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は、新しい植民地としてアメリカへ譲渡されました。

ポツダム会談(1945年７－8月)では、アメリカとソ連は38度線に沿って朝鮮の分割を

決定しました。

米国の力の下の韓国には”自由”はありません。全くその反対です。

1945年8月15日に日本から解放された3週間後である1945年9月8日に、韓国にアメリ

カ軍政府が設立されました。さらに、韓国の日本人政府関係者は、この変化を保証

する際にホッジ将軍の率いる米陸軍の軍政(USAMG)(1945-48)を支援しました。韓国

の警察とソウルの日本人植民地管理者は、新しい主君の仕事が円滑に進むように働

きました。

当初からアメリカ軍政は、土地分配、労働者の権利を保護する法律、最低賃金法お

よび南北朝鮮の統一を含む主な社会改良をしようとした朝鮮人民共和国(PRK)の臨時

政府を認めませんでした。

PRKは、「アメリカ、USSR、イングランドおよび中国との緊密な関係および国内事

情に支障をもたらすどのような他国の影響にも肯定的な野党の確立」を要求する反

植民地権限とは非同盟でした。(Hart-Landsberg, Martin (1998). Korea: Division,

Reunification, & U.S. Foreign Policy. Monthly Review Press. pp. 65?6).

PRKはUSAMGによって1945年9月に軍事法令によって廃止されました。

民主主義はなく、解放はない、独立もありません。日本は敗れた帝国として扱われ

ましたが、韓国はアメリカ軍政および米国の駐屯軍の下で統治される植民地として

認識されました。

アメリカによって選出された李承晩（イ・スンマン）は、ダグラス・マッカーサー
将軍の自家用機で1945年10月にソウルへ入りました。

朝鮮戦争 (1950-1953)

朝鮮戦争の間に行われた韓国の国民に対するアメリカ軍による犯罪およびその後遺

症は、近代史において先例があ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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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らに、これらの1950年代に犯した非人道的犯罪を、アメリカの政府が支持したこ

とを理解することは重要です。この数年にわたって世界の異なる地域で”殺害のパ

ターン”の充実化、およびアメリカによる人権侵害に寄与しました。

朝鮮戦争も、政治的な反体制派のターゲットとされた暗殺の実行が特徴でした。そ

れは、インドネシア、ベトナム、アルゼンチン、グアテマラ、エルサルバドル、ア

フガニスタン、イラクなどの多数の国々を含む国において、CIAによって継続的に

実行されました。

これらのターゲットの殺害は、常にCIAの指示で委託され、アメリカが後援する代

理政府あるいは軍事独裁によって実行されました。昨今、アメリカ国会によって“合

法化された”民間人暗殺は”新しい常識”になりました。

1952年に出版されたI.F. Stoneの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　による

と（朝鮮戦争のまっただ中）、アメリカは故意に口実や偽りの行為を見つけ出し、

北朝鮮が38度線を超えて戦争を仕掛けるように誘導したとあります。

「[I. F. Stone本引用]朝鮮戦争の起源に関する疑問として、アメリカ政府が国連を操

り、和平会談を邪魔することによってアメリカ軍および韓国の寡頭政治を長引かせ

た痕跡があります。(Jay Hauben, Review of I.F. Stone's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 OmnyNews, 2007,

http://www.globalresearch.ca/the-hidden-history-of-the-korean-war/5342685)

I.F. Stoneの言葉を借りると、ダグラス・マッカーサー将軍は“平和を回避できるこ

とは何でもした”

アメリカによる戦争は“自衛”および先制攻撃の外套の下で行われます。I.F. Stoneの

マッカーサー将軍に関する歴史上の言葉と同じくして、60年後、米国のバラク・オ
バマ大統領および国防長官チャック・ヘーゲルは“平和を回避できることのは何で

もしている”と言えるでしょう。

敵に「引き金を引かせる」ように刺激することはアメリカ軍の原則として確立され

ました。これは侵略者に「自己防衛」に基づく介入の口実を提供する「戦争口実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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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を作ることです。1941年に日本がハワイの真珠湾を攻撃したのも、アメリカの

官僚が先に得た情報で騙し刺激した結果起きたことです。真珠湾奇襲攻撃でアメリ

カが第二次世界大戦に介入することが正当化されたのです。

共産党の北ベトナムと戦争することを大統領リンドン・ジョンソンが容認するトン
キン湾決議の採択によって1964年8月のトンキン湾事件はアメリカが北ベトナムで戦

争を起こした名目だった。

I.F. Stoneの分析は「一般に伝わっている」ことに反駁します。それは、ソ連が朝鮮

半島全体に影響力を及ぼしたいため、ソ連が下した指令を受け1950年6月25日に北朝

鮮が始めた攻撃で、正当な理由がなく、それで韓国はもちろんアメリカと国連も完

全に驚かされたということでした。

しかし、それは驚きでしょうか。異なる4箇所に同時に70台の戦車を動因する70,000

人による攻撃は、驚きでしょうか？

Stoneは韓国人、アメリカ、および国連に6月25日の前に何が知らされていたかを伝

える最新の報告書を集めまています。米国CIAの海軍提督H.Hillenloetterは、報道を

許可すると述べて話しました。「アメリカの情報機関は知っていました。「今週あ

るいは来週に侵入するムードが北朝鮮に漂っていたことを知っていまし

た。”(p2)Stoneは「アメリカの主要軍事評論家であり、ペンタゴンに精通している

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のHanson Baldwinは「[アメリカ軍ドキュメント]は6月初旬

に38度線に沿って北朝鮮の軍隊が顕著に連隊を集結させていることを表している」

と伝えた。(p. 4)

どのように、またなぜ、アメリカの大統領トルーマンは、6月27日に、あんなに早

く、アメリカ軍が韓国で戦うことを決定できたのか？とStoneは主張しています。韓

国で戦争をアメリカ政府と軍もいるし、東アジアの不安定はアメリカの興味でもあ

る。('The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 by I.F. Stone, book review by

Jay Hauben)

フランスLe Nouvel Observateurの編集者Claude Bourdetによると：

「Stoneの主張が正しいなら、私たちは全体の戦史で最も大きな詐欺行為の渦中に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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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状態です。欺瞞の無害な不正行為の疑問だけではなく、深刻な策略が可能なとき

に意図的に平和を妨げるのに使われています」('The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 by I.F. Stone, book review by Jay Hauben)

著名なアメリカの作家Leo HubermanとPaul Sweezyの言葉：

「…我々は李承晩が、故意に北朝鮮が力ずくで38度線を越えることを願って刺激し

たと結論を出しました。北は罠にはめられたのです」(Ibid)

1950年6月25日、国連安保理決議82の採用により、ダグラス・マッカーサー将軍は占
領された日本における連合国軍の最高司令官(UNCOM)に指名されました。Bruce

Cumingsによると、朝鮮戦争は「退屈なほど第二次世界大戦時に日本帝国に対した

空中戦と酷似していて、同じアメリカ軍のリーダーが指揮を執った」そのリーダー

にはダグラス・マッカーサー将軍とカーチス・ルメイ将軍が含まれている。

韓国に対してのアメリカの戦争犯罪　

朝鮮戦争(1950-1953)中にアメリカ軍による広範囲な犯罪が行われました。核兵器は

朝鮮戦争中に使用されませんでしたが、第二次世界大戦中に行われた“民間人の虐

殺”の戦略は普及されました。罪のない民間人を殺す政策は、第二次世界大戦の最後

の週にアメリカや英国の軍隊によって、広範囲なドイツ都市に空襲および爆撃を通

じて行われました。皮肉なことに軍事目標は保護された。

軍を標的とした名目の下で行われた民間人虐殺という非公式的な原則は、朝鮮戦争

中と後遺症にもアメリカ軍の特徴として浮き彫りになりました。Bruce Cummings

によると、

1950年8月12日USAFは、625トンの爆弾を北朝鮮に落としました。2週間後に、毎日

の積載量は約800トンまで増加しました。米国の軍用飛行機は、第二次世界大戦に太

平洋に落とした量より多くのナパーム弾および爆弾を北朝鮮に落としました。

38度線より北の地域には広範囲な絨毯爆撃が行われ、その結果78箇所の都市と千個

の村が破壊され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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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53の朝鮮戦争]に関して払拭不可能なことは、最初に北朝鮮の大きいダムを

破壊し、広範囲で連続的な爆撃(主にナパーム弾)攻撃で、核や化学兵器を使用す

ると脅すアメリカの異常なまでの北朝鮮に対する空中戦でした。

結局、北朝鮮の建物は大方破壊されました。(Bruce Cumings, Korea: Forgotten

Nuclear Threats, 2005)

William F Dean所長は「自分が見た北朝鮮の大体の都市と町は破片と白い埃で包ま

れていたと報告しました」(Ibid )

北朝鮮に爆弾攻撃を仕掛けたアメリカのCurtis LeMay少将は図々しくもこう語りま

した。「3年以上の任期中、人口の20%を殺した。我々は北朝鮮と韓国のすべて

の町を燃やした」

Brian Willsonによると：

1950-1953年、長くて「熱かった」37ヶ月の間、38度線より北にいた人口8-900万人の

うち30％近くが亡くなりました。おそらく、戦争中に一つの国家により行われたこ

とで、こんなに死亡率が高いことはないでしょう」(See Brian Willson,Korea and

the Axis of Evil, Global Research, October 2006)

韓国に滞在するアメリカ軍と広範囲な戦争犯罪も、韓国の真実と和解委員会によっ

て文書化されました。

ROK情報筋によれば、100万人に近い民間人が朝鮮戦争中に韓国で殺されました:

「朝鮮戦争の初期に、韓国人同士による大量の処刑などを、アメリカ官僚が観察し

て写真を取り、秘密裏に報告していました。100,000人以上の左翼とそれを支持す

ると思われる者は、1950年中盤には起訴や裁判なしに何週間か後には秘密裏に殺

さ れ ま し た 」 ( A P 通 信 社 報 告 書

http://www.globalresearch.ca/us-coverup-extrajudicial-killings-in-south-korea/951

8)

第二次世界大戦中に、イギリスは人口の0.94%、フランスは1.35%、中国は1.89%、ア

メリカは0.32%を失いました。朝鮮戦争中に、DPRKは人口の25%以上を失いま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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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

(1950年前、北朝鮮の人口は8-900万でした。アメリカの情報によると、北朝鮮で155

万の民間人が死んだが、215,000人がの戦闘死である。失踪が12万で戦争中負傷者は

30万だ(ウィキペディア)。

韓国の軍事情報によれば、死亡/負傷/失踪した人は250万人で、その中で99万が韓国

人だったという。(別の資料では死者が350万に上るという)

北朝鮮：世界平和の脅威?

過去60年間、ワシントン政府は北朝鮮が政治的に孤立するように努力しました。そ

れは、北朝鮮の産業基盤と農業を含むその国家経済を不安定にしました。それは、

韓国の統一の進行を徐々に弱めました。

韓国でアメリカは全政治制度に関する強圧を維持しました。それは、李承晩を指名

する最初からアメリカに莫大的な利益を与える非民主的で弾圧を強める政府の形成

を確保するためです。

韓国でのアメリカ軍の滞在も、経済と軍事政策に影響を与えるためです。

アメリカ人に重要な質問があります。どのようにアメリカの攻撃で人口の4分の1

を失った国がアメリカ本国を脅かせるでしょうか?

間近の国に37,000人のアメリカ軍が滞在しているのに、どのようにアメリカを脅かす

ことができますか？

歴史的な戦争犯罪を被り、北朝鮮の人々はどのようにアメリカの脅威を見ているの

でしょうか。朝鮮戦争中に家族を失っていない北朝鮮の家族はいません。

朝鮮戦争は第二次世界大戦が終わった直後にアメリカが主導して起こした初戦争で

す。

アメリカとNATO加盟国は「戦後時代」と呼ばれる時期に世界の重要な地域で戦争

を仕掛けたり軍事介入を行ったりして、アメリカは世界の平和と民主主義を守ると

いう名目で数百万人の民間人の死亡を誘導した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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戦争プロパガンダ

嘘は真実になります。

現実は下から上へ、逆さまにされます。

歴史は書き直されます。北朝鮮は脅威として考えられています。

アメリカは侵略国ではなく“被害者”です。

これらの概念はマスメディアから供給される戦争プロパガンダの一部です。

朝鮮戦争の休戦以来、アメリカがリードしたプロパガンダは、冷酷なことに韓国と

北朝鮮の対立および分裂に寄与し、DPRKをROK国家安全保障を脅かすものとしま

した。

恐怖と威嚇に満ちた雰囲気の蔓延は、アメリカの“平和作りの役割”を韓国人が認知

するように強要しています。世論の目には、37,000名のアメリカ軍の存在はROKの

安全のために“必要”であると認識されていました。

アメリカ軍の駐在は、北朝鮮の攻撃から“ROKを保護する”ことだと報道されます。

同様に、プロパガンダ攻勢はアメリカの干渉政策の合法性を保持する目的で韓国社

会内の不一致を招こうとしています。こうした行為の目的はつまり、分裂させるこ

とです。うんざりするほど繰り返された“北朝鮮の脅威”という言葉は、韓国はひと

つの国家、ひとつ歴史を持つ国家であるという意識を弱めます。

「トルーマン・ドクトリン」
歴史上、第二次世界大戦の結果として、トルーマン・ドクトリンは1948年外交政策

アドバイザーGeorge F. Kennanによって初めて公式化され、国務省ブリーフはアメ

リカの膨張主義の冷戦構造を確立しました。

この1948年のドキュメントは、冷戦時代の“封じ込め”から“先制攻撃”戦争まで、ア

メリカ外交政策の連続したものです。そこには、アメリカが軍事的手段によって経

済・戦略的な支配を求めるべきであると丁寧に述べられ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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更に、私たちは世界人口の6.3%しかいないのに、世界の富の約50%を持っている。

この不公平は私たちと、特にアジア人の間で大きくなっている。このような状況の

中で、私たちはきっと羨望と憤慨の対象になる。未来に向かう私たちの任務は、国

家安全に明白に損害を与えないで今の不公平を維持できる関係を築くことだ。そ

うするために我々は、感情と想像にふけっている場合ではなく、国家の目的を威

嚇するすべてのものに集中すべきだ。我々は今我々に利他主義と世界に恩恵を与

える余裕があるなどと、自分たちを騙す必要はないのだ。(…)

この状況に直面して、私たちは今、極東に関する思考を強調した多くの概念を取り

除いたほうがいいでしょう。私たちは、“好かれる”という願望、あるいは、高潔

で国際的な利他主義を捨てるべきです。私たちは兄弟を守る人の立場をやめ、道

徳的でイデオロギー的な助言をすることを慎んだほうがいいでしょう。我々は現実

的ではない目標、たとえば人権、生活水準の向上、民主化など、極東のために曖昧

なことを言うことをやめたほうがよいでしょう。我々が徹底した力の概念で物事

を進めるときは、そう遠くない未来です。理想主義のスローガンによって妨げら

れることは少ないほどよいのです。(George f. Kennan, 1948 State Department

Brief)

1946年に国連が発足されて以来、独立および有力な国際機関としての国連システム

の計画された分裂は、アメリカ外交政策の計画段階でした。その計画された消滅は

1948年に定義されたトルーマン・ドクトリンの核心部分でした。

ワシントンは国連の役割の縮小や最後にはシステムが崩壊することを狙いながら、

国連を当初から利益のために利用しようとしました。George Kennanは、

「時々、国連は役に立ちました。しかし、問題を解決するより多くの問題を引き

起こし、私たちの外交努力を分散させました。また、国連を政治的目的で利用し

ようとすると、我々はいつか我々に危険を及ぼす武器と関わることになります。

この状況は最も注意深くしなくてはならない研究であり、洞察です。(George

Kennan, 1948)

公式的に「国際社会」のために努力したのにもかかわらず、ワシントン政府は国連

に口先だけの好意を述べました。近年、機関としての役割を弱めようとしていま

す。第一次湾岸戦争以来、国連は十分な思考をせずにアメリカに賛同する動きを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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せました。国連は、国連の宣言を破りながら英国系アメリカンの侵略者が平和防衛

作業の代わり実行するアメリカの戦争犯罪に目を瞑りました。

韓国と東アジアにおいて適用されたトルーマン・ドクトリン

トルーマン・ドクトリンは、1945年8月に広島と長崎の核攻撃で口火を切ったポスト

第二次世界大戦のアメリカ軍事戦略でした。

戦後日本の植民地だった東アジア諸国は、韓国(1910年日韓併合条約により韓国は日

本に併合される)をはじめとした日本の植民地帝国をアメリカがのっとりました。

第二次世界大戦で日本帝国が降伏したことにより、東と東南アジアを貫通するアメ

リカの影響力は日本の「大東亜共栄圏」の中に確立されました。

アメリカの影響力圏内には、フィリピン(第二次世界大戦中に日本に占領していた

が、アメリカが奪う)、タイ(第二次世界大戦中の日本が執権)、インドネシア(第二次

世界大戦中に日本によって占領されていたが、1965年にスハルトの軍事独裁の設立

によりアメリカの代理州になる)が含まれています。アジアでアメリカが影響力を与

える範囲は、かつてフランスの植民地であり、第二次世界大戦中に日本軍によって

占領されたベトナム、ラオスおよびカンボジアまで拡大されました。

アメリカのアジアでの覇権は、日本、フランスおよびオランダの植民地支配にあっ

た国々に影響力を確立して広まっていきました。

連続性：トルーマン・ドクトリンから新保守主義まで

ブッシュ政権の新保守主義アジェンダは、(二党)“戦後”外交政策フレームワークの頂

点として見られるべきです。それは、拷問、強制収容所、および一般市民に向けら

れた、禁止された武器の広範囲な使用を含む、戦争およびの立案に基礎とまりま

す。

韓国、ベトナムおよびアフガニスタンからCIAまで、ラテンアメリカと東南アジア

で軍事クーデターを支持した、「トルーマン・ドクトリン」の下で最初に公式化さ
れるように、目的はアメリカ軍事的覇権およびグローバルな経済支配を保証するこ

とで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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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しい政策の違いにもかかわらず、連続の民主党・共和党政権は、60年以上、Harry

TrumanからBarack Obamaまでこのグローバルな軍事のアジェンダを実行しまし

た。

アメリカの戦争犯罪と残酷行為

我々が取り扱おうとしているのは犯罪的なアメリカの対外政策議題です。犯罪化は

一人もしくはそれ以上の国家指導者に限られ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これは国家全

体のシステムと関係があります。これはアメリカの外交政策樹立の背景にある協力

的な企業の利害、ワシントンのシンクタンク、軍事設備に資金を流す債権者団体だ

けではなく、様々な民間人と軍事機構がかかわっていることなのです。

1950年朝鮮戦争をはじめ、中東と中央アジアに戦争が広がっている期間は、一千万

人以上の人々を死に追いやる戦争犯罪につながっています。一千万人の中には、貧

困と飢餓と病気で亡くなった人は含まれていません。戦争犯罪はアメリカとその外

交機構の犯罪化の結果です。

我々は個人的な戦争犯罪と関係のあるものだけを扱うのではありません。むしろ別

の水準で進行している意思決定権を含む課程、犯罪実行命令、そして確立されたガ

イドラインと処理手続きを扱っているのです。

ブッシュとオバマ政権が過去アメリカが支援した歴史的な犯罪と残酷行為に関して

異なる点は、強制受容所・選別暗殺・拷問施設が、今では、全世界でテロとの戦争

を維持し西洋民主主義を拡散させる合法的な武力介入の形態で認められている点で

す。

朝鮮戦争の歴史的な意味：アメリカの全世界戦争プロジェクト

朝鮮戦争は、その後アメリカ軍の武力介入の場を設けました。朝鮮戦争は半世紀に

わたりアメリカ主導の戦争、特殊作戦、クーデター、秘密作戦、アメリカが支援す

る反乱と体制転換など、第二次世界大戦以降「アメリカ軍のロードマップ」の初段

階でした。

全世界戦争プロジェクトはすべての重要な地域において、アメリカの地域司令部に

よって実行されました。主権国家を転覆しようとするCIAの秘密作戦も、そこに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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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ちろん含まれています。全世界支配プロジェクトはトルーマン・ドクトリンに
よって初めて樹立されました。全世界支配プロジェクトは冷戦が終結した後、新保

守主義時代に国防省がアメリカの「長期戦」と名づけたことが事の始まりです。

我々が話そうとしていることは世界戦争、全世界に対する占領手順、軍事化と企業

の膨張主義です。企業の膨張主義が動力なのです。「経済的な占領」は情報作戦と

軍事作戦の支援が共にあるときに可能になります。財政と金融が不安定化していく

主権国家を狙った、経済的な戦争のもう一つのメカニズムです。

ジョージブッシュが大統領選挙に出馬する以前、2000年ワシントンの新保守主義の

シンクタンクである新アメリカ世紀プロジェクト(Project for a New American

Century, PNAC)は、アメリカ軍に重要な任務を4つ作り出しました。

oアメリカ本土を保護すること

o同時多発的な圏域別戦争を戦い、決定的に勝利すること

o重要地域で安保環境を形成することに関連して、「警察の役割」を果たすこと

o軍事政変を利用するようにアメリカ軍を転換すること

ブッシュ大統領の国防副長官ポール・ウォルフォウィッツ、国防長官ドナルド・ラ
ムズフェルド、副大統領ディック・チェイニーは、2000年大統領選挙前に新アメリ

カ世紀プロジェクトの青写真を要求しました。

新アメリカ世紀プロジェクトは、アメリカの支配戦略のロードマップの全体像を描

きました。

新アメリカプロジェクトは「中央アジアから中東に渡って前進基地の配置を要求

し、潜在的な競争者とアメリカの自由市場経済の代わりになるものは、それはどん

なものでも窒息させ、全世界でのアメリカの経済的な支配を保障する」内容です。

地域戦争とは違い、いわば「警察の役割」は懲罰的な爆撃や特殊部隊の派遣などを

含む様々な軍事介入を通して、世界の警察になるというものです。こうした警察の

役割は、イランに対するアメリカの戦争計画の初段階から考慮されました。警察の

役割は地域戦争に対する「対案」として適用できる臨時的な軍事介入な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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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アメリカ世紀プロジェクトは見かけだけではありません。これらの目標はかなり

軍事的です。その文書には平和維持や民主主義の拡散に対するアメリカの役割は一

言も語られていません。(Rebuilding America`s Defenses, Strategy, Forces and

Resources for a New Century, The PNAC website :

http://www.newamericancentury.org

アメリカ軍の韓国占領、東アジアの軍事化

ワシントンは究極的に北朝鮮を孤立させるために、韓国と北朝鮮の間だけではな

く、北朝鮮と中国の間にも政治的な分裂を起こすことに血眼になっています。韓国

のアメリカ軍は中国に対した軍事的な封じ込めの一環として使われています。ワシ

ントンは隣国間の不和を誘発する戦争だけではなく、政治的な分裂も形成しようと

しているのです。(1980年代、イランとイラク戦争、インドとパキスタンの対立など

がその例)

国連の指揮権委任

虚偽の国連委任の下、韓国のアメリカ軍は60年間も健在です。

しかし、国連はこんな指揮権を公式的に承認してはいないのです。このような委任

は国連安保理の決定なしにアメリカによって行われたことです。1994年国連事務総

長、ブトロス・ガーリは、北朝鮮の外務長官に送る手紙に「安保理は安保理指揮下

の機構として統合司令部を作らず、ただ1950年にアメリカの指揮下にそそのような

司令部を置くことをすすめたたけだ」と明かしました。

韓国ーアメリカ連合司令部

韓国はいまだにアメリカ軍の軍事的占領下に置かれています。朝鮮戦争以降、休戦

協定以降韓国軍はいわば国連司令部の管轄の下に置かれました。このような措置

は、韓国軍のすべての部隊が事実上アメリカ軍の司令部の指揮下にあることを意味

します。1978年に韓国とアメリカ両国の連合指令部(CFC)が創設され、これはアメリ

カ軍の大将によって指揮されました。それによって、いわば国連司令部と関連して

実質的な変化が発生しました。今も韓国軍はアメリカ軍大将の指揮を受けているの

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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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米連合司令部は、元々アメリカは戦時作戦統帥権を韓国に変換する2015年に解体

される予定でした。しかし、このような日程は韓国の国防力を弱めるという恐れを

引き起こしました。こうした変化は北朝鮮から好戦的な言葉が増加することによっ

て現れました。

朴槿惠(パク・クネ)大統領は、将校たちからブリーフィングする際に、北朝鮮の挑発

に即時に、そして強力な反撃を注文しました。朴大統領は北朝鮮の威嚇をシビアに

受け取り、政治的な考慮のない反撃を強調したのです(Chosun Ibo, April 13, 2013)

韓国滞在アメリカ軍(USFK)

韓国に滞在するアメリカ軍(USFK)は、1957年に創設されました。韓国に滞在するア

メリカ軍は太平洋司令部に所属しており、これは彼らがロシアと中国を含む第3国を

攻撃するために配置していることを意味しています。韓国駐在アメリカ軍は、公式

的には28,500が所属しています。2013年4月現在、アメリカ国防省の確認によると、

韓国に駐在しているアメリカ軍には、37,000名のアメリカ軍が配属されています。

彼らは1978年に創設された連合司令部とは区別されています。連合司令部はアメリ

カの大将が司令官、韓国軍の大将は副司令官を勤めています。(See United States

Forces Korea | Mission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現在韓国駐在のアメリカ軍司令官はJames D. Thurman大将です。(See also United

States Forces Korea | USFK Leadership)彼は連合司令部と国連司令部の司令官を

兼任しています。韓国の陸海空軍は公式的には正規軍が60万名で、予備役は200万人

を超えます。彼らはアメリカ大将の指揮下にあります。

これが意味することは、アメリカ軍司令部は37,000人の韓国駐在アメリカ軍以外に

も、すべての韓国部隊を統帥するということです。したがって、韓国軍は自分の

部隊を統帥できず、海外の軍隊、つまりアメリカの利害に奉仕しなければならな

いのです。毎年韓米両軍が北朝鮮に向けて軍事訓練を行います。

この軍事訓練は北朝鮮に対する在来指揮戦争と核戦争を想定し、休戦協定日にあわ

せて7月下旬に行われます。



- 172 -

韓国の西海岸と済州(チェジュ)に配備されたアメリカ軍基地は、中国に対する封じ込

めの一環です。韓米連合司令部による韓米両軍の協定の観点からみると、アメリカ

軍司令部の指揮下ににある韓国軍は、駐韓アメリカ軍と太平洋司令部が共同作戦を

広げる別の地域にも配備できるのです。

韓国はアメリカ武器産業の輸入大国です。ここ4年間、韓国は全世界の中でアメリカ

の武器輸入国として4位になり、これは韓国武器購入の77%を占めます。このような

輸入武器の費用は、韓国の納税者が支払っているのですが、実際には武器は連合司

令部のアメリカ軍の管理の下にあるのです。

最近朴大統領は北朝鮮に対して先制攻撃を示唆した。

「軍統帥権者としても私は北朝鮮による突発的で奇襲的な挑発において北朝鮮と直

ちに対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軍隊の判断を信頼する」ロンドン通信による

と、「ためらわず国民の安全を保障する義務を果たしてほしい」と述べた。

国防長官も積極的な北朝鮮に対した抑制を約束し、北朝鮮の核武器やミサイル施設

に対した先制攻撃を考慮しているように見えた。(U.S.- S. Korea Military

Gameplan | Flashpoints | The Diplomat, April 4, 2013)

韓国の核問題、誰が誰を威嚇したのか？

歴史的な背景：広島や長崎：1945年8月6日と9日

アメリカの初期マンハッタンプロジェクト時代の核武器原則は、「抑制と相互破壊

の保障」(MAD)という冷戦の概念に基づいていません。

韓国と関連するアメリカの核武器原則は、多数が市民の犠牲となった広島と長崎の

核攻撃以降に樹立されました。

戦略的な目標は数十万名の死者を出した大量死者プログラムを実行することです。

このような目標は軍事的占領の手段として敵国全体を恐怖に落とすものです。軍事

的目標は重要な目的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広島は軍事基地のある都市であり、市

民は目標ではなかったという公式的な名目の下、両面的な打撃は市民の大量虐殺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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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当化しました。

トルーマン大統領は

「我々は歴史上最も恐ろしい爆弾を発明した。この武器は日本に対して使用する。

我々はこの爆弾を軍事的目標と軍人、船員に対して使用するが、女性と子どもに

は使用しない。いくら日本人が野蛮で残忍で、無慈悲で、狂的だとしても、我々

は世界の共同福祉の指導者としてこの爆弾を古代の首都や現代の首都には使用

しない。目標は完全に軍事的なものだ。この爆弾は今まで開発したものの中で最

も恐ろしいものだが、最も有用に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President Harry S.

Truman, Diary, July 25, 1945)

「世界は始めての核爆弾が広島軍基地に落とされたことを知っている。我々は可能

な限り民間人の被害を回避しようとした」(President Harry S. Truman in a radio

speech to the Nation, August 9, 1945)

アメリカ政府と軍隊の上層部にいる人間は、誰一人も広島が軍基地だったことを信

じてはいませんでした。トルーマンは自分とアメリカ世論に嘘をついたのです。今

現在、日本に対する核兵器の使用は戦争を早期終結させ、人命を助けるために不可

避な犠牲だったと正当化しています。

広島原則は韓国に適用された：アメリカの核武器は韓国に配置され、備蓄されて

いる

朝鮮戦争当時、アメリカは北朝鮮に対して核兵器の使用を考慮しました。当時ソ連

が朝鮮戦争10ヶ月前に始めて核兵器実験を行いました。ソ連の核兵器保有は、必然

的にアメリカが朝鮮戦争で核兵器を使用することを抑制させました。

朝鮮戦争開戦直後、北朝鮮に対するアメリカの核兵器政策において転換が起きたの

です。中国とソ連など、冷戦時代に核保有国が介入しないという想定のもと、アメ

リカは北朝鮮に対する核兵器の先制攻撃を考慮しました。

朝鮮戦争が終わって何年もしないうちに、アメリカは核弾頭を韓国に配備し始めま

した。1956年に議政府と安養が核兵器配備地域として検討されて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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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の核兵器の韓国配備という決定は、戦争当事者に新しい武器の朝鮮半島へ

の搬入を禁止している休戦協定代13条d項に対する図々しい違反という点に注目すべ

きです。

朝鮮戦争が終わった後、4年6月が過ぎた1958年1月から5個の武器システムを備えた

核兵器が、実際に韓国に配備され始めました。5つのシステムはthe Honest John

surface-to-surface missile, the Matador cruise missile, the Atomic-Demolition

Munition (ADM) nuclear landmine, and the 280-mm gun and 8-inch (203mm)

howitzerなどです。(see The nuclear information project: US Nuclear Weapons

in Korea)

また、The Davy Crockett projectileが1962年7月と1968年6月の間に韓国に配備され

た。これはたった34.5kgの重さを持ち、核弾頭は0.25キロトンの爆発力を持っていま

す。1958年3月に爆撃機用の核爆弾が導入されました。続いて1960年7月と1963年9

月の間に三つの地対地ミサイルシステムが搬入されました。(Lacrosse, Davy

Crockett, and Sergeant)対空兼地対地ミサイルであるdual-mission Nike Hercules

が1961年1月に到着し、155-mm Howitzerが1964年10月に搬入されました。核兵器備

蓄の絶頂期には、約950個の核弾頭が韓国に配備されたのです。

四種類が数年の間に韓国に配備された反面、残りは数十年の間に配備されました。

8-inch Howitzerは1991年後半まで維持され、アメリカが公式的に認めた33年にわた

るアメリカ軍の韓国核兵器配備期間の間存在した、唯一の核兵器です。最後まで配

備されていた核兵器は、空中で爆発する爆弾です（B61)。核砲弾である155-mm

Howitzerも最後まで残されました。

公式的にアメリカの核兵器は33年間韓国にありました。韓国の核兵器は北朝鮮だ

けではなく中国とソ連にも向けられていました。

韓国の核兵器プログラム

韓国へのアメリカの核弾頭配備と平行し、韓国は1970年の初頭に自らも核兵器開発

計画に着手した。公式的な説明によると、アメリカは韓国が核物質を生産する前に

1975年5月朴正煕(パク・チョンヒ)政権が核兵器開発計画をあきらめ、核拡散防止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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約に加入するよう圧力をかけました。(Daniel A. Pinkston, "South Korea's Nuclear

Experiments," CNS Research Story, 9 November 2004, http://cns.miis.edu.)

しかし、韓国の核兵器開発計画は北朝鮮を威嚇するために、アメリカの核兵器配置

の一環としてアメリカの監督の下、1970年代の初頭に始まったのです。

さらにこの計画が1978年に公式的に終了した後、アメリカは韓国軍の核兵器使用を

訓練させただけではなく、韓国の核科学技術を促進させました。忘れてはならない

のは、韓米連合司令部の協定により、すべての韓国軍部隊はアメリカ大将によって

指揮される連合司令部の管轄に置かれていることです。その意味は韓国軍によって

設置された軍施設は、すべて韓米両国の共同施設ということです。韓国には合計27

箇所のアメリカ軍施設があります。(See List of United States Army installations

in South Korea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韓国で核武器の公式的な撤去

アメリカ軍の資料によると、韓国で核武器の撤去は1970年代の中盤に始まりまし

た。

烏山空軍基地の核兵器庫は1977年の末に閉鎖されました。核兵器は減り始め、韓国

で1976年には約540個の核武器があったのですが、1985年には150個の核砲弾と爆弾

に減りました。1991年まで大統領の主導的な核兵器政策(Presidential Nuclear

Initiative)により約100個の弾道が残っていましたが、1991年待つまでにすべて撤収さ

れました。(The nuclear information project: withdrawal of US nuclear weapons

from South Korea)

公式発表によると、韓国における核兵器撤去の時期は、1991年12月であります。

アメリカ本土と原子力潜水艦で北朝鮮に対する核攻撃を計画する

韓国からの核兵器の撤収が北朝鮮に対する核攻撃の威嚇を緩めたわけではありませ

ん。反対に核弾頭の配備戦略が変化しました。北朝鮮の重要都市は、韓国の核基地

ではなくアメリカ本土と原子力潜水艦に配備された核兵器の標的になり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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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から核兵器が撤収された後、Seymour Johnson空軍基地の第4戦闘飛行団が北

朝鮮に対する核兵器攻撃任務を任せられました。そのときから北朝鮮に対する非

戦略的な核兵器攻撃任務は、アメリカ本土の戦闘飛行団が責任を持つことになった

のです。

「我々は韓国シナリオによって韓国での戦争を予行演習した。韓国シナリオは核

兵器の使用に対するNational Command Authorityの決定を予行演習するように

なっている。我々は爆撃機に戦術核兵器を搭載するため、航空機・乗務員・核兵器
搭載装置などを識別した。(Ibid)

15分以内に目標物を攻撃できる海上弾道ミサイルであるTrident D5が駐韓アメリ

カ軍の任務のための武器体系だ。潜水艦弾道ミサイルと長距離爆撃機もこれに該

当する。

空軍によって投下される非戦略核兵器以外にも、海から発射される弾道ミサイルを

搭載した太平洋のオハイオ級原子力潜水艦も、やはり北朝鮮に対する攻撃任務を

帯びています。1998年DOC　 General Inspectorの報告によるとTridentシステムは

アメリカ軍の太平洋司令部と駐韓アメリカ軍によって識別される重要任務体系とし

て、重要な意味を持ちます。

Tridentシステムの基本任務はロシアと中国を狙ったものですが、低い軌道飛行

で発射されるａ Ｄ5ミサイルは12分や13分という短い時間に北朝鮮の目標物を打

撃できる能力があります。他のどのようなアメリカの核兵器もこのように早く目

標物に到達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太平洋に配置された２、３隻のオハイオ級原子

力潜水艦は、作戦海域内では常に警戒体勢におかれ、ロシア・中国・北朝鮮の目標
物を担当することができます。

詳細は知られていませんが、長距離戦略爆撃機は北朝鮮に対する核攻撃任務を受け

ることができるようです。下にある空軍地図によると、Ｂ-2ステルス爆撃機は北朝

鮮に対する任務を帯びています。

広島型原子弾の１/３や６倍の爆発力を持ち、地下をも貫通する核爆弾であるＢ

61-11を搭載したＢ-2爆撃機は、北朝鮮の地下深くに設置した施設を攻撃する潜在的

な核攻撃任務を実行する強力な候補です。Ｂ-2は最近改良され８時間以内に核攻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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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務を完遂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公式的には韓国からアメリカ軍の核兵器は33年ぶりに撤去されましたが、実際には

いまだに韓国に相当な数の核武器があるという証拠があります。

「韓国政府は核兵器の撤収を確認してくれたが、アメリカは確実なことを言ってい

ない。その結果、特に南北の中で、核兵器が韓国に残っているという噂は続い

た。しかし1998年太平洋司令部により核兵器の撤収が確認された。(The nuclear

information project: withdrawal of US nuclear weapons from South Korea,

emphasis added)

しかし、最近北朝鮮に対する先制攻撃用で韓国に核武器が残っているという推測が

可能になる報道がありました。実際にこんな核攻撃が起きたら、朝鮮半島全体は強

力な核放射能に包まれ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

ブッシュ政権の2001年核武器体制検閲：核武器の先制攻撃

ブッシュ政権は、2001年核武器体制検閲で9.11以降、新しい核兵器の先制攻撃原則の

枠組みを確立しました。それによると、核兵器は非核化国家に対しての保護用とし

て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北朝鮮に対する核攻撃能力の要求はネブラスカのオマハにあるアメリカ戦略司令部

の統帥の下で実行される、全世界打撃任務の一環として確立されました。これはい

わばCONPLAN 8022で、これは中国とロシアだけではなく多くの「不良国家」を

狙っているものです。

2005年11月18日新しい「宇宙と地球攻撃司令部」は北朝鮮と関連する核戦争の訓練

を演習した後アメリカ戦略司令部から実戦配備されました。

現在北朝鮮に対する核攻撃の計画は三つの任務を持っています。一つ目は実際に戦

闘が開始される前に北朝鮮の行動を抑制する伝統的な役割です。

この役割は、2001年核兵器体制検閲時期まで北朝鮮が大量殺傷武器を追求しない

ように抑制したりあきらめるようにするために拡大され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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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が核兵器で北朝鮮と50年間も対峙しながらも、ブッシュ政権にいたってな

ぜ追加的な核攻撃能力が、北朝鮮の大量殺傷兵器を断念させることができると信じ

たのでしょうか？核兵器開発計画はいまだにミステリーです。(Ibid, emphasis

added)

核兵器の威嚇。　北朝鮮　VS　アメリカ

欧米のメディアは北朝鮮の核威嚇に対して口をそろえて強調する反面、韓国の歴史

を見てみると、明白なことは核能力の非対称性です。

アメリカが北朝鮮に対して半世紀の間核戦争で威嚇したという事実はほとんど扱い

ません。

威嚇はどこにあるのでしょうか？

アメリカと北朝鮮の間に核兵器の非対称性は強調されるべきです。

アメリカは5,311個の戦術核、戦略核そしてまだ配置されていない核弾頭を保持して

います。(ArmsControl.org April 2013)

最近の戦略兵器制限会談の宣言に従っても、5,113個以上の核武器を持ち続けていま

す。

アメリカは1,654個の戦略核弾頭と、792個の実践配置されたICBM、SLBM、戦略

爆撃機を保有しております。

さらに500個の戦術核弾頭を保有しています。(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ArmsControl.orgによると1.2013年4月3日、アメリカ国務省は新しい戦略兵器制限会

談でロシアと交換するデータ資料を発行しましたが、この資料では実践配置された

核弾道の数字を明かしており、2.2010年5月3日アメリカ国防省ははじめてアメリカが

備蓄している5,113個の全体核武器の数字を公開しました。国防省が発表した数字に

は、実戦配備したり、配備を準備している稼動中の核武器だけではなく実戦配備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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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いない非稼動中の核武器も含まれていました。(Arms Control Association,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 U.S.

Department of Defense, and U.S. Department of State)

反面2013年4月の同じ資料によると、

北朝鮮は4つから8つにいたる核弾頭を作ることができるプルトニウムを分離しま

した。北朝鮮は2010年、遠心分離機施設を公開し、北朝鮮が核兵器を作る高濃度ウ

ランを生産できるという能力があることは確実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さらに専門家の意見によると

北朝鮮が核弾頭を載せたミサイルをアメリカや他の地域に発射できる手段を

持っているという証拠はありません。北朝鮮はいくつかの核爆弾を生産し実験し

たが、技術と燃料の不足でそれらをミサイルに装着できるほど小さくすることが

出来ない。(See North Korea: What's really happening - Salon.com April 5,

2013)

アメリカの核兵器に精通している専門家Siegfried Heckerによると、

北朝鮮の威嚇にもかかわらず、北朝鮮は核物質を十分保有しておらず、また核実

験経験が少ないので核兵器を十分に持っていないと述べています。(See North

Korea: What's really happening - Salon.com April 5, 2013)

したがって核戦争の威嚇は北朝鮮からのものではなく、アメリカとその同盟国から

出ているものです。

アメリカ攻撃の暗黙的な犠牲者である北朝鮮は、戦争を大げさに言うつまらない国

家、アメリカ本土を威嚇する国家、世界平和を脅かす国家として描写されました。

このような典型的な非難はメディアの共感を生みました。

反面現在ワシントンは320億ドルを使い、戦術核兵器を改善するだけではなく、戦略

核兵器を改造していますが、2002年上院の決定によるとこれらの武器は周りの民間

人には危険ではないという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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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ような北朝鮮に対する潜在的な攻撃と持続的な威嚇は、中国とロシアを狙った

東アジアでのアメリカの包括的な軍事議題の一環として理解する必要があります。

米の国民は、北朝鮮やイランではなくアメリカが世界平和を脅かしていることに目

覚めることが重要です。

韓国の経済発展

韓国を占領したアメリカ軍は、おおよそアメリカの経済的・金融的な利益を対弁し
ました。韓国の経済はその始まりである1945年から、民主化とは隔たりがありまし

た。日本の搾取的な工場システムは韓国の財閥に引き継がれましたが、この財閥は

部分的に日本の帝国主義システムから派生されたものでした。

財閥は最初から極端な低賃金に基盤を置き、韓国製造業は欧米の市場のために安い

賃金に基づいた輸出品を生産しました。様々な側面から韓国の初期の製造業は韓国

労働者の権利を犠牲にしたもので、産業植民地の形態だったのです。

韓国での財閥の浮上は1970年代に始まった韓国の注目すべき経済成長の原動力でし

た。財閥は持ち株会社を中心に多くの会社が密集された複合企業体です。財閥の親

会社はときに一つの家族や経済的な一族によって支配されました。このような一族

は韓国の軍事政権の長官との密接な関係を維持しました。

韓国の産業と技術革命は欧米の資本主義に対する挑戦でした。駐韓アメリカ軍の滞

在にもかかわらず。韓国はもう従属的な経済に基盤を置く発展途上国ではありませ

んでした。競争的な世界市場に編入し、韓国の資本主義は日本と欧米の国際的企業

と競争しました。

1997年アジアの危機

韓国は世界的な資本主義強大国として発展しました。韓国は独自の技術基盤と高度

に発展した銀行システムを構築しました。韓国は世界銀行によって「アジアの虎」

として分類され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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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かし、同時に韓国の全般的な政治的構造はマクロ経済政策の運用を含め、アメリ

カ軍の占領による影響を受けることはもちろん、ワシントンとウォールストリート

によって支配されました。

1997年アジア通貨危機は重要な転換点になりました。1997年後半、IMF救済金融自

体は韓国を実質的に深い沈滞に落としました。社会的な衝撃は言うまでもありませ

ん。

重要な金融勢力による株式市場と為替市場に対する金融操作を通して、アジア通貨

危機は韓国の経済的な成果を弱め、毀損しました。こんなことの目標は虎を飼いな

らし、韓国の財閥を解体させ、韓国の経済と産業基盤と銀行システムに対するアメ

リカの所有と支配を復活させることでした。

1997年後半のウォンの価格崩壊は為替市場でも「空売り」によって触発されまし

た。こうした行動は経済的な戦争と同じでした。

様々な財閥はIMFの注文に直面し亀裂ができ、崩壊し、破産に追い込まれました

が、これはウォールストリートの利益を代弁するものでした。

30個の財閥の内、11個が1997年7月から1999年6月の間に崩壊しました。

IMFの救済金融以降、韓国経済の多くの部分、高度技術分野や産業基盤が韓国の債

権者によって協定された様々な詐欺的な規則により欧米の資本によって奪取されま

した。

欧米の企業は最低価額で金融機関や産業資産を買い求めました。ウォンの価値低下

はソウル株市場の暴落と結合し、韓国資産がドルの価値を劇的に低下させました。

ウォールストリートの利益を代弁するIMFは困り果てている12個の大宇系列社を売

ることを含め、大宇グループを解体することを要求しました。これは自発的な破産

ではなく価値のある生産的資産を海外の投資家に渡す目的で金融市場を操作した結

果です。大宇はIMFとの協定により大宇自動車をGMに売却するしかありませんでし

た。同じく韓国の最も大きい現代もやはり持ち主会社をワークアウトするしかあり

ませんで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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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年4月現代は事業パートの２/3を縮小しグループを５つの独立した小グループに

分ける計画を発表しました。この計画は欧米の債権者が負荷し、IMFが実行した債

務減少計画の一環でした。こんな計画は巨大財閥をより小さい事業体に縮小するこ

とを予定とする財閥編成プログラムによって実行されました。

この過程で大きい規模の持ち主会社に属していた多くの高度技術事業パートが欧米

の資本に売られました。

全国に支店を持っていた第一銀行は詐欺的な取引でカリフォルニア州に拠点を持つ

ニューブリッジグループにとんでもない金額で売却された。(See Michel

Chossudovsky, The Globalization of Poverty and the New World Order, Global

Research, Montreal, 2003)

アメリカの元大統領であるブッシュ、元国務長官のベイカー、元国防長官のカー

ルッチが理事として勤めるカーライル・グループも疑わしい取引を通して2000年9月

は韓美銀行の支配権を買いました。韓美銀行はJPMorgan Chaseと一緒にカーライ

ル・グループの主導するコンソ―シアムで引き受けられました。韓美銀行は1980年

代の序盤に韓国の財閥とBank Americaが共同投資して設立されました。

３年後にはCitiBankが韓美銀行の持分36.7％をカーライル・グループから買い、そし

て残りの持分も買収しました。これはCitiBankが欧米以外で行った取引の最大規模

でした。

数兆ドルの債務危機を即発した1997年のアジア危機以降新しい政府システムが韓国

に樹立されましたが、これは財閥を分離させ韓国の全国家的な資本主義を弱める狙

いであります。言い換えると、IMF救済金融の約体を締結したのは政府の金融機関

が海外債務件者の利益に合うように韓国政府の構造を転換したものです。

結論：平和のために

アメリカは韓国とまだ戦争中です。

アメリカが責任を持たないといけないこんな戦争状態は、南北両方を向けてい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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す。また、この戦争状態は核兵器攻撃を含め、北朝鮮に対する持続的な軍事的威嚇

という特徴が見受けられます。また、この戦争状態は1945年9月からアメリカが占領

している韓国も威嚇しています。

現在韓国には37,000名のアメリカ軍がいます。朝鮮半島の地形を考えると、北朝鮮に

対する核兵器の使用は必然的に韓国も核の渦に巻き込まれるということです。アメ

リカ軍の戦略家はこういう事実をよく理解しています。

今後和解協定を話し合う前に強調すべきことは、アメリカと韓国は実は同盟関係で

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本当に同盟は他国の占領と侵略に向き合って南北を統一させることです。

その側面からアメリカは朝鮮半島全体を相手に戦争状態にあるといえるでしょう。

したがって和解協定を締結するためには南北両者会談が必要です。会談は和解協定

に含まれる内容と関連して南北が共同の意見を形成するために必要です。

和解協定はどんな場合でも侵略者であるアメリカによって決定されてはいけませ

ん。なぜならアメリカは朝鮮半島にアメリカ軍を滞在させるために努力するためで

す。

こんな状況でアメリカの外交政策と軍の企画者達はすでに彼ら自身の統一シナリオ

を作成しました。これは朝鮮半島にアメリカ軍の滞在を維持させることです。ワシ

ントンのフレームワークは外国投資家が北朝鮮の経済を奪取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

です。

ワシントンの目的は朝鮮半島の統一を利用することです。新保守主義者の新アメリ

カ世紀プロジェクト(Project for a New American Century)は「統一以降のシナリ

オ」を作成しました。このシナリオによると、朝鮮半島に滞在しているアメリカ軍

は現在37,000名より増加すべきで、また北朝鮮にも配置すべきだということを示唆し

ています。統一された朝鮮半島でアメリカ軍に任される任務はいわば、「北朝鮮で

の平和定着作戦」の実行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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つまり、「朝鮮半島の統一は駐韓アメリカ軍の縮小と地位の転換を要求することが

できるが、こんな変化は駐韓アメリカ軍の任務の終息ではなく、彼らの任務の変

化、変化する技術的な現実を反映するようになります。さらに、統一以降どんな現

実的なシナリオに従ってもアメリカ軍は北朝鮮での平和定着作戦にある程度の役

割を果たす可能性があります。統一以降、朝鮮半島に滞在するアメリカ軍の正確な

規模と組織を推測することはまだ早いですが、統一以降駐韓アメリカ軍がより幅広

く、また長期的で戦略的な目的のために服務することは想像できます。もし駐韓ア

メリカ軍を縮小するのなら、内容的により強化が必要で、特に北朝鮮のミサイル

攻撃と大量砲撃能力に対抗するように強化するのです。まもなく、もしくは統一

とともに駐韓アメリカ軍の構造は変化し、駐韓アメリカ軍のの総人数も変化しま

す。しかし、アジアの端にある朝鮮半島でのアメリカ軍の滞在は続くでしょ

う。」(PNAC, Rebuilding America`s Defenses, Strategy, Forces and Resources

for a New Century, p. 18,強調は筆者)

以上から見たワシントンの意図は明白です。

したがって和解協定会談は外部勢力の干渉や参加なしに、韓国と北朝鮮によって進

めることが重要です。この会談は北朝鮮を狙った経済制裁の解除はもちろん、アメ

リカ占領軍の撤収も話し合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アメリカ軍の撤収と排除は和解協定の必須不可欠な要素です。

和解協定にしたがって韓国軍をアメリカの指揮の本に置いた韓米両国の連合司令部

協定を廃棄すべきです。すべての韓国軍は今自分の軍統帥権に帰属されるべきで

す。

これは根本的な変化です。なぜなら、現在韓米連合協定はアメリカ司令部が韓国大

統領と総司令官を排除して、代わりにアメリカが主導する北朝鮮に対する戦争に韓

国軍隊を指揮できるようにしているからです。

北朝鮮と韓国の間に、より深い経済的・技術的・文化的・教育的な協力のための協
議が行われるべきです。

経済的な主権は核心的なテーマです。1997年IMF救済金融以降行われたあやしい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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引の問題も解決すべきです。こんな取引は欧米の巨大資本が相当な韓国の高級技術

産業と銀行の部分を不法的にまた詐欺的な方法で収得したり、所有するのに役に立

ちました。また、環太平洋連携協定(TPP)に韓国が参加することによって与えられる

衝撃も検討しなくてはなりません。

和解協定は韓国と北朝鮮の間に追われている国境を開放することとともに推進され

るべきです。

2000年6月15日、南北共同宣言によって統一のための議題と日程を論議する南北共同

委員会を設置すべきでです。

*ミッシェルチョスドスキーは、カナダオタワ大学経済学科の名誉教授で、「今日

の作家賞 (award- winning author)」受賞作家で、地球化研究センターの設立者謙

所長だ。また、ウェブサイトglobalresearch.caの編集者です。ミッシェル教授は「貧

困と世界化 (The Globalization of Poverty and The New World Order ,2003

)」、「テロリズムとアメリカ戦争 (America's "War on Terrorism, 2005)」などの

本を書きました。彼の最近の作品には「第三次世界大戦シナリオ (Towards a

World War III Scenario: The Dangers of Nuclear War, 2011)」です。また、彼は

ブリタニカ百科事典 (Encyclopaedia Britannica)の寄稿家です。彼の本は20カ国以上

の言語で翻訳されました。

彼はジョージブッシュ大統領を戦争犯罪と校門拷問などの理由で起訴したクアラル

ンプール戦争委員会(Kuala Lumpur War Crimes Commission)の会員です。 

メールアドレス crgeditor@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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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 1 セッション

朝鮮半島の停戦体制終息と平和体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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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米同盟と平和協定の展望

グレゴリー・エリッヒ

停戦協定を平和協定に変えようという今回のシンポジウムの主張を、私は歓迎す

る。そのような進展は東北アジアの緊張を実質的に減少させ、南北間の関係増進に

役に立つ環境を作るだろう。 誰が見ても平和協定の締結は遅滞状態にある。 

米国は平和協定締結過程で中心的な役割を担っているが、その一方で、平和協定を

実現させる上で難関を作っている。 平和協定は東北アジアの国民の利害に符合する

けれども、米国の指導者にとってはそれほど重要ではない。 米国の指導者の立場か

ら見れば、平和協定は北朝鮮の非核化を誘導するために北朝鮮の目の前にぶら下げ

られている一種のニンジンに過ぎない。 事実米国の地政学的利害関係から見れば、

米国が韓半島の状況を統制できる限り、韓半島の緊張状態を維持することが米国に

とって有利だ。

交渉が進行されない限り、平和協定は進展がないだろう。 米国と韓国の指導者は北

朝鮮が先に非核化を始めない限り対話はないという立場を固守している。 本質的に

このような接近方式は対話を全面的に排除するものだ。 米国が北朝鮮に補償するこ

とのできる何らかのものについて討論もしないうちから、北朝鮮が先ず米国の最終

目標を満足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ような会談で、北朝鮮が得ることのできるものは

確実でない。

米国と韓国は対話の前提条件として、2005年9月の共同協定で提示された義務を北朝

鮮が先に履行することを要求している。 反面、米国はその共同協定で提示された自

らの義務を履行していない。 その義務の中で最も重要なものは、北・米関係正常化
の着手だ。 

実際のところ米国は、その共同協定に署名してから何日もしないうちに共同協定の

内容を毀損した。 米国財務省は米国の銀行に‘バンコ デルタ アジア’銀行との取り

引きを断絶することを指示したが、北朝鮮はこの銀行に外国貿易に使う口座を開い

ていた。 また、米国財務省は全世界の銀行に‘バンコ デルタ アジア’銀行と取り引

きするなと警告する書簡を送った。 それによって‘バンコ デルタ アジア’銀行で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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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模預金引き出し事態が発生し、北朝鮮の口座は凍結された。

その後、北朝鮮の６者会談復帰という約束を受けて北朝鮮の口座凍結は解除され

た。 ところがその後北・米関係はより一層悪化した。 オバマ政府になって以来、

意味ある対話は全くなかったし、米国は北朝鮮に対して制裁をより一層強化して

いった。 米国は北朝鮮が外国貿易を通じて外貨を確保する主な通路である北朝鮮の

貿易銀行を制裁し、さらには他の国々もこの銀行に対して制裁するように圧力を加

えた。 また、大同信用銀行に対する米国の制裁が続き、米国は制裁を強化して北朝

鮮をより一層圧迫するとしばしば公言した。

私たちは苦しいところに追い込まれた。  いかなる補償も与えられない条件で北朝

鮮が先に非核化に着手するまで、オバマ行政府は北朝鮮と対話しようとしないだろ

う。 反面、北朝鮮の立場からは米国が敵対政策を維持する限り核兵器プログラムを

解体することはできない。 したがって、段階別接近が要求されているのはあまりに

も明白なわけだが、そのような選択権は排除されている。 

現在としては非核化に関する交渉がほとんど遮断されたように見えるので、平和協

定の展望はより一層暗い。 

現在の状況で、米国が平和協定に署名したり韓半島平和体制の構築に同意できる経

路は二つだ。一つは、オバマ行政府の交渉拒否を終息させることができる方案を探

すとすれば、６者会談で作られた非核化手続きの一環として平和協定を含めること

が考えられる。もう一つは、北朝鮮に対する制裁が成功して北朝鮮が崩壊するなら

ば、米国の観点からの平和が構築されるわけだ。

ところで非核化合意にともなう平和協定の約束を実際に実現できる保障がないとい

うこと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

６者会談が扱う主題の一つとして米国は、先ず北朝鮮に対して ‘義務事項

(obligations)’を賦課し、これが履行された後に‘懸案’を扱うと明らかにした。米国が

北朝鮮関連の懸案を後ほど扱うことに同意した場合、これは米国が北朝鮮の義務事

項の履行を認定するつもりでいることを必ずしも意味しない。 

　

韓国の前職交渉責任者は、米国の交渉責任者が韓国の交渉団に対し、ひとまずより

強力な姿勢を取ることを要求したことを覚えている。 これは北朝鮮に対する米国の

提案が韓国のとは対照的に、より魅力的に見えるようにするためだった。 だがこの

韓国の交渉責任者はその後米国官吏たちと交わした議論の中で、米国が自らの提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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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履行するという態度が不足していることを発見した。

「相手が信じられる善玉警察だと思えないのに、どうして我々が悪玉警察の役をす

ると約束できようか？」

同様なケースだが、北朝鮮との関係正常化を約束した2005年9月の共同協定署名のほ

んの２週間後に、米国の交渉代表クリストファー・ヒルは議会で次のように発言し
た。　 「北・米関係正常化は私たちの持続的な関心事の解決を前提とするだろう。 

これが意味するところは、関係正常化に達する必須手続きとして私たちは人権、生

物・化学兵器、弾道ミサイル、在来兵器の拡散、テロとその他の不法な活動などを

含む重要なイシューを議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北朝鮮は全面的に国

際的基準に符合するように行動すべきであり、またそうした意図を立証しなければ

ならない。」　 言い替えれば、北朝鮮が完全に非核化をしても、北・米関係は正常
化に進まない。 北朝鮮は単により多くの追加要求に直面するだろう。  

平和協定も同一の障害にぶつかるだろう。 米国は非核化以後に平和協定を議論しよ

うということができる。 そして時がくれば、平和協定締結を拒否するために他の事

案を利用するだろう。 平和協定がある日締結されるとしても、平和協定は関係正常

化と同一なものではない。 体制変化を除いて米国が関係正常化に同意できる他の可

能なシナリオはない。もし北朝鮮経済が米国投資家のための良い環境を提供しない

ならば、米国の政策は変化しないだろう。 キューバがそのいい例だ。 米国との平

和状態にあるけれども、絶えず米国の敵対性の下で生きている。    

すべての障害物を乗り越えて平和協定がある日実現されることになったとしても、

韓米軍事同盟は根本的に変化しないだろう。 米国の政策樹立家はすでに韓半島状況

に拘束されない方法で韓米同盟を変化させる計画を実行しており、このような手続

きは今後北朝鮮との間にいかなる協定が生じても、それと関係なく進行されるだろ

う。 

これと関連した先例がある。 ドイツが統一されて冷戦が終息した後20年以上も米軍

はドイツに駐留していて、ＮＡＴＯは表向きの防御組織からヨーロッパに限定され

ない攻撃的作戦を遂行する組織に転換された。 

米国官吏たちは韓米軍事同盟が韓半島に限定されない、より広範囲な目的に服務し

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を明確に強調してきた。 彼らは韓米同盟の未来モデルと

してイラクとアフガニスタンでの韓国軍の支援の役割を指摘して、今後韓国軍が米

軍の作戦にもっと密接に結合するよう提案する。「韓米政策センター」(Center for

U.S.-Korea Policy)によれば、韓米同盟の担当者は韓米同盟が韓半島状況を跳び越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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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ますます深化させることのできる共同協力の領域を形成するよう、持続的に自ら

を牽引しなければならない。

もし韓国が米国の他国介入にさらに積極的に参加するならば、同盟を拡張する上で

重要な構成部分は韓米間に兵器の相互活用を保障することになる。 これにより韓国

は兵器を現代化する過程にある。 ブルッキングス研究所が指摘するように、「軍事

技術の向上は未来の韓米軍事協力を促進するだろう。 このような能力の欠如は、米

国の主導する国際的努力において同等なパートナーとして韓国が参加することを不

可能にする。」

将来米軍の他国介入に対する韓国軍の参加が増加するならば、韓国軍はＮＡＴＯと

ともに作戦をすることになろう。 韓国軍はＮＡＴＯの個別的提携協同プログラムに

参加してきたが、このプログラムは“多国籍平和支援作戦”と婉曲に呼ばれるのを含

めて“多数の共同優先地域での実質的な協力”を増進させるためのものだ。

韓国がＮＡＴＯと締結した協定は公開されていないが、その内容はオーストラリア

がＮＡＴＯと締結した協定と類似したものと推測される。 オーストラリアとＮＡＴ

Ｏ間の協定によれば「両者の協力はオーストラリアがＮＡＴＯの作戦と任務に対す

る支援を強化することによって.... ＮＡＴＯの戦略的目標を支援することを目的とし

ている。」

ワシントンの多様な政策研究所が、韓米同盟の未来を設計するために米国官吏と共

に仕事をしている。 政府官僚と政策分析家に対する世論調査によれば、戦略・国際
問題研究センター(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ＣＳＩＳ)が国

際問題と安保分野で最も重要なシンクタンクだ。 その種の多くの研究所と同様、こ

の研究所の理事陣は主に政策形成に相当な影響力を持つ前職政府官吏で構成されて

いる。 

このセンターは「もう少し包括的な韓米同盟を樹立する時期が熟しており、同盟に

おいて韓半島に局限された視覚は贅沢なものであって、韓国はこれ以上そんな余裕

がない」と指摘している。また、このセンターによれば、再構成された韓米同盟は

他の措置とともに「中国に対する明白な圧迫として作用するだろう。」

再構成された韓米同盟にあって最も重要なのは、駐韓米軍がアジアのどこにでも自

由に介入できる‘戦略的柔軟性’だ。 このために2017年までに韓国に駐留している米

８軍を野戦軍団として再編する計画が実行中にある。 この計画が完了すれば米８軍



- 193 -

は他の米軍や多国籍軍隊を指揮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そうなれば米８軍の

役割はもはや韓国の防御だけを専門担当することに限定されない。 米８軍の役割は

全世界に拡張される。

平和協定が締結されようがされまいが、駐韓米軍は韓国を離れる意思がない。 この

地域で米軍の駐留は米国資本の自由な流入を保障するなど、米国の経済的利害関係

を保証している。 自由貿易協定という軟性権力(soft power)と結びついた米軍の前

進配置は経済的自由化を確保して、外交政策研究所(Foreign Policy Initiative)が指摘

するように「米国企業と投資の外国市場接近を増進させる。」

韓米政策センター(Center for U.S. Korea Policy)が指摘するように、「韓国軍の海

外派遣は重要な国家と地域で米国の地政学的利害を増進させることができる。」　

よって韓国は重要な役割をしている。

オバマ大統領は「アジアの未来を形成するにあたって米国は多大で持続的な役割を

する」と誓ってきたし、また「この地域における米国の持続的な利害関係はこの地

域での持続的な(米軍)駐留を要求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

米国官吏には平和協定を締結する理由がない。 彼らの関心事項ではないためだ。 

一定水準の緊張維持は米軍駐留の背景になる広範囲な目的を達成できる政治的名分

を提供する。 また、北朝鮮の存在は弾道迎撃ミサイル システムで中国を包囲でき

る口実に過ぎない。

ところで米国にとって韓国の地政学的重要性に照らし、韓国人の意志の表現が非常

に強いならば米国はこれを無視し難いかもしれない。 今後何年かの間に韓国でもう

少し進歩的な政府が立てられるならば、米国は先ずは非核化と平和協定との関連性

に反対することはできないだろうし、非核化問題を解決するにあたって平和協定を

排除できないだろう。 

米国の政策樹立家は韓国の大衆的な民主主義の歴史についてよく知っている。 新米

国安保センター(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は「韓米関係を全世界に介

入できるグローバル同盟として再構成するにあたり、重要な難関の一つは韓国にお

ける大衆煽動的な熱狂だ」と不平を言っている。 そして国際的な役割を高めるため

の計画を遂行するには、街頭デモの脅威を克服しなけれ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

する。

米国に細心の注意を払わせ、平和協定を議題として上程させ、さらには平和協定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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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虚な儀礼的手続きにならないようにその実質的な内容を提供するように強制する

潜在力は、ほかならぬ韓国民の民主主義的情熱だ。

米国が北朝鮮との関係を正常化しない可能性が高いとしても、平和協定は南北の関

係正常化という展望を実質的に高めるだろう。 韓半島から駐韓米軍を撤収させるこ

とや、アジアの他の地域への軍事介入に韓国を足場（前進基地）として使わせない

ようにすることは不可能かもしれない。 しかし大衆的抵抗は確実に、韓国をこのよ

うな軍事介入に参加できなくさせる可能性はある。 こうしたことが、意味のある勝

利となる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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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戦争停戦協定を平和協定に

　　　　　　　　　　　　　　　　　　　　　

　　　

　服部良一

前衆議院議員

Ⅰ. 戦後の日本の復興課程と朝鮮戦争

―分断に荷担した歴史を検証―

１. 日本の存在なしに朝鮮戦争は成立しなかった

○ライシャワ一元駐日大使は日本国内で新たに建設した米軍基地がなければ 朝鮮

戦争を戦うことも継続することも出来なかったと語る

　○ 日本における車両修理および再生役務の実績がなければ ３カ月間も維持でき

なかったであろう (リッジウェイ米第8軍司令官)

２. 戦後の日本復興と朝鮮戦争特需

　○横浜に在日兵站司令部を設置

　　三年間の直接調達10億ドル、55年までの間接調達36億ドルに

　○独占企業・兵器産業の復活、朝鮮人民の「血」を吸った経済成長

　○その後の経済成長の礎に

３. 朝鮮戦争（50,6～53,7）と日本の再軍備と日米軍事同盟体制へ

　　―米の対日政策の大転換・反共の砦に～平和憲法との根本的矛盾―
　○憲法　公布（46,11,3）　施行（47,5,3）

○再軍備＝自衛隊の発足

朝鮮戦争の勃発直後に警察予備隊発足（50,8）

警察予備隊を保安隊へ改組（52,10）

　　朝鮮戦争停戦の一年後、自衛隊の発足（54,7）

　○日米軍事同盟＝日米安保条約の発効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日米安保条約の締結（51,9）発効（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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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日韓基本条約（65,6締結65,12発効）の問題

　○南北対立固定化　　未だ日朝国交回復は実現せず

　○日韓併合条約（1910）の無効・合法を巡る対立
　○請求権放棄を巡る解釈

Ⅱ. 「冷戦」が残る東アジア

１. 日米核安保下の対米従属外交

―南北軍事対立に対する＜出撃＞＜兵站＞基地としての日本の役割

　○米の核の傘

　○横須賀　　海軍基地・米空母戦闘団（原潜ジョージワシントン）
　○嘉手納・横田　　空軍基地
　○沖縄・佐世保・岩国　　海兵隊基地

２. 沖縄へ米軍基地が集中

　○新たな基地建設　　名護市辺野古への新基地建設

○普天間基地へのオスプレイ配備　　　米軍基地ゲート封鎖行動（１２，９）　

○オール沖縄と日米政府の矛盾　　

全政党（自民党は中央とのねじれ）・県知事・４１自治体首長・県議
会

　

３. 日米韓軍事態勢の強化

　○合同軍事演習

　○対中国戦略　「動的防衛力」・沖縄先島諸島への自衛隊配備の強化
　○韓国済州島　新海軍基地が果たす役割

　○米　軍事予算削減による同盟国への負担強化

Ⅲ. 東アジア非核化構想と多面的人間の安全保障

１. 東アジア非核兵器地帯構想と今後の包括的構想

　○世界中に広がる非核兵器地帯との連携

　　　①南極　② ・カリブ海　③南太平洋　④東南アジア　⑤アフリカ
　　　⑥中央アジア　⑦モンゴル　　　南半球はほとんどが非核地帯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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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提案

土井ドクトリン2001年　北東アジア「総合安全保障機構」「非核地帯条約」

　　ピースデポ（NGO・梅林宏道氏）の提案　1995年～

核軍縮・不拡散議員連盟（超党派）、日韓国会議員の共同声明

　　長崎市「長崎平和宣言」（2007年～）や自治体組長の宣言（400人以上に）

　○従来の構想の内容

　　日本の「非核三原則（持たず、つくらず、持ち込ませず）」と

　　92年「朝鮮半島非核化共同宣言」とをベースに

＜３＋３＞構想　

地帯内3ヶ国（韓国・北朝鮮・日本）が非核兵器地帯条約
　　　周辺核保有国3ヶ国（中国・ ・米）が議定書に参加又は6カ国条約

　

○６カ国協議（03年8月～）の開始と中断・失敗をどう見るか
北朝鮮の核実験（核弾頭の保有）による局面の変化

「核放棄が先」と「停戦が先」の平行線の膠着状態の打開

　○今後の包括的な提案として

　　＝朝鮮戦争の終結・平和協定締結と東北アジア非核地帯構想の包括的条約

　　米元政府高官モートン・ハルペリン氏が提案（2011）した「北東 の平和

と安全に関する包括的な条約」に注目し参考にする必要

① 朝鮮半島の戦争状態の終結

② ６ケ国協議を母体に「安全保障に関する常設委員会」

創設

③ 相互に「敵視的意図がない」宣言（体制の保障）

④ エネルギーに関する相互支援

⑤ 単独制裁の禁止

⑥ 非核兵器地帯の設置

２. 「核兵器禁止条約」の実現

　　2007年コスタリカ・マレーシア両政府、国連に共同提案

　　2011年国連　交渉開始を求める127カ国の決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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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年クラスター爆弾禁止条約合意、劣化ウラン兵器禁止の動き）

　

３. 脱原発の実現　　―Fukusima―を受けて

　○東アジアの環境の一体性　　脱原発の実現の必要

　○核兵器製造能力としての原子力技術　

　　　ウラン濃縮技術；使用済核燃料の再処理技術とプルトニウム製造能力

　　　2014年韓米原子力協定；2017年日米原子力協定の行方に注目

Ⅳ. 今、残念ながら安倍政権に期待するものはない

＝日本核武装・帝国軍隊志向の極右安倍政権の打倒が東アジアの平和と安全
　につながる

従って以下の提案をしたい。

米の北東アジアへの関与を終わらせ、日本の極右化を阻止する国際行動

１. 米日韓軍事同盟との闘い　　果てしない軍備拡張競争を停止させる

　○最前線としての沖縄の反基地闘争への国際連帯

　○済州島カンジョンマル海軍基地建設阻止闘争への国際連帯　　など

２. 日本の平和憲法の改悪阻止の闘い

　○平和憲法は侵略戦争への反省とアジアへの不戦の誓いである　

　　　憲法前文

「政府の行為によ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起こることのないようにすることを決

意し・・・この憲法を確定する」
　　　 「われらは、全世界の国民が、ひとしく恐怖と欠乏から免れ、平和のう

ちに生存する権利を有することを確認する」

　　　 「われらは、いずれの国家も、自国のことのみに専念して他国を無視し

てはならない・・・」
　　

　○改憲阻止が日本の政治の最大の課題に

自民党改憲案は上記現憲法全文を全面削除

　　　日本だけでなくアジア・国際社会共同の闘い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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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日本の政治家の歴史観との闘い・戦後補償問題の解決
　○橋下大阪市長（日本維新の会代表）の「慰安婦」発言への国際世論動向

　　　橋下発言

「あれだけ銃弾の雨嵐のごとく飛び交う中で、命かけてそこを走ってい

く時に・・・慰安婦制度ってのは必要・・」
　　　「沖縄の海兵隊、普天間に行った時に司令官の方に、もっと風俗業活用

して欲しいって言ったんです」

　　　国際社会の反応　　アジアからはもちろんのこと

　　　　米政府高官「言語道断で侮辱的」

　　　　国連　拷問禁止委員会「日本の政治家や地方の高官が事実を否定」

　　　　沖縄県議会　抗議決議採択（13,6,6）

　　　　訪米中止に　サンフランシスコ市　拒絶通告

　○安倍首相　　村山・河野談話否定
　　　侵略否定発言「侵略という定義は学会的にも国際的にも定まっていない」

　○相次ぐ靖国神社参拝　　安倍の「８・１５」参拝に注目
　　　靖国神社＝侵略神社　　戦犯を筆頭に天皇の軍隊を顕彰する宗教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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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半島における互恵、均衡そして平和
- 東北アジアの平和構築と保障に関する分析 -

シオン․レイ

韓国・北朝鮮問題は第２次世界大戦が残した遺産だ。 このような結果は本質的

に、1945年2月のヤルタ会談に作動した権力政治が作り出したあくらつな遺産だ。 

当時はいくつかの強大国が多くの弱小国の運命を決めていた時代であった。 単一民

族国家は二つの強大国の利害関係のために、強圧的に別の体制、南と北の二つに分

断された。 そうでなかったとすれば、韓半島は日本ファシズムの植民地支配を終息

させた単一民族国家となっていただろう。 韓半島の分断はそこに住む民衆の意志を

全く反映しないものだった。 そして国際的な地域戦争へと飛び火することになる

が、この戦争は20余の国家と地域の軍事力が介入し、妥協的な方策が出てくるまで

何と３年も続いた。 そしてこの妥協案は、戦争を中断し、対立の中の平和を実現す

るというものだった。 この対立の中の平和は今日まで持続している。 

朝鮮戦争の休戦は韓半島に対立の中の平和をもたらしたが、これは真の意味の平和

ではなかった。 この60年間、韓半島は随時“戦争の銃声が再演”され得る危機の直前

まで行った。 このような現象は、世界政治地形の変化と紛争を制約し相互の力の均

衡を維持するためのメカニズムの欠陥から発生したものだ。 

なぜ韓半島には緊張が常に存在するのか? 　明白な理由は、南北二つの体制が持っ

ている異なる理念と社会システムから来る不可避的な対立のためだ。 さらに、停戦

が双方の妥協物であるためだ。 これは戦争を終わらせたのではなく、しばし休戦す

るというものだ。 また、相互の力の均衡を通しての対立の中で平和を実現するに過

ぎないからだ。 すなわち、双方が互恵と均衡を維持できる時にのみ、平和に共存で

きるということだ。 互恵主義と均衡を維持するための推進力が変化して不均衡を招

くならば、葛藤は再び生じ、それは極限状態の戦争にまで進むかもしれない。 

注目すべきことは、韓国政府が1953年に停戦協定に署名をしなかったということ

だ。停戦協定のための会議が行なわれていた1951年5月末と6月初め、韓国のイ・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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ンマン大統領は平和的対話を拒否した。 イ・スンマン大統領は鴨緑江（アムノッカ
ン）(Yalu)まで進撃できるように韓国は韓国軍を拡大しなけれ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

主張した。 国連軍司令官はイ・スンマンの提案を支持しなかった。 これは北朝鮮

と中国に対する約束といえる。 韓国政権下の軍事力を統制しようとすることだっ

た。 そのような約束は明らかに不確実性を含んでいる。 もう国連軍は過去の歴史

となった。 米国大統領が変わるたびに、米国政府の態度は変わっている。 だがこ

の変化は、全世界に葛藤を起こしたり、戦争が起きれば直接的に軍隊を派遣すると

いった変化だ。 韓半島のその不確実性がいつ確実になるのか、またどんな種類の確

実性が現れるのか、誰も断言することはできない。 ただ、不確実性が確実になる間

に、韓半島の対立の中の平和は激しく揺れ動いたり、また転覆さえするような状態

になるだろう。 

停戦以後1990年代まで、韓半島の平和は主に二つの体制の間の均衡と双方の同盟国

の停戦協定条項に対する遵守に依存してきた。 この時期、このような均衡のメカニ

ズムは相当にと言えるほどに効率的だった。 二つの体制の間の敵対感にもかかわら

ず、双方いずれも、相手に一方的に大規模な武力攻撃を行なう意図は有していな

かった。 

すなわち、この時期に韓半島の平和は二重に保障されていた。 

0.二つの体制下のそれぞれの軍事力は相対的にバランスが取れていた。

1.二つの体制のそれぞれの同盟国が義務と約束を守ることによって相手に制限的な

メカニズムを形成した。 

にもかかわらず、相対的にバランスが取れていた時期にも、一定程度の相対的不均

衡が依然として存在した。 停戦以後の韓国における一方的な米軍の駐留がその例

だ。以前も外部の介入があるまで、敵対的な双方はしばしば相互にそれぞれが持つ

軍事力をテストしたりした。 そういう競争の結果は皆に良く知られている。 しか

し停戦後の韓国に米軍が長期駐留するのは北朝鮮側には事実上の脅威として作用し

た。一方、このような駐留は北朝鮮からの脅威に対する対抗手段と見なされた。 そ

れぞれの同盟国との関係だけでなくソ連、中国との地理学的近接性のおかげで、こ

のような威嚇と対抗威嚇は抑制と対抗抑制のゆるい均衡関係を作り出した。 シー

ソーゲームのような水平的な対称がこの期間維持された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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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連と東ヨーロッパの社会主義体制が1990年代初期に解体されて、社会主義陣営は

もはや存在しなくなった。 そして途方もない変化が韓半島の政治地形にも発生し

た。長時間の対話の末に、北朝鮮と韓国は平和統一についての特定の合意点に到達

し、1991年にＵＮに同時加入した。 

この変化を二つの側面から概略的に見てみよう。 

0.　双方は合意に基づいて以下のことを認める。 韓半島は結局は必ず統一されなけ

ればならない。 そして互いに異なる相手側の体制の政治的合法性に対し、相互

“制限的な認定”をする。 すなわち双方は相互に、それぞれ統制権を持つ韓半島内

の国家権力として合法的な存在であることを認める。 この認定は統一前の臨時

的、過渡期的な認定である。 

1.　 双方の相互制限的な認定は実際のところ、統一方式に対する合法的な定義だ。 

これはある一方に対し一方的に武力を使用して国を統一しようとする試みの正当

性を否認する。 もはや全的に1950年代初めとは違う。 1950年代の初めは韓半島

が武力紛争のとりこになっていた。 いま片方が一方的に武力で他方を統一しよう

とするならば、もはや一国家内の“内戦”状態ではなく“国家間の戦争”となるだろ

う。 そして国際法上の“攻撃”の定義がそれぞれの行動を評価するのに適用される

ようになる。 

これは相互の安全と均衡のために韓半島の二つの体制が作った合法的な誓約といえ

る。 

韓半島の双方による自主的な選択を尊重しながら、中国政府は1991年、韓国と修交

関係を樹立した。 東北アジアの安保システム内で、中国の動きを次のように解釈す

ることができる。

0.　 中国と北朝鮮間の同盟関係についての新しい定義。 中国と北朝鮮は1961年7月

11日に「中華人民共和国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友好・協力と相互援助条
約」に署名した。 この条約は、同盟締結国のうち片方が他の国による攻撃を受け

た場合に備えて共同にすべての措置をつくすと規定している。 もし同盟当事国の

うち片方が他の国家または、いくつかの国家によって武装攻撃を受けて戦争状態

に突入することになれば、もう一方の同盟当事国は直ちに軍事および使用可能な

その他援助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強調表示は筆者) 。　第３の当事国が関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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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ていない内戦はもちろんこの条約が適用されない－誰が最初の銃声を鳴らした

かは重要でない。 中国と韓国の間の修交は二つの側面を持っている。 一つは両

国が国際法的意味で互いの存在を“国家”として認めるということだ。 そしてこの

認定を基に、中国－北朝鮮の同盟と相互援助関係は国際法を毀損してはならな

い。 

1.　韓国の国家安保に関する約束。 中国と韓国の間の外交関係の樹立は事実上韓国

の国家安保に対する中国政府の約束だ。 中国政府が韓国政府の主権を認めたので

あって、韓国に対する他の国家のいかなる武力攻撃も中国政府は支援しないという

ことを意味する。 

ロシアも中国政府と同様な選択をした。 これはソ連の韓国との関係を継承したも

のだ。 (北朝鮮と韓国がＵＮに共に加入する以前に、すでにソ連は韓国との関係を

正常化した。) そして東北アジアの安保システムに対するロシアと韓国の外交関係

樹立による影響は、中国の韓国との外交関係樹立による影響と似ている。 それはソ

連と北朝鮮の間の友好協力と相互援助条約を再定立して、韓国の国家安保を保障す

るものだった。 1993年にロシアは1991年に北朝鮮と署名した条約を一方的に解釈し

たが、それは北朝鮮の安保のための無条件的保障の放棄だった。 そして北朝鮮が特

定の冒険的な行動をすると決定した場合、ソ連の軍事的支援を約束した条項を無効

にするということだった。 (ボリス・エリツィン大統領、1994.6月4日)

このような文脈で、韓国は米国と日本から国の安全を保障されただけでなく、北朝

鮮の伝統的同盟国である中国とロシアからも約束を受けている。 韓半島でのライバ

ルである北朝鮮と比較してみるならば、韓国は国の安全のために、より適切で完ぺ

きな保障策を持っている。

もし米国政府がこの傾向に従って韓半島から米軍を撤収し北朝鮮との外交的関係を

正常化できるならば、北朝鮮は韓国と同じように適切で完ぺきな安全を保証され

て、韓半島での平和はそうした互恵性と均衡のおかげで強化され持続することが可

能になろう。 対立は希望的に次第に衰退して行ってついに終息することが可能かも

しれない。 韓半島において二つの体制は、それぞれの安全のために自らの同盟国だ

けでなくライバルの同盟国からも、その安全を約束されるだろう。 そうなれば、韓

半島の統一は加速化の機会を得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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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連の崩壊とともに冷戦が終わったと全世界の世論が圧倒的に主張するにも関わら

ず、不幸にも、米国は北朝鮮に対する敵対的な冷戦政策を持続してきた。 そして北

朝鮮との関係正常化を拒否している。 北・米修交は韓半島上の対立を弱化させ、な

くしていくと同時に、平和的均衡を維持、強化していくためのものだ。 しかし米国

は韓国からの武装力撤収は差し置いて、北朝鮮をいわゆる“不良国家”の目録に入れ

た。 このような態度は状況を緩和させるのではなくさらに緊張させて、 韓半島の

問題をさらに複雑にしている。 

1990年代初め以降、韓半島上の対立を制御するためのメカニズムの非均衡性は深刻

化した。 

韓国の安全は次のように三重に保障される。 

0.　急速に成長する経済のおかげで高い水準をもつ現代化した軍隊。

1.　韓国の安全を保障するための同盟国の持続的かつ献身的な義務

2.　北朝鮮の伝統的な同盟国との外交関係正常化を通じて得られた安全の保障

これと対照的に、北朝鮮の安保は事実上弱くなった。 韓国が取得した三つの安全

保障を得られないだけでなく、北朝鮮は国際社会からの持続的な制裁によって困難

な状態にある。 そして多様な理由により、北朝鮮の伝統的同盟国はこれ以上信頼で

きる状態ではない。 少なくとも北朝鮮は三つの脅威に直面している。

エネルギー資源の不足のため、北朝鮮は石油製品に対する輸入依存度が高

い。1990年代まで、北朝鮮は東ヨーロッパ諸国の協力を通じて正常な経済

活動を維持できたし、その経済は一時は韓国の経済より優位に立ちもし

た。 だが、ソ連と東ヨーロッパ陣営の崩壊によってそのような協力は消

えてしまった。 そこに米国による一層強化された通商禁止令と封鎖が加

えられ、北朝鮮は一時経済破産の直前まで行ったし、軍事力の発展は非常

に遅れた。 

0. 他の要因を追加するならば、北朝鮮の伝統的な同盟国が韓国と修交を正常化し　

た結果、北朝鮮の安全を保障する努力義務は弱まり、不安定で不確かなものになっ　

た。

1.　しかし韓国の同盟国はまだ、北朝鮮の安全に対していかなる約束もしてい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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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ような不均衡は北朝鮮にとって、目には付かないが苦痛な問題の種となった。 

以前同じような経験をした中国の人々は、そういう苦痛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 

一国家の安全に対する究極的な保障はその国家にかかっている。 そしてその国家は

自身の安全のための鍵を持っ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ういう点で、北朝鮮の軍事

力優先の政治と核兵器の発展戦略は十分な心理的動機と客観的な必要性のあること

だ。 北朝鮮の隣人であり伝統的な同盟国として、また核兵器非拡散条約(NPT)の調

印国として、中国は隣国で核の環境と、核の危険さらには核戦争が起きるのを見た

くはない。 だが、北朝鮮に対し、単独で核兵器を放棄すべきだと要求することが核

放棄の十分な保障になるだろうか? 核兵器を使用し、世界で最大の核貯蔵量を有す

ると主張する唯一の国家、米国はどうなのか？ 米国の核兵器は世界中のどこでも破

壊することができ、核貯蔵量は地球を1000回以上も破壊できるほどだ。 

米国が核兵器先制攻撃禁止の約束、および非核保有国に対しては核兵器を使わない

という約束をしたことがあるか? イラクは大量破壊兵器を持ったことは決してない

が、米国はイラクが持っていると主張した。 それでそれは米国がイラクに対し戦争

を起こす原因となった。 この戦争によって現在までイラクと中東は苦痛を受けてい

る。 

いったいどこの国が、このような教訓を無視できようか？

中国人として、私たちは隣国のうちのどこにせよ、 決して核の危険を目にしたく

ない。そういう点から、私たちは韓国の非核化を希望する。 ところが注目すべきこ

とは、韓半島に核兵器を初めて導入したのは北朝鮮ではなく米国だという点だ。 

1957年6月初め頃、米国は停戦協定の13項-dの廃止を一方的に決めた。 1958年1月、

米国は韓国に核兵器搭載 オネストジョン (Honest John)ミサイルと280mm原子大砲

を配置した。 北朝鮮の立場から考えれば、困難な経済状況の中でも北朝鮮がなぜ核

爆弾を持つことを熱望するのか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中国にいる私たちはこの

ように考えてきた。 特に、戦争における核兵器使用と関連して世界を主導した最も

大きい国家が自ら非核化をしないならば、他の国家が生存するために核兵器で武装

する趨勢に反対し難い。 だから私たちは、6月に北朝鮮が米国との高位級対話をな

ぜ提案したのかよく理解できた。 この提案は「地域の緊張緩和と平和実現と韓半島

の安全」だけでなく「核兵器のない世界」を実現するためのものだった。 これは

シーソーゲームで小さい側に若干の重さを加えて再び均衡を合わせようということ

だった。 



- 207 -

東北アジアにとって、平和実現が頭の痛い問題として残されていてはならない。 

南北対立の状況下では、双方の安全のための相互的かつバランスの取れた保障だけ

が、対立の中で平和の維持を可能にするだろう。 だが、もし一方は三つの保障を得

ているのにもう一方は三つの脅威にさらされているならば、そして一方は継続的に

緊張を一層高めるために合同軍事訓練をしている反面、もう一方はいかなる安全保

障もなしで彼らが考える最も効果的な武器を解除することを要求されているなら

ば、いわゆる公平さや正義は言うまでもなく、韓半島に平和を実現するということ

は不可能であろう。 韓半島の双方は、どちらも一方を飲み込むことはできないとい

うことを悟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互恵性と均衡を基盤に対立の中の平和を維

持することが必要だ。 韓半島の対立を終わらせて統一を実現するために、すべての

関連国家が軍事力以外の様々な手段を共に探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東北アジ

アだけでなく全世界と人類全体に利益となる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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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半島平和体制構築のための提言

　　　　　　　　　 　パク・キョンスン　
進歩政策研究院 副院長

韓半島停戦協定締結60周年を迎えました。 しかし韓半島は依然として“戦争中”で

す。 “戦争中”という表現は二つの意味を持っています。 一つは、韓半島は法的に

戦争中です。停戦協定は戦争が一時的に中断された状態であって、戦争の終結を意

味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もう一つは、韓半島は現実的に戦争状態です。 物理

的衝突を防止するための停戦協定が事実上白紙化されて、いつでも物理的衝突が再

発し得る状況に置かれているのです。 この地に住む人々にとって、絶えず繰り返さ

れている戦争の危機を終息させて韓半島の平和を実現することほど切迫した問題は

ありません。

1. 平和協定締結の緊急性と切迫性

韓半島が60年の間“戦争中”の状態を抜け出すことができないのは何故でしょうか？

ここには三つの理由があります。 第一に、停戦協定第４条にあるように、停戦協定

当時、停戦協定当事国は３ヶ月以内にそれぞれ代表を派遣して、韓半島からのすべ

ての外国軍隊の撤収および韓半島問題の平和的解決のための高位級政治会談を開催

することに合意しました。ところがこの会議の招集は実現されませんでした。 第二

に、停戦協定13条で韓半島の外から新たに軍事人員と軍事兵器の搬入を禁止するこ

とにしたにもかかわらず、米国は韓米相互防衛条約を締結して1957年から核兵器を

搬入し、停戦協定の核心条項を破棄しました。第三に、東西冷戦体制が固定化さ

れ、米国は韓半島を対ソ軍事封鎖網の戦略的橋頭堡としました。 

韓半島の戦争(朝鮮戦争）は東西冷戦体制の産物です。 しかし1990年代に入って東

西冷戦体制が解体され、平和共存の時代が訪れたにもかかわらず、唯一韓半島だけ

が冷戦の島として残っている理由は何でしょうか？ いや、冷戦時代よりも一層冷戦

的対決が激化して、戦争の危機が一触即発の状況にある理由は何でしょうか？ それ

は北の体制を倒そうとする米国の対北敵対政策のためです。 米国は主権尊重と平和

共存という国際関係の基本原則と精神を唯一北朝鮮に対してだけは適用せずに、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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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を悪の枢軸と規定して、体制転覆戦略を追求しています。

韓半島の戦争危機は、いま爆発一歩手前の状況に進んでいます。 今年３月の韓米合

同軍事訓練当時の戦争危機状況は、停戦体制の現実を赤裸々に見せています。 「韓

半島は戦争前夜の状況だ」と言うのが決して誇張ではなくなりました。こうした状

況が放置された場合、韓半島で戦争が勃発するのは時間の問題であり、戦争が勃発

するならば韓半島全体の文明は完全に破壊されて石器時代に戻ることになるでしょ

う。 ここに韓半島の平和協定締結の緊急性と切迫性があります。 

2. 平和協定締結の当事者とその主な内容

韓半島の平和協定は戦争状態を終息させ、強固な平和体制を構築するための核心課

題であり、出発点です。 同時に、南・北および北・米の敵対関係を解消して平和共
存と和解協力の関係を作り、窮極的には分断体制を統一体制に変えなければなりま

せん。 このためには平和協定締結、北・米修交、南北の統一体制構築が成されなけ

ればなりません。 その中でも韓半島平和協定締結が中心軸です。 

韓半島の平和協定締結の当事者は誰か? という問題が論点として残っています。 韓

半島の平和協定締結の当事者は法的、歴史的、現実的側面を総合的に考慮すべきだ

と考えます。だとすれば、平和協定締結の法的な当事者である米国と中国、北朝鮮

が参加すべきであり、また歴史的現実的側面を考慮して韓国政府もやはり当事者と

して参加すべきだと思います。 

韓半島の平和協定には○韓半島の戦争状態終息宣言○敵対関係清算と友好協力関係

構築方案○敵対的な両者軍事同盟解消と外国軍撤収方案○平和管理機構構成とその

運営方案○南北境界線(平和線)の画定○韓半島の軍縮方案○韓半島の自主的統一支持

の原則確認、などが必ず含まれねばならず、韓半島の軍縮方案には韓半島非核化の

方向と方法問題が含まれねばなりません。 

3. 平和協定締結の方向と方法

韓半島平和協定は、また別の形態の停戦協定になってはなりません。 このために

は韓半島の戦争構造を解体し、平和共存、和解と協力の構造をたてて、戦争の根源

を完全に除去する平和協定と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敵対的関係がそのまま温存

される平和協定はもう一つの停戦協定に過ぎない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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戦争の根源を除去する平和協定は、在韓米軍のいない平和協定にならなければなり

ません。北・米敵対関係が解消された状態では、在韓米軍駐留根拠が消えて韓米軍

事同盟の存在理由が消滅します。 

戦争の根源を除去する平和協定は、統一志向の平和協定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

ん。 分断体制が変わらないならば不信と対立が持続し、これが激しくなれば戦争の

根源になります。 

したがって、韓半島の平和協定締結過程は南・北および北・米の敵対関係清算と平
和共存、和解協力関係構築過程と有機的に結合して進行されざるを得ません。 そし

てこれは、各政治的主体(南・北・米)の政治的決断から始ま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のような側面から、平和協定締結を促進強化させるために早急に南・北・米・中
の４者の首脳が会合を持ち、このような政治的決断を下す必要があります。 10.4宣

言で南北が合意した４者終戦宣言を推進するのも一つの方法だと考えます。

韓半島の平和体制は東北アジア地域の平和体制とかみ合っています。 東北アジア地

域の平和保障体制が樹立される時、韓半島平和体制は強固なものとなるでしょう。 

したがって韓半島の平和体制構築のための努力と共に、東北アジア地域の平和安保

体制を構築するための努力を併行するべきだと見ます。

4. 平和協定締結のために韓国政府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

韓半島平和協定締結が非常に切迫した問題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まだこれに対す

る当事者間の合意がなされずにいるだけでなく、敵対的対決状態が持続していま

す。 ここには我が政府も一定の責任があると思います。 韓国の国民は分断の苦

痛、停戦体制から来る苦痛を直に肌で感じている直接の当事者です。 韓国政府には

国民が体験しているこのような苦痛を解決する責務があるのです。 したがって韓国

政府は分断と戦争構造を解消し、韓半島の平和と統一の早期実現のために積極的に

努力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しかし現在の韓国政府はこのような努力を積極的に行

なってきたとは見られません。 かえって分断と戦争構造に依存した既得権勢力の口

に合う政策を固守していると思われます。

韓国政府は私たち国民が体験している苦痛を解決するために既存の対北政策を根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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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に変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現在の政府の対北政策の象徴である“韓半島信頼プ

ロセス”に対する評価は批判的です。 信頼プロセスでなく“不信プロセス”だと、け

なされてもいます。 なぜこのような評価が出てきたのかを振り返ってみるべき時で

す。

韓国政府は何よりも、6.15共同宣言と10.4宣言を履行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実践的に

示さねばなりません。 これに基づいて南北の和解と協力の政策を果敢に推進してい

くべきです。さらに、韓半島の平和協定締結のための努力の先頭に立つべきです。 

韓半島終戦宣言のための４者首脳会談を提案し、その実現のために積極的に動くべ

きです。

5. 平和協定締結のために進歩改革勢力が担うべき役割

韓半島の平和協定締結のためには、進歩改革勢力の役割が決定的に重要です。 韓半

島の平和協定が締結されるには、それを実現することのできる韓半島の平和力量が

しっかり準備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韓半島平和協定締結に向けての対話と交渉

は膠着状態にあります。 このような膠着状態を打開できる力は唯一つ、大衆の力に

よる下からの圧力しかありません。 広範な国民大衆が平和協定締結を促す大衆行動

に立ち上がり、大衆の平和志向の世論が広範囲に広がる時、膠着状態に陥っている

局面を打開して韓半島平和協定締結のための対話と交渉局面が開かれることになる

のです。 したがって韓半島の平和と統一を志向する進歩改革勢力は、「反戦平和、

平和協定締結!」 「6.15共同宣言・10.4宣言履行」の旗を高く掲げて大衆的行動に出

なければなりません。 



 

第 2 セッション

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の国際共同行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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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半島の平和協定樹立のための国際平和

ティム・ショロック
米国ジャーナリスト，社会運動家

こんにちは。初めに、私を招待してくださった主催側に感謝いたします。また、平

和のための共同旅程に韓国、日本、中国の同士たちとご一緒できる機会を得られた

ことに感謝しています。本日、この席で提起された課題は、「朝米間の敵対関係を

終結させるためには、どのような努力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というものです。

また、厳しい緊張の時期であり、またとない機会の時期である今、「朝鮮半島の平

和と和解をともに作り出していく方法をどのように模索するか」であります。私

は、若い頃の大部分を東アジアと米国で過ごしました。この地域に基盤をおいた

ジャーナリスト、労働組合活動家、そして政治活動家として、皆さまにこの問題に

ついてお話します。

私のウェブサイトのメイン画面にある写真から、私の話を始めようと思います。そ

の写真は、1960年4月19日に写したもので、李承晩大統領の統治に抗拒した1960年の

民衆革命が最高潮であったときのものです。当時、私はキリスト教の宣教師の息子

で、ここソウルで暮らしていましたが、4.19抗争は、私に甚大な影響を与えました。

生涯初めて、学生、労働者、一般市民たちが通りに出て民主主義、そして圧制の終

結を要求し、また、遂に彼らが勝利するのを目撃しました。その当時、米国は曖昧

模糊とした役割をしていたようですが、さらに、独裁者李承晩をCIAの飛行機に乗

せて海外に亡命させました。

その後、韓国は約12ヶ月の間朝鮮と和解し、韓国の悲劇的な分断を終結できる可能

性がありました。しかし、ご存知のとおり、朴正煕将軍が１年後に軍事クーデター

で権力を握ったとき、統一に対する全ての希望は消えました。米国政府は、継続的

に財政的、軍事的支援を通じて朴正煕政権を支持し、このような支援は、朴正煕大

統領が1979年に暗殺されるまで続きました。その当時、韓国軍と米軍はたいへん緊

密な同盟を形成していましたが、ベトナムでの不道徳で破壊的な戦争から堅固な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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盟が始まりました。今日、このような軍事関係の結果、韓国は全世界で唯一、戦時

作戦権を外国軍の将軍が握っている国です。 

冷戦時代の韓米関係には、苛酷な経済的反響がありました。韓国が経済大国とし

て、信じられないほどの発展を成し遂げたのは、疑う余地がありません。しかし、

1970年代から始まり1990年後半まで、米国は韓国に第一に、日本との関係を正常化

し、日本が投資できるように市場を開放すること、第二に、戦闘機や原子力発電所

の設備など、資本財商品を米国会社からだけ購入することを強要しました。1997年

の金融危機以後、カーライル・グループのような米国の銀行が、韓国の会社を買収

できるよう韓国の金融市場を開放するように、IMFを通じて強要しました。その

上、北との軍事的緊張が激化する時期にも、韓国と米国は経済問題、特に通商問題

で度々衝突しました。韓米核エネルギー協定と関連した現在の紛争もあります。 

実際、冷戦が世界でほとんど類例がない、不平等な関係である韓米関係を作り出し

ました。米国は、自国の世界的な権力行使の場として、韓国をさらに密接に統合す

るために影響力を頻繁に行使しました。米国の軍事的、経済的利害関係は、韓米関

係を継続的に規定してきました。 

韓国の民衆と光州の市民が軍部統治の終結を要求し、決起した1979年と1980年にも

やはり、米国の政策を決定する上で重要なことは、人権や民主主義よりも、米国の

軍事的、経済的な利害関係でした。そして不幸なことに、今も米国の軍事的、経済

的利害関係が韓米関係を規定しています。

今日、ほとんどの米国人が、韓国を江南スタイルの音楽を除いては、あまり与えて

くれるものがない後進的なパートナーと思っているか、警戒すべき経済的競争相手

と見なしていると、私はあえて言おうと思います。朝鮮半島の分断での米国の役

割、朝鮮戦争の経緯、戦争当時の米軍の爆撃による朝鮮半島の深刻な破壊等につい

ては、大概の米国人はほとんど知らないか、理解できていません。彼らは、独裁者

である朴正煕と全斗煥に対する米国の支持について、ほとんど忘れてしまいまし

た。しかし、朝鮮に対する米国人の立場は、さらに悪化しています。

　米国のメディアに見られるように、朝鮮は総じて国家の主権がない中国の隷属国

とされていて、狂った人々が統治していると認識されています。米国の管理、さら

には記者が、憚ることなく朝鮮を爆撃することについて話すのを少なからず耳にし

ます。何十年もの反共主義によって形成され、人種主義により歪曲されたこれら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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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解は、非武装地帯の両側の歴史と本来の姿を否定しています。また、私が思う

に、これらの見解は、最も深刻な平和の障壁です。周知のとおり、このような見解

は、米国の対外政策に反映されており、さらに残念なことに、米国の進歩運動にも

反映されています。

まず、政策を見ると、オバマ政府はベトナム戦争以来、アジアで最大規模の軍事的

増強を断行しました。この政策は、公然と中国と朝鮮を封鎖することを目標として

いますが、実際の目的はアジアで米国のヘゲモニーと権力を拡張させることです。

日本と韓国の米軍基地は、米軍がその影響圏をイラクとアフガニスタンに拡張でき

るように手助けする、航空母艦のような役割をします。

これらの軍事基地は、韓米両国軍の統合指揮権を得ようとする韓国の努力を、なぜ

米国防総省が継続的に白紙にし、牽制しようとするのかをよく説明してくれていま

す。

最近、ガーディアン紙に公開されたように、ワシントンの駐米韓国大使館に対する

米国国家安全保障局の監視が、米国政府の韓国に対する蔑視をよく表しています。

平和と長期的な安定のために努力したように、現在の韓米両国軍の統合指揮構造に

対する反対を組織する必要があります。米軍が、どのような規模でどれだけ韓国に

駐留するかは、韓国国民にかかっています。韓米両国の不平等な軍事的関係を終結

させることは、平和協定のための条件を確立するための議題の一部になります。平

和協定は、現在の朝鮮半島の戦争状態を終結させることができます。　

残念なことに、朝鮮半島で平和を構築するにおいて、我々の同士となるべき米国人

の多くは、冷戦式思考を受け入れました。メディアは継続して、朝鮮をすべての緊

張を扇動する悪として描写していますが、これらは、朝鮮に対して核兵器を使用す

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脅迫を含み、米国の政策が、最近の危機に影響を及ぼしたと

いう点をほとんど認識できていません。一部の進歩陣営も同様です。

皆さんのうち、多くの方々が韓米FTAに反対して戦ってこられました。皆さんがよ

くご存知の韓米FTAは、資本がもう少し簡単に国境を越えて移動できるようにし、

労働者、労働組合、農民、消費者の利益を毀損するものです。米国の多数の労働組

合活動家たちもこのような見解を共有しました。しかし、一部の市民団体は、米国

で韓米FTAに対する闘争を主導し、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TPP）に対する闘争の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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頭に立ってましたが、これらは開城工団という一つの論点だけに執着していまし

た。

市民団体のビラやキャンペーンを見ると、これら米国の団体は、開城工団が、「朝

鮮が核兵器を開発できるように資金を工面する奴隷労働収容所である」、という

誤った主張をしており、このような主張の延長線で、議会が韓米FTAに反対するこ

とを要求しました。この傲慢で単純な観点は、韓国の李明博前大統領と米国の共和

党過激派よりも、深刻な右傾化傾向を表しています。その上、このような態度は、

朝鮮と経済的関係を形成し、緊張を緩和することができる、韓国の絶対的な主権を

完全に否定しました。

もし、我々が米国政府と米国の大衆に、朝鮮戦争を終結させるためには平和協定が

必要である、ということを納得させることを望むのであれば、我々は韓国で、米国

の歴史的役割を米国の左右翼が理解できるようにする、教育プログラムを開始する

必要があります。私たちは、和解へと進む平和な韓国が、米国と東アジアの両方に

どれほど利益になるか説明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のような過程は、緊張を緩和

させ、軍事費を市民に役立つところに転換させるでしょう。

私は、韓国の友人たちが、最近ソウルで規模を拡大した米国の報道機関を見つける

ことを勧めます。米国のジャーナリストたちと対話し、彼らが韓国の現実を理解で

きるように手助けし、彼らが間違っている場合は、それを訂正する必要がありま

す。米国に行き、平和運動勢力と労働運動勢力に、韓国は江南スタイルや開城工

団、現代自動車などだけでなく、それ以上に、過去に統一国家としての長い歴史の

ある主権国家であるということを説明すべきです。

彼らに、冷戦イデオロギーは過去の産物である、ということを示さなければなりま

せん。私は60年間続いた戦争と分断を終わらせ、韓国で、また韓国を越えて、平和

的な経済協力地帯を作るために、ともに努力することを提案します。

今までご清聴、感謝いたします。どのような質問でも歓迎します。 （2013年7月26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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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東アジアの関係

渡辺健樹

日韓民衆連帯全国ネットワーク

中国の台頭とオバマ米政権のアジア回帰戦略、安倍政権の復活、そして朝鮮半島の

緊張の持続などにより東アジア情勢はきわめて流動的な状況となっている。

以下は主催者から要請された3つのテーマに従い見解をまとめたものである。

1. 日米関係・米中関係・日中関係の分析

【米国の動向】

第一に、オバマ米政権の「新国防戦略」（2012年1月）では国防費の大幅縮小という

制約下で以下の10項目の安全保障上の目的を掲げている。①「対テロ作戦・非正規
戦」②「米国への攻撃の抑止・打破」③「アクセス拒否・エリア拒否（中国によ
る）環境下での戦力展開」④「大量破壊兵器への対抗」⑤「サイバー空間と宇宙空

間における効果的な作戦」⑥「安全かつ効果的な核抑止の維持」⑦「国土防衛と国

内の文民部門の支援（災害派遣）」⑧「安全な軍事プレゼンスの提供」⑨「安定化

作戦・反乱鎮圧作戦の遂行」⑩「人道支援・災害救援とその他の作戦」。

この目的に沿い、「2正面作戦対処」から「1正面と抑止」(1プラス)、「アジア太平

洋におけるプレゼンスと任務を重視する」戦略への転換を図っている。

これに基づき、太平洋における空母6隻体制の維持、沿岸海域戦闘艦（LCS）の配備

拡大を進め、オーストラリア配備の海兵隊増強（250人から初めて2500人のローテー

ション部隊）、またシンガポールに沿岸戦闘艦、インドネシアへＦ16戦闘機24機無

償供与などを進めている。

そして、2010年の「4年毎の国防見直し（QDR）」では「統合エア・シーバトル」構
想を表明、これに呼応するように2010年12月日本政府は「防衛計画大綱」の改定で

「南西防衛」「島嶼防衛」を打ち出した。そして東北アジアにける米軍再編の真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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狙いが、横須賀・佐世保・岩国を結ぶ空母のトライアングル体制であり、韓国・済
州島の韓国海軍基地建設もこれと密接に関わっている。

　これらの主たる狙いが、台頭著しい中国包囲に向けられたものであることはいう

までもない。

【中国の動向】

第二に、中国はすでにGDPで日本を抜き世界第二位の経済大国となった。この経済

発展に見合った強固な国防力と強大な軍隊建設を追及している。この中で、輿論

戦・心理戦・法律戦の「三戦」を採用し、軍事闘争を外交・経済・文化・法律など
の分野の闘争と密接に呼応させる－としている。

とくに中国のこの間の海軍力増強の動きは、96年台湾総統選挙で台湾独立推進派と

された李登輝(Lee Teng-hui)の有利を受け、台湾海峡でミサイル演習を実施したが米

空母2隻の出動により中断せざるをえなかったことが大きく作用している。また、エ

ネルギー確保のため中東やアフリカへ関与を強めるとともにそのシーレーン確保も

大きな要因となっている。

中国の海洋戦略は、第一列島線（日本の九州－沖縄－台湾－フィリピン－ボルネオ

島に至るライン）を内海化して米軍の接近（アクセス）拒否を目指し、第二列島線

（日本の小笠原諸島からグァム－サイパン－パプアニューギニアに至るライン）を

「台湾有事」の際に米軍の増援を阻止・妨害する海域との位置づけが推定されてい
る。そのため空母建造、対艦弾道ミサイル開発などが進められている。

この中国の「第一列島線」とは、米国が第二次世界大戦後、東西冷戦下で日本－台

湾－フィリピンを結び設定した「第一層の島嶼ライン」と同じである。

中国側からすれば、西太平洋でこれまで米国が制海権・制空権を自由にし（対抗で
きる国もなく）、軍事的介入も可能な状況に「アクセス拒否」で対抗しようとして

いる。

【日本の動向】

第三に、日本の動向である。2010年12月、民主党政権によって策定された「新防衛

計画大綱」は、それまでの「基盤的防衛力」構想からの大転換となった。基盤的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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衛力を「静的抑止」として否定し、「動的防衛力」へ。さらに中国を意識した「南

西防衛」「島嶼防衛」にシフトした。これに沿い日本の最西端である沖縄県与那国

島に沿岸監視部隊配備、潜水艦16隻から22隻体制、那覇の戦闘機部隊1個から2個へ

増強が図られている。

これは、米国の新国防戦略「アジア太平洋重視」と合致するもので、さらに米国に

よる「同盟国」の役割分担増と「同盟国」同士の連携強化の要求を受け、オースト

ラリアとの防衛交流では２プラス２の開催・日豪ＡＣＳＡ締結（2010年5月）、軍事

情報保護協定締結（ＧＳＯＭＩＡ、2012年5月）などと拡大してきた。

また、韓国との防衛交流では、以下のように進められてきた。

1999年 釜山で捜索 救難共同訓練が端緒（2年に1回開催）

2010年6月 ＰＳＩ海上阻止訓練（韓国主催で自衛隊が参加）

2012年6月 日米韓共同訓練（朝鮮半島沖、米韓演習に海自護衛艦３隻参加）

2012年7月 ＰＳＩ航空阻止訓練（日本主催に韓国軍参加）

2012年8月 リムパックでの日米韓共同訓練。

2012年には日韓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ＧＳＯＭＩＡ）、自衛隊・韓国軍間の物品
役務相互提供協定（ＡＣＳＡ）締結の動きもあったが、韓国世論の強い反対で延期

となっている。

昨年末の総選挙で安倍・自民党政権が復活した。

日本軍「慰安婦」問題で強制性を認めて謝罪した河野談話の見直しや日本の侵略の

定義は定まっていないなどと公言し、集団的自衛権行使容認、憲法改悪にまで踏み

込もうとしている。沖縄の人びとの強い反対を無視して普天間基地へのオスプレイ

配備を強行し、辺野古への新基地建設にあくまでも固執し続けている。また、「ア

ベノミクス」と呼ばれる新自由主義政策を推し進め、米国主導のＴＰＰへの参加を

強行し、さらに電力資本の意に沿いながら福島原発事故の収束もままならないにも

関わらず原発再稼動や原発輸出を推し進めているのが安倍政権である。

【米中新冷戦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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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ような米中の軍事的動向を見てくると、既存の超大国・米国の覇権に対して新
たに台頭する中国がそれを食い破ろうとし、米国は中国包囲を仕掛けているという

「新たな冷戦」の到来と見えなくもない。だが、経済のグローバル化は良くも悪く

も相互依存性の飛躍的強化をもたらしている。それは米中の間でも同様であり、日

中や韓中、さらに中国とＥＵの関係においても同様である。かつて列強が世界を地

理的・領土的に分割支配し再分割戦を行っていた帝国主義戦争の時代や東西冷戦の
時代とも様相を異にしている。

筆者はかねてより、これらを総合的に見れば米国の対中国政策は「対抗と取り込

み」の戦略だと指摘してきた。

実際、米中間においては6月8日から2日間かけて行われた習近平・オバマの首脳会
談、定期的な米中戦略経済対話の開催、紆余曲折を経ながらも軍のトップ同士の協

議も行っている。

むしろ、かつての侵略や日本軍「慰安婦」問題等を正当化する歴史修正主義を公然

と掲げ、釣魚島（尖閣諸島）問題や独島（竹島）問題などの領有権主張を強行に繰

り返してナショナリズムを煽り、日中の間では軍事的衝突すら懸念される事態を引

き起こしながら、「米中冷戦」を願望し、そこから「漁夫の利」を得て憲法改悪・
戦争のできる国家作りを推し進めようとしている日本政府・安倍政権こそ、真性冷

戦勢力である。

しかし、これにより日中首脳会談はおろか、日韓首脳会談すら持てない状況に陥

り、米中、韓中首脳会談を横目に焦りの色を隠せないでいる。

付け加えるならば、米国政府は釣魚島（尖閣諸島）をめぐり「日本の施政下にあり

日米安保条約は日本の施政下にある領域に適用される」とする一方、「領有権問題

は中立の立場であり当事者間の平和的解決に期待する」という曖昧な立場を繰り返

している。ここから透けて見えるのは、日中の軍事衝突やそれに米国が巻き込まれ

るのは困るが、領土問題を解決して米国抜きで日中関係が進展するのも困る－とい

う都合の良い立場であり、このことは「同盟国」同士の日韓の独島（竹島）をめぐ

る問題でも適用されている。

ちなみに筆者は、釣魚島については1895年に日清戦争の勝利の形勢下でこれに乗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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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日本が版図に組み込んだもの。同様に独島については、1905年日露戦争を背景に

朝鮮半島への日本軍の進駐と、数ヵ月後には大韓帝国の外交権を奪い統監府を置く

ことになる「乙巳条約（第二次日韓協約）」の強制に至る過程で、島根県に編入し

たものであり、両島とも日本の領有権主張に正当性はないという立場である。

2. 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優先的に解決すべき課題は何か

今年の7月27日で朝鮮戦争の停戦協定締結からまる60年を迎える。

言い換えれば、朝鮮半島はこの60年もの間 撃ち方止め」に過ぎない停戦＝準戦時状

態のまま放置され続けてきた。日本人は満60歳になると「還暦」といって祝う風習

があるが、これと同じ年月停戦状態のままということ自体が異常なことである。

この間、朝鮮の人工衛星打ち上げに対して国連安保理による制裁追加決議が出さ

れ、これに反発する朝鮮の３回目の地下核実験などかつてない緊張状況が生まれ

た。

韓米は、「5027作戦計画」などに基づきピョンヤン制圧まで想定して毎年繰り返さ

れている米韓合同軍事演習「フォール・イーグル」「キー・リゾルブ」を強行し、

さらに今年はB52戦略爆撃機やステルス戦略爆撃機B2が投入され、模擬核爆弾の投下

演習まで行っている。これこそ繰り返し行われている軍事挑発そのものである。

そもそも、朝鮮停戦協定には「発効後３ヶ月以内に双方は高級政治会議を開き、外

国軍隊の撤退及び朝鮮問題の平和的解決を協議する」ことが建議されていたにも拘

らず、米国は同年12月、一方的に協議の場から退席、10月に李承晩政権との間で締

結した韓米相互防衛条約を盾に居座り続けた。それは米陸海空軍を「無期限に韓国

に駐留すること許容」し、「韓国の軍事力を国連軍司令部の作戦統制下に置く」

（54年韓米共同声明）ものだった。そして、米軍は50年代から膨大な戦術核兵器を

韓国に持ち込み、「チームスピリット」など大規模軍事演習を繰り返して、軍事的

緊張を絶えず高めてきた。さらに６ヵ国協議が開催され、9・19「６ヵ国共同声明」

（2005年）が出されて以降も米韓軍事演習が繰り返されてきた。

事実は、駐韓米軍が唯一の外国軍隊としてこの地に居座り続け、停戦状態のまま放

置されていることが朝鮮半島における戦争危機の根源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



- 224 -

朝鮮半島の準戦時状態は、北側にとって軍事的重圧であるばかりか、南の韓国民衆

にとっても徴兵制や国家保安法の存続、米軍犯罪の多発など重圧となっている。

朝鮮戦争の終結と平和協定締結、恒久的平和体制への転換は東北アジアの平和に

とって最優先の課題であり、これは停戦協定当事者である米中の義務でもある。

また米国の指図の下、日本の再軍備も朝鮮戦争を背景として進められ、その後も朝

鮮半島の緊張状態を利用して自衛隊の増強が図られてきた。日朝間に未だに国交す

らない状態は、日本の戦後処理が放置され続けていることの象徴でもある。

安倍政権による集団的自衛権行使容認・憲法改悪を阻止し、日米安保体制と在日米

軍基地をなくす闘いと、その重要な口実とされてきた朝鮮戦争の終結、恒久的平和

体制の実現は一つに繋がっている。

3. 東北アジア国際共同行動を活性化するための方法

この点では、日韓米軍事同盟体制の下にある日韓米の民衆の連帯と共同の取り組み

が強められていくことがとりわけ必要であると考える。

この間、日本軍「慰安婦」問題などでは韓国・朝鮮、中国、東南アジア諸国、オラ

ンダなどの被害国はもとより、米国や欧州各国においても連携がなされている。し

かし、反戦平和の課題では、沖縄の人びとの米軍基地反対の闘いと韓国の反基地運

動などの連携があるものの、全体としてはまだ極めて弱い状況にある。とりわけ、

朝鮮半島の戦争終結と恒久的平和体制への転換の課題では、尚更ではないだろう

か。

この点では、朝鮮半島の恒久的な平和体制移行のための日韓米の平和運動の持続的

なネットワークの形成が必要ではないだろうか。

また、9・19「６か国共同声明」は、「朝鮮半島の検証可能な非核化」の目標ととも

に、朝米・日朝正常化や朝鮮半島の恒久的平和体制について協議することも謳われ
ているが、後者の朝鮮の体制保障が定まらない限り何回となく頓挫する。

朝鮮の側から見れば、「朝鮮半島の検証可能な非核化」だけでは、核兵器国と、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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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の核兵器に依存する日韓から、自国の非核化だけを迫られているという不平等感

がぬぐえない。この不信を断ち切り、状況を進展させるためには、日韓の側から米

国の「核の傘」から脱することを前提とした東北アジア全体の非核兵器地帯を提言

し、朝鮮が安心して核兵器を完全に廃棄してもいいという環境を整備することが必

要である。

これらも日韓米市民の側から共同提言することや国際世論の圧力を共同で強めてい

くことも必要ではないだろ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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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の国際共同行動の必要性と課題

ミン・ビョンヨル　
統合進歩党 最高委員

朝鮮半島と東北アジアの平和を論じる意義深い席でお話でき、光栄です。本日、こ

の席に参加してくださった多くの方々に、改めて感謝の意を表します。今日いらっ

しゃった先生方の貴重なお言葉と連帯の実践が、朝鮮半島と東北アジアの平和を構

築するための大きな力になるものと確信しています。

私は、この席で東北アジアの平和と連帯の必要性についてお話し、統合進歩党とア

ジアの政党との平和のための連帯活動について、ご紹介しようと思います。そして

最後に、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の国際共同行動について、いくつかの提案をしよ

うと思います。

1. 東北アジアの平和と連帯の必要性

19世紀まで東北アジアは西欧列強の侵略の対象でした。特に私たち民族は、日清戦

争と日露戦争を経て、日本の植民地に転落しました。そして、1945年、解放の喜び

も未だ享受できないまま、分断と戦争というまた別の試練を経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でした。

朝鮮半島の分断は、朝鮮半島と東北アジアの冷戦体制を形成する基本的背景になり

ました。また、朝鮮戦争は、南と北はもちろんのことアメリカ、中国、ソ連、日本

などが直接的または間接的に関与する、事実上、東北アジア戦争へと拡大、展開し

ました。朝鮮戦争後の東北アジアは、韓国-米国-日本 ： 朝鮮-中国-ソ連という二つ

の巨大な同盟体制が衝突し、競争する体制に突入しました。

国際社会が脱冷戦になってから20年以上経ちましたが、朝鮮半島と東北アジアは未

だ冷戦体制から自由になれていません。南と北は今なお分断体制から自由でない状

況です。依然、朝鮮半島では国際的に最も激しい軍事的対決が繰り広げられて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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り、今年3月と4月の軍事的緊張は、それを象徴的に示しています。

東北アジアもまた、最近さまざまな領土問題、歴史問題が原因で冷戦的対決状態か

ら抜け出せずにいます。特に、日本は複数の国と領土紛争と歴史紛争を起こしてい

ます。日本政府が昨年、 ティヤオウィダオ （釣魚島、日本名：尖閣諸島） の三島

を国有化するという決定を下した後、日中間の領土紛争は、冷戦時代を彷彿とさせ

ます。日本はロシアとも北方四島をめぐり熾烈な領土紛争を繰り広げています。韓

国の独島問題は、言うまでもありません。

歴史問題もまた、東北アジアの平和を深刻に脅かしています。日本政府は今なお、

自国の過去の侵略行為を正当化しています。毎年、戦犯の位牌がある靖国神社を参

拝しています。

このような日本の望ましくない動きには、米国政府の責任も少なからずあります。

第二次世界大戦後、米国は自国の東北アジアでの戦略的利益のために、日本に事実

上の免罪符を与えました。東北アジアでの影響力確保のために日米同盟が必要だっ

たからであり、日米同盟のためには、日本の冷戦保守勢力が米国に必要だったから

です。最近では、日米同盟に飽き足らず、米国-日本-オーストラリアを結ぶ太平洋同

盟ネットワークを構築するための外交的努力を重ねています。

同盟は戦争を前提としています。韓米同盟が朝鮮半島で絶えず戦争の危機を繰り返

す役割をしてきたように、米国を中心とする太平洋同盟ネットワークは、東北アジ

アの冷戦秩序を維持する役割をします。

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の国際連帯が必要な理由が、ここにあります。東北アジア

各国政府の努力だけでは、平和を実現するのは難しいです。各国の民衆が団結、連

帯して、東北アジアの平和を実現するための国際共同行動を展開しなければなりま

せん。

2. 平和に向けた統合進歩党とアジアの政党との連帯活動

このような立場から、私たち統合進歩党は民主労働党時代から、東北アジアの平和

のためにアジアの政党との連帯と交流活動を進めてきました。民主労働党を継承し

た統合進歩党のアジアの政党との連帯と交流は、朝鮮半島の平和と統一、東北アジ

アの平和のための国際連帯の実践という、党の綱領に基づいて行われています。統

合進歩党とアジアの政党との連帯は、南北政党間の交流と、日本、中国などのア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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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の政党との交流という二つの形式で行われました。

初めに、統合進歩党は、北側の朝鮮社会民主党との交流を活発に行いました。2004

年に朝鮮社会民主党と金剛山で実務接触をした後、2005年8月22日から27日まで、党

の代表団が平壌を訪問し、両党代表団の公式会談が実現しました。以後、2008年11

月15日から19日まで、第２次党代表団が平壌を訪問し、公式会談が行われ、その後

2009年まで実務接触が行われました。残念なことに、現在南北関係が全面的に遮断

され、南北政党間の交流さえ中断されています。

次に、アジアの政党との連帯について、簡単にご紹介します。

日本の政党とは、新社会党との相互訪問などの交流が定期的に行われており、朝鮮

半島の平和

統一と東アジアの平和を保障するための共同実践を進めています。また、2011年イ·

ジョンヒ代表の日本訪問をきっかけに、社会民主党とも連帯が強化されています。

両国の進歩政党間のパートナー関係を確認し、共同実践を継続的に繰り広げていく

ことにしました。

中国共産党との交流では、2004年に民主労働党が親善交流協定を結んでいます。こ

れまで本格的な交流がありませんでしたが、今年からは両党が親善交流関係を再確

認し、両党間の交流問題を協議していきます。

統合進歩党は、アジアの政党と東北アジアの平和問題を中心に、南北間では朝鮮半

島の平和統一問題を中心に交流を継続的に展開しており、この交流が発展し、朝鮮

半島の平和体制と平和統一に寄与できるよう、力を注いでいます。

3.　提言

私は、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アジア各国との連帯がさらに強化されるべきだと

思います。今後、東北アジアは、米国と中国の戦略的角逐の場となるでしょうし、

日-中、日-露間の領土紛争などでさらに緊張が高まる可能性があります。東北アジア

の平和問題は、まさしく世界の平和問題であり、アジアの平和は全世界の平和に向

けた秩序再編につながっています。

すでに多くの方々が、東北アジア連帯のためのさまざまな提案をしてくださったの

で、私は三点だけ申し上げよう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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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に、1941年12月、日本の真珠湾攻撃で始まった太平洋戦争を再評価するため

の、多様な論議と実践を提案いたします。太平洋戦争を起こした当時の日本の支配

勢力の論理と、日本社会を保守化し、新軍国主義的な動きを強化している現在の支

配勢力の論理は大差がないと思います。

1941年12月7日、日本が真珠湾を爆撃した日に際し、東北アジア国際学術会議や、太

平洋戦争を反省せず、軍国主義へと突進している日本政府を糾弾するとともに、東

北アジアの平和ではなく、自国の利益実現を中心に戦後秩序を構築した米国を糾弾

する国際連帯集会等を提案します。

第二に、アジア各国に米軍が駐留している現実を勘案して、米軍のいないアジアの

ための多様な実践を提案いたします。特に最近、米国はアジア中心の戦略を推進し

ています。東北アジアでの国際連帯において、非常に重要な課題だと思います。

　第三に、そのためには、アジアの平和団体と政党が参加する、 東北アジアの平和

のための国際共同行動（仮称） を組織し、東北アジアの政党と団体とのネットワー

クを形成して、共同行動のための準備活動を推進することを希望します。

統合進歩党は、停戦協定締結60年になる今年、朝鮮半島の恒久的な平和のために、

平和協定の締結を主な政治的課題として設定し、実践しています。朝鮮半島の平和

協定の締結は、すなわち東北アジアの平和問題に拡大するでしょうし、東北アジア

の国々の幅広い国際連帯により、東北アジアの平和問題を現実化させることができ

ると確信してい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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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半島および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の国際行動の摸索

チュ・ジェジュン
韓国進歩連帯 政策委員長

韓国戦争は1953年7月27日、国連軍首席代表ウィリアム・ハリソン米陸軍中将と朝鮮
人民軍首席代表ナム・イル隊長が停戦協定書に署名して終結しました。 停戦協定に

より戦争は3年1ヶ月で終わりましたが‘分断体制’は現在まで60年間持続しています。 

戦争は終わったけれども、南北は非武装地帯(DMZ)をはさんで対立中にあります。

‘停戦協定’が‘平和協定’により代替されなかったためです。 

停戦協定の論議は1951年7月10日から1953年7月27日まで行なわれました。 この論議

は世界史上最も長い休戦会談でしたが、残念なことに結論は戦争を終結する平和協

定ではなく戦争を一時的に停止する停戦協定でした。 主な内容は‘敵対行為および一

切の武装行動の中止’ ‘軍事境界線と非武装地帯(DMZ)設定’ ‘韓半島問題の平和的解

決のための3ヶ月以内の政治会議招集’等でした。 そしてこれに基づき、1954年ジュ

ネーブで政治会議が87日間開かれましたが成果はありませんでした。 これに先立ち

韓国と米国は、相互防衛条約を締結して外国軍の撤収と各種兵器の韓半島搬入を禁

止した停戦協定に違反しました。そしてさらには57年6月駐韓米軍が核武装を始めて

以来、韓国と米国は絶えず停戦協定を無力化させてきました。 

2013年　朝鮮戦争以来最大の戦争危機

停戦体制60年、北・米対決20年の歴史は韓米同盟を基に対北敵対政策、特に敵対的

軍事政策推進の歴史だったといっても過言ではありません。 米国と韓国は毎年数回

韓米合同軍事訓練を実施することによって、北に対する軍事的敵対行為を強化させ

てきました。 特に今年3月、韓半島最大の戦争危機を呼んだキー・リゾルブ期間の
間、韓半島上空には米国の核戦略爆撃機B-2、ステルス戦略核爆撃機、B-52戦略核爆

撃機、F-22ステルス戦闘機が動員されて60日間訓練を行ない、ここにさらに米国の

核航空母艦、核潜水艦などを動員して、韓半島を一触即発の戦争危機状況に追い込

みました。 

このような訓練は実際、チームスピリット訓練、RSOI訓練、乙支（ウルチ）フォ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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カスレンズ訓練、キー・リゾルブ訓練、乙支（ウルチ）フリーダム ガーディアン訓

練など、名前を変えながら少なくは5万から多くは20万を越える兵力が参加して北に

対する攻撃訓練を数十年間続けているのです。さらに韓国と米国は‘北の体制崩壊’、

‘北の指導者暗殺作戦’、‘北の主要施設に対する先制攻撃’まで含む作戦計画を樹立し

ました。 作戦計画5027(全面戦争),作戦計画5029(急変事態),作戦計画5026(精密爆撃),

作戦計画5030(対北心理戦)等がそれです。 このように互恵平等、戦争反対、平和実

現、そして対話による問題解決という常識は、韓半島では居場所がないように見え

ます。 

戦争危機と武器導入 　そして民生福祉

すべてのことは利益を得る側と損害をこうむる側とに分けることができます。誤っ

た二分法だとけなされるかもしれませんが、このように見て初めて、複雑な事案も

簡明かつ明快に把握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それでは、停戦体制60年の間、韓半島で

利益を得たのは誰であり、損害をこうむったのは誰なのかを見てみましょう。 

韓国の軍事費は2013年約35兆ウォンです。 予算全体の約15%を占める数値です。 

ストックホルム平和研究所(SIPRI)の分析によれば、我が国の国防費は2012年308億ド

ルで世界12位であり、国内総生産(GDP)対比国防費支出規模は世界平均に比べて高

い2.7%と、決して少なくない水準です。 もちろんここには徴兵制による60万大軍の

中の現役兵の賃金は含まれていません。 賃金を含めるならば国防費の水準は世界で

五指に入るでしょう。 

注目すべき点は、このような国防費のうち外国産兵器導入の占める比重が飛躍的に

高ま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2012年を例にあげれば、韓国政府は何と14兆ウォン

にのぼる外国産武器導入事業を進めようとしました。 そこには空軍次期戦闘機(約8

兆2000億ウォン),空軍KF-16戦闘機性能改良(1兆8052億ウォン),陸軍大型ヘリコプター

(約1兆8384億ウォン),海軍海上作戦ヘリコプター(約5538億ウォン),空軍高高度無人偵

察機(約5000億ウォン)が含まれていました。 この額は2011年国防予算(31兆4000億

ウォン)の3分の1を越えるだけでなく、米国2011会計年度武器輸出額461億ドル(約50

兆ウォン)の30%に近い数値です。

もう少し分析を進めるならば、戦争危機状況で利益を得る人々が誰なのかが明らか

になります。 ストックホルム国際平和研究所(SIPRI)が出した「2011国際武器取り引

き傾向」によれば、アジアとオセアニアが2007～2011年の世界在来式兵器取引量の

44%を占め、特に韓国が世界の兵器輸入取り引きの6%を占めたといいます。 これは

2003～2007年に世界5位の武器輸入国だった韓国が、2007～2011年には2位に一挙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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跳ね上がったことを意味するのです。 特に2010年の天安（チョナン）艦沈没、延坪

島（ヨンピョンド）砲撃事件以後、武器導入が飛躍的に増えます。 

韓国の輸入兵器の74%が米国産

この統計をよくよく観察すれば、興味深い事実を発見することができます。 世界の

武器輸出市場の30%を占める米国は自国の武器輸出量の43%を韓国に輸出していると

いうことです。 韓国は輸入兵器の74%を米国から導入します。 2010年韓国政府は

武器導入に使った予算1兆2373億ウォンのうち9822億ウォンを米国に支給し、また、

2005年から2009年まで65億3000万ドル分の米国武器を輸入したと集計されています

が、これは世界4位の規模です。 

この数値は各種の整備支援と後続部品支援などを除いて装備導入額だけを計算した

もので、実際の金額はこれよりはるかに大きいと予測されます。 例えばF-15戦闘機

を韓国空軍に供給したボーイング社は修理費などで2002～2008年まで10兆ウォンに

のぼる販売実績を上げました。 その他に統合精密直撃弾と長距離空対地誘導弾導入

契約を通じて数千億ウォン台の営業実績を記録したと知られています。 

戦争危機の状況に追い込まれれば国防費が増加し、増加した国防費で武器を導入す

るのですが、韓国の輸入武器の70%以上を米国から導入する。 さあ、もう答が出て

います。 なぜ米国は韓米同盟を通じて停戦体制60年間、対北敵対政策を持続し緊張

を高めてきたのか、そして戦争危機により米国の軍産複合体は如何に多くの利益を

取得するのか、が明確になるのです。 

戦争の最大の被害者の名、それは民衆

では、被害者は誰でしょうか。 当然韓国の国民です。 福祉に投与されるべき税金

が国防費に絶えず流れて行くためです。 その結果、OECDの30の会員国の中で韓国

の社会福祉支出の比重は9.4%と平均値である22.1%の半分にも達しない最下位に留

まっています。 

民衆の被害はこ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 想像するだけでもぞっとすることですが、

もし韓半島で戦争が勃発すれば途方もない被害が津波のように押し寄せるでしょ

う。 1994年クリントン政府が施行したウォーゲーム シミュレーションの結果は、

韓半島で戦争が勃発した場合、24時間以内に軍人20万を含む150万の死傷者が発生

し、戦争開始１週間以内には軍人100万、民間人500万が死亡すると推定していま

す。 罪のない労働者農民庶民が戦争によって死んでいく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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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年に大量破壊兵器があるという嘘をもって始めたイラク戦争で命を失った数十

万人のイラク人と数万人の米軍は労働者、農民、貧民とその子供たちでした。 換言

すれば、「戦争の勝者は米国で敗者はイラク」ではなく「戦争の勝利は米国の為政

者と軍産複合体であり、敗者は両国の民衆」ということです。 

LG経済研究院の1998年「韓半島平和体制の経済的実益分析」という題の報告書によ

れば、韓半島に平和体制が構築されて国防費を25%縮小し軍兵力を50%減らした場

合、我が国のGNPは毎年平均1%以上(中長期的には1.5%程度)の増加が推定されると

分析しています。 このような分析はあくまでも軍事費削減にともなう直接的な効果

だけを分析したものです。 軍備縮小にともなう消費増加と輸出増大、雇用増大、中

長期的投資増加、国家危険度の減少にともなう国家信任度の向上など、間接的な経

済効果は直接的な効果の数十倍に達するでしょう。 平和はすなわち経済であり、経

済は福祉につながり得るということです。 

（仮称）韓半島および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の民衆フォーラム構成提案

G２へと成長する中国の拡張を阻止するための米国のアジア重視政策( pivot to

Asia)以後、米軍は海軍力の60%をアジアに転換配置する予定であり、ここにかみ合

わさった最近の韓半島戦争危機により韓米日の同盟が強化され、これに伴い、日本

の安倍政権は軍国主義をより一層強化する一方、北は核抑制力を強化し、中国は国

防費大幅増額、ロシアは史上最大の軍事訓練など、韓半島周辺は軍事的衝突の可能

性が非常に高まっています。 

このような点に照らしてみる時、韓半島の平和は東北アジアの平和における核心部

と言えます。 しかしながら韓半島と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の道は遠いばかりで

す。アジア太平洋地域の市民社会陣営の共同の努力が切実に必要とされる理由で

す。よって、米国、カナダ、日本、中国そして韓国の市民社会団体が参加する（仮

称）韓半島の平和のための民衆フォーラムを構成することを提案します。 韓半島お

よび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の民衆フォーラムを通して、韓半島の平和のための持

続的な連帯行動を模索することを提案します。 

あわせて、民衆フォーラム構成のための原則をいくつか提案します。第一に、韓半

島および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の行動関連各国の準備程度が異なり境遇と条件が

異なるだけに、各国の準備程度に合うように連帯活動を進めるのがよいと思いま

す。 一定の時点に、ある国では大規模集会をする事もできるし、ある都市では1人

デモをやってもいいということ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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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に、民衆フォーラムの自由な疎通の空間としてオンラインを活用しようという

ことです。 ホームページでもいいしプログでもいいと思います。 この空間で民衆

フォーラム参加者全員の自由な提案と討論、そしてその結果としての共同行動を決

議できたらいいと思います。 

第三に、民衆フォーラムの主催で毎年、韓半島および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の国

際シンポジウムを開催したらいいと思います。 

このような過程を通じて韓半島の戦争を終息させ東北アジアの平和を実現するため

に、共に奮闘しましょう。 今日のこの場が国際連帯の貴重な麦粒となることを確信

します。

2012年基準韓国軍兵力65万のうち兵士の占める比率は約70%（45万名）に達する。

一方、2012年の国防部の人件費予算9兆2,677億ウォンのうち兵士の人件費は5,302億

ウォンで全体の5,7%に過ぎない。

2010年の天安艦沈没事件以後、当時のイ・ミョンバク政府は1年余の準備過程を経

て国防改革案を作り2011年3月8日に発表したが、それが国防改革307計画である。こ

れに基づき、大量破壊兵器（WMD）対応体系構築、次世代戦闘機60台導入およびグ

ローバルホーク早期確保など、米国産兵器を大挙導入することに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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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半島の戦争終結と平和協定締結を

求める国際平和宣言

朝鮮半島の戦争終結と平和協定締結を求める国際平和宣言

- 停戰60年を平和協定の元年に！- 

1953年に朝鮮戦爭の停戦協定が締結されて以来、2013年現在の朝鮮半島は最悪の軍

事的緊張状態に陥っています。 

2008年以降は六者会談が中断し米朝会談も進まない中で、今年初めに北朝鮮は人工

衛星発射への国連安保理の制裁決議に強く反発、「非核化会談の拒否」や「停戦協

定の白紙化」を宣言し、韓米政府が原子力潜水艦を動員した武力示威を行うと、3回

目の核実験を断行しました。

この3月、朝鮮半島の上空には米国の核搭載戦略爆撃機B-2やB-52、F-22が飛び回っ

て核攻撃訓練を行い、北朝鮮は米国が攻撃した際には米国本土の攻撃もあり得ると

宣言しました。

核の武力がにらみ合う中で、朝鮮半島は軍事衝突を防ぐための合意も制度も無い状

態に追い込まれています。 

これまで韓国の民衆と世界の反戦平和を願う人々は、半世紀以上続いた朝鮮半島の

停戦状態を一日も早く完全で確固たる平和体制に移行させることを求め続 けてきま

した。そして、朝鮮半島の分断を名分に維持、強化されてきた東北アジアの新冷鮮

構造を解体し、平和協力の新時代を築こうと訴えてきました。しかし、いまだに平

和協定の関連交渉は始まらず、朝鮮半島の軍事的緊張は日々激化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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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年間の不安定な停戦状態を、もうこれ以上続 けるわけにはいきません。 

朝鮮半島の戦爭を完全に終わらせ、平和協力の時代を開きましょう。 

１、当事国.米朝は平和交渉を速やかに開始し、朝鮮半島の平和協定締結で

完全な平和を実現せよ！

２、関係国.周辺各国は東北アジアの平和協力を壊す軍事演習と武力示威を

中断し、平和協力体制構築の先頭に立て！

３、南北が合意し、国際社会が支持した南北共同宣言を徹底的に履行せ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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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60년M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국제평화 심포지움 인사말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 의장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몇 가지나 되며, 그 수는 몇 명이나 될까? 사

람이 사람의 천부인권을 유린하는 방법은 몇 가지나 되며, 그 수는 또 몇이나 될

까? 무제한으로 사람을 죽이고, 무제한으로 문명을 파괴하고, 무제한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 전쟁은 저절로 일어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기획되고 집행되는 것이며, 그 어떤 전쟁이든 절

대다수의 피해 당사자는 언제나 민중이라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터에 위안부 성노예로 강제 동원된 식민지 소녀 20만 명 가운데 지주, 자본

가, 친일귀족의 딸이 몇이나 되었을까?

침략전쟁에 강제 동원된 100만 징용 징병 학병 가운데 지주, 자본가, 친일귀족

의 아들이 몇이나 되었을까? 주권 잃은 나라의 민중은 하나 밖에 없는 목숨을 그

렇게 잃었습니다.

그러면 침략한 나라의 민중은 그 침략전쟁 덕분에 행복했을까?

러일전쟁, 항일독립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에서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위하

여  죽어간 민중 1천여만 명 가운데 자본가, 권력자, 황도귀족의 아들딸은 몇이나 

되었을까?

UN군의 모자를 쓰고 한국전을 주도한 미군은 3년 1개월 동안에 전사 및 실

종, 부상 등 총 13만725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300만 인명을 죽이고도 패전한 

베트남 전쟁에서 희생된 미군 역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빼앗긴 그들의 목숨, 치

유되지 않은 상처는 누구로부터 비롯된 죄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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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만 민중을 살상한 한국전쟁은 왜 일어났고 누가 일으켰는가? 진실은 이 땅

위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인민군이 6.25에 남침했고 우방국 미군이 UN군을 이끌

고 들어와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지 않으면 용공 좌경 빨갱이로 몰아 죽였습니다.

요즘의 종북몰이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투행위를 일시 중단한 1953년 7월 27

일의 정전협정이 이제 60년이 되었습니다. 정전협정이란 강화조약을 통하여 평화

협정으로 매조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의 정전협정만은 4조“정전협정 당

사국은 전투종식 3개월 내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정치협상을 한다.”를 

지키지 않습니다. 외국군 철수와 새로운 병기 도입 금지 약속도 위반하고 60년 동

안 해마다 한·미 군사합동으로 대북 전쟁연습을 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영구적으로 무기시장과 군사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한국은 미국의 월가에 똬리 틀고 있는 초국적자본의 돈놀이판이 된 지 오

랩니다. 분단 치하에서 한국의 민중은 민생 민주 복지 그 어느 것 하나, 이름만 

근사할 뿐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전쟁입니다. 2013년 봄, 한

반도에는 전쟁의 도화선에 불붙을 뻔하였습니다. 만약에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터

지면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가 돌이킬 수 없는 전쟁참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이루는 'One Korea'는 세계 모든 민중에게 행복이지만 제국주의와 제

국주의에 기생하는 사대주의 권력과 자본에게는 재앙인가 봅니다. 살기 위해서,

모든 민중은 국경을 초월하여 연대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

키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정전협정 4조와 10·4남북공동선

언 4조에 약속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세계 민중의 평화와 행복은 진리요 정의입

니다. 정의와 진리의 선각자이자 개척자인 여러분을 때 맞춰 한자리에 모시게 돼

서 행복합니다. 머무시는 동안, 아니 영원토록,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존경

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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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60년,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국제평화 심포지엄 인사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정전 60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평화 심포지엄에 함께 해주신 모

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해외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분들께 통합진보당을 대표하여 연대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6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

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동안 한반도

는 심각한 핵전쟁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의 B52, B2 전폭기와 핵항모 니미츠호 

등 핵무기가 한반도 주변에 대거 배치되고 북도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는 등, 군사

적 대치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결코 평화라고 할 수 없는 

불안정한 정전상태에 더 이상 머물러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반

도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한반도에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

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선회 전략은 남과 북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나라들과 세계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미국은 북의 침략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주한미군을 

주둔시켰지만 이미 그 역할은 동아시아는 물론 중동까지도 겨냥한 신속기동군으

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는 평택미군기지 건

설, 이후 미군 핵항모가 입항하게 될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해당 지역 주민들과 평

화애호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습니다. 일본 극우세력과 손을 잡고 

일본의 재무장을 유도해온 미국의 일관된 태도로부터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미국

의 패권유지를 위해 한반도 분단 상황이 가장 큰 명분이 되고 있다는 역사적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동아시아 나라들의 협력과 

평화를 바라는 민중들의 연대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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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이 서명한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선언은 남북이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

니다. 그러나 한국의 수구집권세력은 끊임없이 이 선언을 훼손하고 남북화해를 막

으려고 합니다. 진보당은 6.15와 10.4선언을 계승하고 실현하는데 헌신하는 것을 

당의 주요한 임무로 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모든 민주 진보세력을 폭넓게 단합시

키려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로 나아간다는 합의, 6.15선언의 국

가기념일 제정, 개성공단 활성화, 서해평화협력지대 건설,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등 평화통일을 위한 올바른 길이 이 두 선언에 모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6.15선

언과 10.4선언 이행이 한반도 평화실현의 출발이라는 점이 오늘 토론회에서 폭넓

게 공감되기를 바랍니다.

각국에서 오신 석학들과 평화운동가 여러분, 국적과 피부색은 다르지만 평화

를 바라는 뜻을 함께 하는 우리는 동지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두 힘을 모아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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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중에 대한 미국의 전쟁

- 평화를 위한 메시지 -

미셀 초스도프스키

주한미군의 철수와 평화협정을 향하여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체결일을 기념하여 

201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인 1953년 7월 27일은 한국의 국민들에게 기억에 남는 날이

다. 이날은 통일과 주권을 위한 역사적 투쟁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날이다. 2013년 

7월 27일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이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토론에 기여하게 될 이번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전쟁반대평

화실현국민행동"측의 배려 덕분이다.

정전협정은 교전 중인 당사자들의 협정으로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전협정은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1953년 정전협정에서 핵심은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이 지난 60년 동안 북한에 대해 일관적으로 전쟁의 지속을 

위협해 왔다는 것이다. 미국은 수도 없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정전협정은 전쟁

의 발판으로 남아 있다. 서방언론과 국제사회가 간과하고 있지만, 미국은 정전협

정 제13조b항을 위반하면서 적극적으로 북한을 겨냥하는 핵무기를 지난 반세기 

넘게 배치해왔다. 정전협정은 아직 유효하다. 미국은 아직 북한과 전쟁 중이다. 정

전협정은 평화조약이 아니며,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았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사

이비 유엔 위임명령 아래  한국에 37,0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 또한 군사적 위협을 끊임없이 지속시키는 환경을 형성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 전쟁상태는 지난 60년간 지속되었다. 중요한 것은 주한

미군이 아시아 본토에서 유일하게 영구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라는 사실이다. 이자

리의 목적은 1953년 정전협정을 무효로 만들고 원대한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것이

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신속한 철수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토대를 놓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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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관점에서 본 정전협정 체결일

정전협정 60주년은 직접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아시아 회귀 전략'

의 부분으로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위협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불법적인 점령, 미국과 나토의 리비

아와 시리아에 대한 전쟁도 포함한다. 또한 이란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 이스라엘

에 대항한 팔레스타인 인민들의 지속적인 저항,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서 벌어지

는 미국이 지원하는 전쟁과 저항과도 관련이 있다.

1953년 정전협정은 미국이 주도한 전쟁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1940

년대 후반에 형성된 트루만 독트린 하에서 한국전쟁(1950-1953)은 세계적 차원의 

군국주의화와 미국 주도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평화협정의 측면에서 ‘평화

만들기’는 워싱턴의 ‘전쟁만들기’ 의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워싱턴은 세계적 차

원의 군사적 의제를 형성했다. 은퇴한 4성장군 웨즐리 클라크는 미국 국방부의 고

위 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는 5년 이내에 7개의 나라들을 함락시킬 것이다.

이는 이라크부터 시작하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그리고 이란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전쟁은 2차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수행된 첫 번째 주요한 군사작전이었으

며, 소위 냉전의 시작과 함께 발발했다. 많은 측면에서 한국전쟁은 2차대전의 연

장이었는데, 2차 대전 중에 한국은 일본의 점령지에서 하루 아침에 미국의 점령지

로 전락했다. 포츠담 회담(1945년 7월 ~ 8월)에서 미국과 소련은 위도 38도선을 

따라 한국을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미군의 상륙 이후 한국의 해방은 없었다. 오히

려 그 반대가 되었다. 다 알다시피 일본이 항복한 지 3주 후인 1945년 9월 8일 한

국에서 미군 정부가 수립되었다. 게다가 한국에 있는 일본 관리들은 미일간의 인

수인계를 보장하기 위해 하지 장군에 의해 운영되는 미군 정부를 도와주었다. 일

본의 식민지 관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한국인 경찰관들도 새로운 식민지 통치자

와 한통속이 되었다. 미군 정부는 처음부터 한국인들의 임시정부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승인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토지분배, 노

동자의 권리보호, 최저임금법의 시행, 남북통일 등을 포함하여 주요한 사회적 개

혁을 약속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동맹노선을 채택했으며, 미국, 소

련, 영국,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반면에 외국의 내정간섭에는 적극적으로 반

대했다. (Hart-Landsberg, Martin (1998). Korea: Division, Reunificatio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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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Policy. Monthly Review Press. pp. 6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45년 9월 미군정의 군 포고령에 의해 불법화되었다. 더 이상 민주주의나, 해방,

독립이 없었다. 일본은 패배한 제국으로 다루어진 반면, 남한은 미 점령군과 군령

에 의해 관리되어야 할 식민지 점령지로 규정되었다. 미국이 직접 자기 손으로 선

택한 이승만이 1945년 10월 맥아더의 전용비행기로 서울에 도착했다.

한국전쟁 (1950 ~ 1953)

한국전쟁 기간 동안 또한 그 이후 미국이 한국 국민들에게 행한 범죄는 현대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한국전쟁 중에 미국이 자행한 인간에 

대한 범죄는 수년에 걸쳐 지구상의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인권침해와 

학살의 전형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또한 한국전쟁은 정치적 반대론자를 목표로 한 

학살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살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엘살

바도르,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에서 CIA에 의해 자행되었다. 언제나 

이러한 목표 학살은 CIA에 의해 지도되거나 미국이 지원하는 괴뢰정권 혹은 군

사독재정부에 의해 수행되었다. 최근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 학살은 미

국 의회에 의해 합법화되고, "새로운 전형"이 되었다.

한국전쟁의 절정기인 1952년 처음 출판된 스톤(I.F. Stone)의 "한국전의 숨겨진 

역사(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에 따르면 전면적인 전쟁을 유발하기 

위하여 미국은 북한이 위도 38선을 넘어오도록 자극하는 구실, 즉 속임수를 의도

적으로 모색했다.

“스톤의 책은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 

정부가 유엔을 조종하고 미군과 한국의 독재정부가 평화회담을 거부함으로써 

전쟁을 질질 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Jay Hauben, Review of I.F. Stone's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 OmnyNews, 2007,

http://www.globalresearch.ca/the-hidden-history-of-the-korean-war/5342685)

스톤의 설명에 따르면 맥아더 장군은 “평화를 회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

을 수행했다. ”미국의 전쟁공격은 “자기 방어”와 선제공격의 구실로 시작되었다.

스톤의 맥아더 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은 현재에도 반복되는데, 미국 대통령 

오바마와 척 헤이글 국방장관 역시 “평화를 회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수

행하고 있다.” 적이 먼저 총성을 내게 하도록 유인하는 이러한 패턴은 미국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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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원칙으로 잘 정립되어 있다. “전쟁유발사건(War Pretext Incident)”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전쟁유발사건은 “자기방어”라는 명분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실

을 침략자에게 제공한다. 이것은 1941년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공격으로 나타났

다. 진주만 공격은 미국 관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자극과 속임수에 의해 유발되었

다. 진주만 공격은 미국의 2차 대전 개입의 명분이었다.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

은 미국이 북베트남과 전쟁을 하기 위한 명분이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의회는 존

슨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 북베트남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통킹

만 결의를 채택했다.

스톤의 분석은 “한국전쟁은 북한에 의해서 시작된 정당한 이유없는 공격이었

다. 한반도 전체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소련의 명령에 의해 1950년 6월 25일 시

작되었다. 이 공격은 완전히 한국민과 미국 그리고 유엔을 놀라게 했다고 말하는 

일반적인 주장”을 반박한다.

그러나 그것이 놀라운 것이었나? 4개의 지점에서 70대의 탱크와 7만명의 

병력이 동시에 감행한 공격이 어떻게 기습공격이 될 수 있겠는가?

스톤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엔의 문헌들을 

수집했다. CIA 책임자, 해군 소장 힐렌로이터(Roscoe H. Hillenloetter)가 "미 

정보기관은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침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 발언한 기록이 발견되었다.(p. 2) 스톤에 따르면, <뉴욕타임즈>의 군사평론

가이자 미 국방부의 믿을만한 소식통인 볼드윈(Hanson Baldwin)이 "(미군의 

문헌들은) 북의 인민군들이 6월 초순부터 위도 38선을 따라 집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p. 4)"고 보도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미군이 한국에 진격하

도록 결정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결정할 수 있었겠는가? 스톤은 미국정

부와 미군 안에 한국에서 전쟁,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불안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세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The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 by I.F. Stone, book review by Jay Hauben)

프랑스의 주간지 <Nouvel Observateur> 편집자 클로드 부르데(Claude

Bourdet)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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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는 전쟁사 전체에서 가장 엄청난 사기이

며... 이는 악의가 없는 사기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가 가능함에도 평화를 봉쇄

하기 위해 속임수를 이용하는 가공스런 책략의 문제이다.” (quoted in

Stephen Lendman, America's War on North Korea, Global Research,

http://www.globalresearch.ca/americas-war-on-north-korea/5329374, April 1,

2013)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레오 후버만과 폴 스위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38선을 무력으로 침공하여 보복할 계획으로 북을 

의도적으로 자극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북은 이 덫에 걸려들었다.”(Ibid)

1950년 6월 25일 유엔의 안보리결의 82호가 채택되자, 일본의 미군정부 사령

관인 맥아더 장군이 소위 유엔군(UNCOM)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브루스 커

밍스에 의하면 한국전쟁은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 대한 공중전과 매우 흡사했다.

그리고 종종 한국전쟁은 맥아더와 르메이(Curtis Lemay) 장군을 포함한 일본 전

쟁 당시의 군 지도자에 의해 지휘되었다.

한국민에 대한 미국의 전쟁범죄

한국전쟁 기간에 미군에 의해 광범위한 범죄가 자행되었다. 핵무기가 사용되

지 않았지만, 민간인 대량 학살전략이 지배적이었다. 민간인 대량 학살전략은 2차 

대전 중에 만들어졌고, 2차대전의 막바지에 미군과 영국군의 독일 도시에 대한 광

범위한 기습과 폭격에 의해 실행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군사적 목표는 오

히려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보호되었다.

군사적 목표에 대한 타격을 핑계로 민간인을 학살하는 것은 비공식적인 원칙

이었으며, 한국전쟁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미군 작전의 특징이 되었다. 브루스 

커밍스에 의하면 1950년 8월 12일 미 공군은 625톤의 폭탄을 북한에 투하했으며,

2주 후에는 매일 폭격을 늘려서 약 800톤까지 늘렸다. 미군은 2차대전 당시 태평

양 전쟁 전 기간 동안 투하했던 양보다 더 많은 네이팜 등의 폭탄을 북한에 투하

했다. 38선 이북의 북의 영토는 무차별적인 융단폭격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결과 

78개의 도시와 수천개의 마을이 파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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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에서 지울 수 없는 점은 미국의 대공습 작전으로 북한을 폐허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화재를 일으키는 네이팜과 같은 화염폭탄을 지속

적으로 대량 사용했고,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까지 감행했다.

그리고 전쟁의 막바지에는 북한의 큰 댐을 파괴했다는 점이다...결과적으로 북

한에 있는 거의 모든 빌딩들이 파괴되었다."(Bruce Cumings, Korea: Forgotten

Nuclear Threats, 2005)

윌리엄 딘 소장은 “자신이 본 북의 대부분의 도시와 마을은 돌무더기로 변했

거나 눈 덮인 황무지로 변했다고 보고했다.”(Ibid ) 북에 대한 공습을 지휘한 르메

이 장군은 뻔뻔스럽게 인정했다. "3년에 걸쳐 인구의 20%를 죽였으며,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의 모든 마을을 불에 태웠다." 브라이언 윌슨에 의하면 한국전쟁의 37

개월 동안 38선 이북에서 1/3의 인구, 약 8 ~ 900만명을 잃었는데, 다른 나라와의 

전쟁으로 인해 한 나라가 당한 죽음의 비율로 치면 그 유례가 없는 것이다. (See

Brian Willson, Korea and the Axis of Evil, Global Research, October 2006)

한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문서에 따르면 미군은 남한에서도 광범위한 전

쟁범죄를 저질렀다. 한국의 자료에 의하면 남한에서 한국전쟁 동안 약 백만명이 

학살당했다.

"한국전쟁 초기에 미국 관리들은 남한의 협력자들이 대량 학살하는 것을 

참관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비밀리에 보고했다. 10만명 이상의 좌익인사, 혹은 

좌익 동조자들이 기소나 재판이 없이 비공개로 학살당한 것으로 믿어진다."

(Associated Press Report,

http://www.globalresearch.ca/us-coverup-extrajudicial-killings-in-south-ko

rea/9518)

2차대전 중에 영국은 0.94%, 프랑스는 1.35%, 중국은 1.89%, 미국은 0.32%의 

인구를 잃었는데, 북한은 25% 이상의 인구를 잃었다.(한국전쟁 전 북한의 인구는 

8-9백만명이었다. 미국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경우 1.55백만명의 민간인이 사망하

고, 215,000명이 전투로 죽었으며, 행방불명은 12만명, 전투 중 부상자의 인구는 

30만명이 된다.- 위키디피아. 남한군의 자료에 의하면 민간인은 2.5백만명이 사망,

행방불명, 부상했으며, 그 중 990,900명이 남한 사람이다. 다른 자료는 한국전쟁에

서 모든 사망자가 3.5백만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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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 세계안보에 위협이 되는가

지난 60년간 워싱턴은 북한의 정치적 고립을 가속화시켰다. 워싱턴은 북한의 

산업기반과 농업을 포함하여 국가 전체의 경제가 불안정해지도록 했다. 워싱턴은 

한반도 통일의 과정을 무자비하게 방해했다. 남한에서 미국은 정치체제 전체의 목

을 지속적으로 조르고 있다. 미국은 이승만을 시작으로 미국의 이해관계를 추종하

는 비민주적이며, 압제적인 정부를 승인해왔다. 남한에서 미군의 주둔은 경제와 

금융 정책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미국인들은 몇 가지 중요한 의문이 생긴다. 미국의 공격으로 인구의 1/4을 잃

은 나라가 어떻게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될 수 있는가? 국경 바로 근처에서 37,000

명의 미군과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가? 한국전

쟁 당시의 전쟁범죄를 고려할 때 북한의 인민들이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겠는가? 북한에는 한국전쟁 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은 가족들이 하나도 없다. 한국전쟁은 제2차대전 직후 미국이 주도한 첫 

번째 주요한 전쟁이었다. 미국과 그 동맹인 나토는 전후시대에 전 세계의 주요한 

지역에서 수도 없는 전쟁과 무력개입을 해왔지만, 미국은 세계평화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여겨지고 있다.

전쟁 프로파간다 

거짓말이 진실이 된다.

현실이 뒤집혀진다.

역사는 다시 씌어지며 북한은 위협적인 존재이다.

미국은 침략국이 아니라 공격의 “희생자”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전쟁 프로파간다의 부분으로서 언론에 적용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파간다는 남한 언론기관에 반영되었고,

남북의 분쟁과 분열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북한은 남한의 안보에 대

한 위협으로 표현되었다.

공포와 위협의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되면서 남한 국민이 미국의 “평화를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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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peace-making role)”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일반 대중의 눈에는 37,000명

의 미군 주둔은 남한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미군의 주둔은 북한

의 공격에 대한 “남한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프로파간다 

캠페인은 미국의 개입주의의 합법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한국사회 내에서 분열을 

만든다. 이러한 과정의 목적은 분열이다. “북한의 위협” 주장을 지속적으로 반복

하면서, 사람들의 내면의식에서 한반도가 한 민족, 국가,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있

다는 생각을 약화시킨다.

트루먼 독트린

트루먼 독트린을 역사적으로 보면, 2차세계대전 이후에 외교정책 자문관인 조

지 케넌(George F. Kennan)이 1948년에 발표된 국무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사용

하였다. 트루먼 독트린으로 인하여 미국의 팽창주의적 냉전의 골격이 형성되었다.

1948년 국무부 보고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 외교정책의 지속성이다. 냉전 

기간 동안의 “억제정책”에서 “선제적인 전쟁”까지 포함한다. 미국은 군사적 수단

을 통하여 경제적 전략적인 우세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매우 외교적인 방식

으로 표현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는 전세계 부의 약 50%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인구는 단지 

6.3%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우리와 아시아 사람 사이에서 특히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투와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가올 미래에 해야 할 우리의 

실제적 과업은 관계의 패턴을 만드는 것이다 . 그래서 우리 국가의 안보에 대

한 결정적인 장애가 없이 이런 불균형 위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감상주의와 몽상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당

면 국가 목표가 있는 모든 곳에 우리는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이타주

의와 세계 박애라는 사치를 오늘 제공할 수 있다고 우리 자신을 기만하지 말

아야 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극동아시아와 관련하여 우리의 생각을 보여주었

던 수많은 발상을 지금 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우리는 고매한 국제 이타주

의의 호혜성과 비슷해지거나 호혜성으로 인정받으려는 염원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형제적 보호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야 하고, 도덕적 이념적 충고를 제공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인권, 생활수준의 향상, 민주화 등과 같은 

애매하고 비현실적인 목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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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적인 권력 개념(straight power concepts)을 다루어야 할 때가 그리 멀

지 않았다. 우리가 이상적인 슬로건에 의해서 방해를 덜 받을수록 더 좋다.

(조지 케넌, 1948 국무부 보고)

독립적이고 영향력있는 국제기구인 UN을 계획적으로 분열시키려는 것은 1946

년 UN이 시작된 이래 미국 외교정책에서 오랫동안 구상해온 의제였다. UN의 계

획된 종말은 1948년에 정의된 트루먼 독트린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UN의 초창기

부터, 미국은 한편으로 미국에 유리하게 UN을 통제하려고 했다. 또 한편으로는 

UN시스템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파괴하려 했다. 조지 케넌은 “가끔 UN은 유

용한 목적을 위해서 역할을 한다. 그러나 UN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대체로 

문제를 만든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상당히 분산시키고 있다. 주요한 정치적 목

적을 위하여 UN의 다수를 이용하려는 노력 속에는 종종 우리에게 언젠가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측에서 볼 때 아주 신중한 연구와 예견

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는 “국제사회”에 헌신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대체로 UN에 립서비스

만 한다. 최근에는 하나의 기구로 UN를 폄하하려고 노력해 왔다. 제1차 걸프 전

쟁 이후에 UN은 대체로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 미국의 전쟁 범죄에 대해 침묵했

다.

그리고 UN의 헌장을 위반한 영국과 미국의 침략자들을 대신하여 소위 평화유

지군 활동을 실행했다.

한국과 동아시아에 적용된 트루먼 독트린  

트루먼 독트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군사전략의 결실이다. 미국 군사

전략은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 투하로 시작되었다. 핵폭탄으로 

일본은 항복했다.

동아시아에서 트루먼 독트린은 전후 일본 점령과 남한을 포함한 일본의 식민

지 인수가 포함되어 있었다.(한국은 1910년 한일 병탄늑약에 의해서 일본에 부속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제국의 멸망 이후, 일본이 추구했던 “대동아시아 공

동번영”의 지역에서 미국의 세력권이 구축되었다. 이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 266 -

미국의 세력권에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가 포함되었다. 필리핀은 제2차세계

대전 동안 일본이 점령했었고, 이후 미국이 점거했다. 태국은 제2차세계대전 동안 

일본의 보호국이었고 인도네시아는 일본에 의해서 점령되었다가 1965년 수하르토 

군사독재가 집권한 이후 미국의 속국이 되었다. 또한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프랑스의 전 식민지국이었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포함한 인도차이나반도

까지 확대되었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군에 의해서 점령되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는 대체로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치하의 국가들

에게 영향을 확고히 하면서 구축되었다.

지속성: 트루먼 독트린에서 신보수주의자까지

부시 행정부의 신보수주의적 의제는 (초당파적인) “전후” 대외정책의 프레임

워크의 절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전후” 대외정책의 프레임워크는 현대전의 계

획과 잔혹행위의 기초를 제공한다. 잔혹행위에는 민간인에 대한 금지된 무기의 포

괄적인 사용, 강제수용소, 고문시설 등을 포함된다.

한국, 베트남 그리고 아프가니스탄부터 CIA 지원의 남미와 동남아시아에서 지

원한 군사쿠데타까지 모든 목적은 트루먼 독트린 아래서 처음 정형화되었듯이 미

군의 주도권과 전 세계의 경제적 지배를 보장해주는 것이었다. 의미 있는 정책적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들어섰던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들은 트루먼부터 

오바마에 이르는 60년 동안 이러한 전 세계 군사적 의제들을 수행해왔다.

미국의 전쟁범죄와 잔혹행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범죄적인 미국의 대외정책 의제들이다. 범죄는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국가 지도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국가 전체 시스템

과 관련돼 있다. 이것은 미국 외교정책 수립의 배후에 있는 강력한 기업의 이해,

워싱턴의 싱크탱크, 군사설비에 자금을 대는 채권자 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인과 군사기구와 관련이 있다.

1950년 한국전쟁에서 시작해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기간은 

1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범죄로 점철되고 있다. 1천만명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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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과 기아 질병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전쟁범죄는 미국과 그 

외교기구의 범죄화의 결과이다. 우리는 개인적인 전쟁범죄와 관련된 것만을 다루

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수준에 진행되는 의사결정권자를 포함하는 과정, 범죄 수

행 명령, 그리고 확립된 가이드라인과 처리절차를 다룬다.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가 과거 미국이 지원한 역사적 범죄와 잔혹행위와 관련

하여 다른 점은 강제수용소, 선별 암살, 고문시설이 이제는 전세계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유지하고, 서방의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주는 합법적인 무력개입의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미: 미국의 전 세계 전쟁 프로젝트

한국전쟁은 향후 미군의 무력개입의 장을 마련했다. 한국전쟁은 반세기에 걸

친 미국 주도의 전쟁, 특수작전, 쿠데타, 비밀작전, 미국이 지원하는 반란과 체제

전환 등 2차대전 이후 “미군의 로드맵”의 첫 단계였다.

전 세계 전쟁 프로젝트는 모든 주요한 지역에서 미군의 지역 사령부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권국가를 전복하려는 CIA의 비밀작전은 물론 포함된다. 전 세계 

지배 프로젝트는 트루먼 독트린에 의해 처음 수립되었다. 전 세계 지배 프로젝트

는 냉전이 끝난 후 신보수주의 시대에 국방부가 미국의 '장기전'이라고 이름을 붙

인 것의 시초이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세계 전쟁, 전 세계에 대한 점령 절차, 군사화와 

기업의 팽창주의이다. 기업의 팽창주의가 동력이다. “경제적 점령”은 정보작전과 

군사작전이 공조하는 지원을 통해서 가능하다. 재정과 금융의 불안정화는 주권국

가를 겨냥한 경제적 전쟁의 또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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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가 대통령선거에 나가기 전인 2000년 워싱턴의 신보주의 싱크탱크인 

‘신 미국 세기 프로젝트(Project for a New American Century, PNAC)’는 미군의 

4가지 중요한 임무를 만들었다.

o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 

o 동시다발적인 권역별 전쟁에서 싸우고 결정적 승리를 하는 것 

o 중요 지역에서 안보환경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찰의 역할”을 수

행하는 것 

o 군사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을 변환하는 것 

부시 대통령의 국방부 차관 폴 월포위츠, 국방장관 도날드 럼스펠드, 부통령 

딕  체니는 2000년 대통령 선거 전에 신 미국 세기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요구했

다. 신 미국 세기 프로젝트는 미국의 세계지배전략 로드맵의 윤곽을 그렸다. 신 

미국 세기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와 중동에 걸쳐 전진기지의 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경쟁자와 미국의 자유시장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질식시켜 전 세계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배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세계를 상대로 

하는 전쟁과 달리, 소위 “경찰 역할”은 징벌적인 폭격이나 특공대 파견 등을 포함

한 다양한 군사적 개입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이러한 경찰 역할은 이란에 대한 미

국의 전쟁계획의 첫 단계에서 숙고되었다. 경찰 역할은 세계를 상대로 하는 전쟁

에 대한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는 궁여지책(ad hoc)의 군사적 개입이다. 신 미

국 세기 프로젝트는 허풍이 아니다. 이것의 목표는 매우 군사적이다. 그 문서에는 

평화유지나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미국의 역할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Rebuilding America`s Defenses, Strategy, Forces and Resources for a New

Century,

The PNAC website : http://www.newamericancentury.org

미군의 남한 점령, 동아시아의 군사화

워싱턴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남북한 사이뿐만 아니라, 북중 

사이의 정치적 분열을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다. 남한의 미군은 중국에 대한 군사

적 봉쇄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 워싱턴은 이웃국가 간의 불화를 유발하는 전

쟁뿐만 아니라 정치적 분열을 형성하려고 한다.(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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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파키스탄의 대치 등이 그 예이다.)

<유엔의 지휘권 위임>

허위의 유엔 위임 아래 남한의 미군은 60년 동안 건재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은 이러한 지휘권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적이 없다. 이러한 위임은 유엔 안보리의 

결정이 없이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1994년 유엔 사무총장, 부트로스 갈

리는 북한의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안보리는 안보리 지휘하의 기구로서 

통합사령부를 만들지 않았고, 단지 1950년에 미국 지휘 하에 그러한 사령부를 둘 

것을 권유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령부>

남한은 여전히 미군의 군사적 점령 하에 있다. 한국전쟁과 정전협정 이후 한

국군은 소위 유엔사령부의 관할 아래에 배치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군의 모든 

부대가 사실상 미군사령부의 통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8년 한국과 미국의 양국 연합군 사령부(CFC)가 창설되었으며, 이는 미군 

대장에 의해 지휘되었다. 이것은 소위 유엔사령부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변화였다.

오늘날까지 한국군은 미군 대장의 통제를 받는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원래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남한에 반환하는 2015년에 해체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일정

은  한국의 국방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한국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으로부터 호전적인 언사가 증가되고 있을 때에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브리핑 

자리에서 군 장교들에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격”을 주문했

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만

약 우리 국민과 국가에 대한 도발이 일어나면, 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즉

각적이고 강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sun Ibo, April 13, 2013)

<주한미군(USFK)>

주한미군사령부는 1957년 설치되었다. 주한미군은 미태평양사령부에 배속돼 

있는데, 이는 주한미군이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하여 제3국을 공격하기 위하여 배

치될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 주한미군에는 공식적으로 28,500명의 미군이 속해 

있다. 2013년 4월 현재 미국방부의 확인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37,000명의 미군이 



- 270 -

배속돼 있다. 주한미군은 1978년 창설된 연합사령부와 구별된다. 연합사령부는 미

군의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의 대장이 부사령관으로 있다. (참조 United States

Forces Korea | Mission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현재 주

한미군 사령관은 제임스 트루먼 대장이다. (참고 United States Forces Korea |

USFK Leadership) 그는 연합사령부와 유엔사령부의 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이론

상 한국군 사령관 산하에 있는 한국의 정규부대(육해공군)는 정규군이 60만명이고 

예비군은 2백만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연합사령부의 규정에 따르면, 이들

은 실질적으로는 미군 대장이 지휘하는 연합사령부의 산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37,000명의 주한미군 이외에도 미군사령부는 모든 한국

부대를 통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군은 자신의 부대를 통제할 수 없고, 외국

군대 즉 외국의 이해에 봉사해야 한다. 해마다 한미 양군은 북한을 겨냥해서 전쟁

훈련을 한다. 이 전쟁훈련은 북한에 대한 재래식 전쟁과 핵전쟁을 재현하며, 정전

협정일에 맞춰 7월 하순에 종종 진행된다.

또한 한국의 서해안과 제주에 배치된 미군기지는 중국에 대한 봉쇄의 일환이

다. 연합사령부 산하 한미 양군의 협정의 관점에서 보면 미군 사령부 휘하에 있는 

한국군은 주한미군과 미태평양사령부가 공동작전을 펴는 다른 지역의 작전에 배

치될 수 있다. 미국 무기산업에게 한국은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노다지 

지역이다. 지난 4년 동안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무기 수입국 4위를 차지했으며, 한

국 무기 구매의 77%가 미국 무기이다. 이러한  무기 수입 비용은 한국의 납세자

들이 지불하지만, 실제로 무기는 연합사령부의 통제 아래에 있다.

최근 상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시사했다. "군 통

수권자로서 나는 북한에 의한 돌발적이며 기습적인 도발에 있어 군의 판단을 신

뢰한다.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결해야 하는 상대는 바로 군이기 때문이다. 런던 통

신에 따르면 "주저하지 말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의무를 수행하길 바란다"

고 밝혔다. 국방장관 역시 적극적인 북한에 대한 억제를 약속했고, 대한민국이 북

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듯했다. (U.S.- S. Korea Military Gameplan | Flashpoints | The Diplomat, April

4, 2013)

한국의 핵 문제. 누가 누구를 위협하나?

<역사적 배경: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1945년 8월 6일과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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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초기 맨하탄 프로젝트 시절의 핵무기 독트린은 “억제”와 “상호확증 파

괴(MAD)”라는 냉전의 원칙에 근거하지 않았다. 한국과 관련한 미국의 핵무기 원

칙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공격 이후에 수립되었다. 그런데 시민이 핵공격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다. 수십만명의 사망자를 낳은 “대량 사상자 프로그램”을 촉

발한 것에 대한 책임은 바로 이 전략적 목적 때문이다. 목적은 군사적 점령의 수

단으로서 전국 전체를 공포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다. 군사적 공격대상은 주요한 

목적이 아니었다. 히로시마는 “군사기지”이고, 시민은 그 타격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는 말했지만, 시민 대량 살상에 대해서는 “부수적 피해”라는 개념으로 

정당화하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상 가장 무서운 폭탄을 발견했다, 이 무기는 일

본에 사용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 폭탄을 군사적 목표물과 군인, 선원들이 공격목

표가 되도록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과 아이들은 타격목표는 아니다. 비록 

일본인이 야만스럽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광적이지만, 우리는 세계 공동의 복

지를 위한 지도자로서 이 폭탄을 고대의 수도나 현대의 수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타격목표는 순전히 군사적인 것이다, 이 폭탄은 지금까지 개발한 것 중 

가장 무서운 것이지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President Harry S.

Truman, Diary, July 25, 1945) "세계는 첫 번째 원자핵폭탄이 히로시마의 군 기지

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능한 민간인을 죽이는 것을 회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President Harry S. Truman in a radio speech to the

Nation, August 9, 1945) [참고 : 8월 6일 히로시마에 첫 번째 원자폭탄이, 두 번

째는 나가사키에 트루먼이 라디오로 연설한 날인 8월 9일 떨어졌다.] 미 정부와 

군 상층부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히로시마가 군 기지였다는 것을 믿지 않았

다, 트루먼은 자신과 미국 여론에 거짓말을 했다. 오늘날 일본에 대한 핵무기의 

사용은 전쟁을 끝내고, 궁극적으로 “인명을 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희생이었다

고 정당화되고 있다.

<한국에 적용된 히로시마 독트린: 남한에 비축되고 배치된 미국 핵무기>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고려했다. 당시 소련이 한

국전쟁 발발 10개월 전에 첫 번째 핵무기 실험을 했다. 소련의 핵무기 보유는 필

연적으로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시켰다.

한국전쟁 직후 북한과 관련하여 미국의 핵무기 정책에 전환이 일어났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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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련 등 냉전 시기 핵 보유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미국은 북에 대

한 핵무기 선제공격을 고려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미국은 

핵탄두를 남한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1956년 초에 의정부와 안양이 핵무기 배치 

지역으로 검토되었다. 핵무기의 남한 배치라는 결정은 전쟁의 당사자에게 새로운 

무기의 한반도로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 제13조 d항에 대한 뻔뻔스런 

위반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4년 6개월이 지난 1958년 1

월부터 5개의 핵무기시스템을 갖춘 핵무기가 실제로 남한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5개의 시스템은 어네스트 존 지대지미사일, 메토도 쿠르즈 미사일, 핵지뢰,

280mm포와 203mm 곡사포이다." (참고 The nuclear information project: US

Nuclear Weapons in Korea)

또한 데이비 크로켓 발사체가 1962년 7월과 1968년 6월 사이에 한국에 배치되

었다. 이는 단지 34.5 kg (76lbs)의 무게를 지니며, 핵탄두는 0.25킬로톤의 폭발력

을 가지고 있었다. 1958년 3월에 전투기용 핵폭탄이 들어왔다. 이어서 1960년 7월

과 1963년 9월 사이에 3개의 지대지 미사일시스템이 반입되었다. (Lacrosse, Davy

Crockett, and Sergeant) 대공 겸 지대지 미사일인 나이키 허큘러스(Nike

Hercules)가 1961년 1월에 도착했고, 155mm 곡사포가 1964년 10월에 반입되었다.

핵무기 비축의 절정기에는 약 950개의 핵탄두가 남한에 배치되었다. 4개의 종류만

이 단지 수년 동안 남한에 배치된 반면, 나머지는 수십년 동안 배치되었다. 8인치 

곡사포는 1991년 하반기까지 유지되었는데, 미국이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한 기간 

33년 동안 유지되었던 유일한 핵무기이다. 1991년 마지막까지 배치되어 있던 핵무

기들은 공중으로 투하되는 폭탄과 (수년 동안 다양한 종류의 폭탄이 배치되었는

데, 마지막은  B61이었다.) 155mm 곡사포였다. 남한의 핵무기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소련도 겨냥했다.

<남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미국의 핵탄두 배치와 병행해서, 한국은 1970년 초반 자신의 핵무기 프로그램

에 착수했다. 공식적인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박정희 정권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1975년 4월 핵확산방지조약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때는 남

한이 핵물질을 생산하기 전이었다. (Daniel A. Pinkston, "South Korea's Nuclear

Experiments," CNS Research Story, 9 November 2004, http://cns.miis.edu.) 그러

나 사실은 남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북한을 위협하고자 미국의 핵무기 배치의 

일환으로 미국의 감독 아래 1970년대 초반 시작되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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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공식적으로 종료된 후, 미국은 한국군의 핵무기 사용을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핵 과학기술을 촉진시켰다. 명심할 것은 한미연합사령부 협정에 따

라 모든 한국군 부대는 미군 대장에 의해 지휘되는 연합사령부 관할에 있다는 점

이다. 그 의미는 한국군에 의해 설치된 군 시설이나 기지는 모두 한미 양군의 공

동시설이라는 점이다. 한국에는 모두 27개의 미군 시설이 있다. (참고 List of

United States Army installations in South Korea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남한에서 핵무기의 공식적인 철거>

군 자료에 의하면 남한에서 핵무기의 철거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다. 오

산 공군기지의 핵무기 저장고는 1977년 말에 폐쇄되었다. 핵무기의 감소는 계속되

었고, 남한에서 1976년 약 540개의 핵무기가 1985년에는 150개로 줄어들었다.

1991년 미 대통령 부시의 핵무기 제안(Presidential Nuclear Initiative)이 발표되기 

전까지 약 100개의 탄두가 남아 있었지만, 모두가 1991년 말까지 철수되었다.

(The nuclear information project: withdrawal of US nuclear weapons from

South Korea) 공식발표에 의하면 남한에서 핵무기 철거 시기는 1991년 12월이다.

<미국 본토와 전략 잠수함에서 북한에 대한 핵 공격 계획>

남한에서 핵무기의 철수가 북한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완화시키지 않았다. 핵

탄두의 배치 전략과 관련해서는 미국 군전략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북한의 주

요 도시는 한국의 군사기지가 아니라 미국 본토와 전략잠수함에 배치된 핵무기의 

표적이 될 수 있었다.

1991년 12월 한국에서 핵무기가 철수된 후, 세이머존슨 공군기지의 제4전투비

행단이 북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임무를 맡았다. 그때부터 북한에 대한 비전략적인 

핵무기 공격임무는 미국 본토의 전투비행단이 책임지게 되었다. 세이머존슨 공군

기지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다. "우리는 한국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에서 전쟁을 

모의연습했다... 한국 시나리오는 핵무기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미국 

국가최고지휘부의 결정을 모의연습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공기에 전술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 항공기, 승무원, 핵무기 탑재장치 등을 확인했다...(Ibid) 15분 이내

에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해상탄도 미사일인 트리덴트 D5가 주한미군의 “중요

임무 체계”이다. 잠수함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폭격기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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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 의해 투하되는 비전략 핵무기 이외에도 바다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을 실은 태평양의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 역시 북한에 대한 공격임무를 맡고 있

는 듯하다. 1998년 미국방부 총조사관의 보고서는  미군의 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

군에 의해 인정된 “중요임무체계”로 트리덴트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트리덴트 시스템의 기본임무가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낮은 궤도

비행으로 발사되는 a D5 미사일은 12분 내지 13분의 짧은 시간에 북한의 목표물

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른 어떤 미국의 핵무기도 이처럼 빠르게 목표

물에 도달할 수 없다. 태평양에 배치된 두 세 척의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은 작전

해역에서 언제든지 경계상태에 있으면서, 지정된 순환지역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의 목표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장거리 전략폭격기는 북한에 대한 핵공격 임

무를 부여받을 수 있다. 아래에 있는 공군지도에 따르면 B-2 스텔스 폭격기는 북

한에 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히로시마 원자탄의 1/3 내지 6배의 폭발력을 가

지고 지하를 관통하는 핵폭탄인 B61-11을 탑재한 B-2 폭격기는 북한이 땅 속 깊

이 설치한 시설물을 공격할 잠재적인 핵 공격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B-2는 최근

에 개량돼 8시간 이내에 핵공격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에서 미

군의 핵무기는 33년만에 철거되었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한국에 상당수 핵무기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 "한국 정부는 핵무기의 철수를 확인해주었지만, 미국은 확실

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특히 남북 내에서 핵무기가 한국에 남아 있다

는 소문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하지만 1998년 태평양사령부에 의해 핵무기의 철수

가 확언되었다.(The nuclear information project: withdrawal of US nuclear

weapons from South Korea, emphasis added) 하지만 최근 북한에 대한 선제공

격용으로 한국에 핵무기가 남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보도가 있었다. 실제로 이

런 핵공격이 일어나면 한반도 전체는 강력한 핵 방사능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부시정부의 2001년 핵태세 검토보고서 : 선제적 핵전쟁>

부시정부는 2001년 핵태세 검토보고서에서 9/11 이후 새로운 핵무기 선제적 

핵전쟁 원칙의 윤곽을 확립했다. 이에 따르면 핵무기는 비핵국가에 대해 방어용으

로 사용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능력의 요구조건”이 네브라스카의 

오마하에 있는 미국 전략사령부의 통제 아래 실행되는 전 세계 타격 임무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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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립되었다. 이는 소위 CONPLAN 8022이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포

함한 많은 "불량국가"를 겨냥하고 있다. 2005년 11월 18일 새로운 '우주와 지구 공

격 사령부'는 북한과 관련된 핵전쟁 훈련에서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미 전략사령

부에서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북한에 대한 핵공격 계획은 3가지 임무를 띠고 있다. 첫째 애매하게 규

정되어 있는 전통적인 억제역할로서 실제로 전투가 개시되기 전에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2001년 핵태세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 역할은 북한

이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거나 단념하도록 하기 위해 다소 확

대되어왔다.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과 50년 동안 대치 이후에, 부시정부에 이르러 

왜 추가적인 핵공격 능력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량살상무기(핵무기프로그램)를 갖

는 것을 단념하도록 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 핵무기 프로그램은 여전히 미스터리

다.(Ibid, 강조는 필자)

핵전쟁의 위협: 북 vs 미국

서방언론들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반면, 한국의 역

사를 살펴보면, 명백한 것은 핵 능력의 비대칭성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반세기 

동안 핵전쟁으로 위협해왔다는 사실은 서방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다. 위협은 

어디에 있는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핵무기 비대칭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미국은 

“전술핵, 전략핵 그리고 아직 배치하지 않은 핵탄두를 포함하여 5,113개를 가지고 

있다.” (ArmsControl.org April 2013) 최근의 전략무기제한회담의 선언에 따르더

라도 5,113개 이상의 핵무기를 지니고 있다. 미국과학자연맹에 따르면 “미국은 

792개의 실전배치된 ICBM, SLBM, 전략폭격기 등에 1,654개의 전략핵탄두를 보유

하고 있으며,.... 게다가 500개의 전술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ArmsControl.org에 따르면 1. 2013년 4월 3일 미국무부는 신전략무기감축협

정에 따라서 러시아와 데이터 교환을 한 것을 최근에 자료로 발행했다. 여기서 두 

국가에서 시행하는 신전략무기감축에 따른 실행 시스템과 배치된 핵탄두를 밝히

고 있다. 2. 2010년 5월 3일 미 국방부는 최초로 미국이 비축하고 있는 5,113개의 

전체 핵무기 숫자를 공개했다. 국방부가 발표한 숫자에는 실전에 배치했거나 배치

를 준비하고 있는 가동 중인 핵무기뿐만 아니라 실전에 배치하지 않은 핵무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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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13년 4월의 같은 자료에 따르면 북은 4개에서 8개에 이르는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했다. 북은 2010년 원심분리기 시설을 공개했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

실하지 않다. 게다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북한이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미

국이나 다른 곳으로 발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졌다는 증거가 없다. 지금까지 몇 

개의 원자폭탄을 생산하고 테스트했다. 그러나 핵을 최소화하고 그것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재료와 기술이 부족하다. (참조  North Korea: What's really

happening - Salon.com April 5, 2013) 미국의 독보적인 핵무기 전문가인 

Siegfried Hecker에 따르면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물질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또한 핵무기 실험 경험이 부족해서 핵무기를 충분히 지니고 있

지 못하다. (See North Korea: What's really happening - Salon.com April 5,

2013)

따라서 핵전쟁의 위협은 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그 동맹국으

로부터 나온다. 미군 공격의 암묵적인 희생자인 북한은 전쟁을 떠벌리는 시시한 

국가, 미 본토를 위협하는 나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나라 등으로 묘사되어왔다.

이러한 전형적인 비난은 언론의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반면 현재 워싱턴은 320억 달러를 들여 전술핵무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전

략핵무기를 개조하고 있는데, 2002년 상원의 결정에 따르면 이러한 무기들은 “주

변의 민간인들에게 위험하지 않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잠재적인 공격과 지속적

인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포괄적인 군사의제의 일

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서방의 국민들은 북한이나 이란이 아니라 미국

이 세계평화의 위협이라는 점을 각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제적 발전

남한을 점령한 미군은 대체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금융적 이해를 지원하고 대

변했다. 한국의 경제는 그 시초인 1945년부터 민주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일본의 

착취적인 공장 시스템은 한국의 재벌에게 인수되었는데, 이 재벌들은 부분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시스템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재벌은 처음부터 극단적으로 저

임금에 기반했으며, 한국의 제조업은 서방의 시장을 위하여 싼 임금에 기반한 수

출품을 생산하였다. 여러 측면에서 한국의 초반 제조업은 한국노동자들의 권리희

생을 기반으로 한 “산업식민지”의 형태를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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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벌의 부상은 1970년대에 시작한 한국의 주목할 만한 경제성장의 원동

력이다. 재벌은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많은 회사들이 밀집된 복합기업체이다. 재벌

의 모회사는 종종 하나의 가족이나 경제적 족벌에 의해 지배되었다. 이러한 족벌

은 한국 군사정부의 장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한국의 산업과 기술 혁신

은 서방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 주한미군의 주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더 

이상 종속적인 경제에 기반한 개발도상국이 아니었다. 경쟁적인 세계 시장에 편입

되어 한국 자본주의는 일본과 서방의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하였다.

1997년 아시아의 위기

한국은 세계적인 자본주의 강대국으로 발전해 나갔다. 한국은 자신만의 기술 

기반과 고도로 발전한 은행시스템을 구축했다. 한국은 세계은행에 의해 '아시아의 

타이거'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전반적인 정치적 구조는 거시경제정

책의 운용을 포함하여 미군의 점령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워싱턴과 월스

트리트에 의해 통제되었다. 1997년 아시아의 위기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1997년 하반기, IMF 구제금융 사태는 남한을 실질적으로 하루아침에 깊은 침체로 

빠지게 하였다. 사회적 충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주요한 금융세력에 의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대한 금융적 조작을 통해 아

시아 위기는 한국의 경제적 성과를 약화시키고 훼손시켰다. 이러한 것들의 목표는 

‘호랑이’를 길들이고, 한국의 재벌을 해체하고, 한국의 경제와 산업 기반 그리고 

은행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소유와 통제를 복원하는 것이었다. 1997년 후반기 원화

가치의 붕괴는 외환시장에서 '무차입공매도'에 의해 촉발되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경제적 전쟁이나 마찬가지였다.

한국 재벌들은 월스트리트의 이해를 대변하는 IMF의 주문에 직면하여 균열되

고, 무너지고, 파산으로 치달았다. 30개의 재벌 중에서 11개가 1997년 7월부터 

1999년 6월 사이에 붕괴되었다.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 경제의 많은 부분 특히 

첨단기술분야가 미국과 서방의 자본에 의해 탈취당했다. 이러한 탈취는 한국의 

채권자의 협상결과로 만들어진 다양한 사기적 규정이 뒷받침을 해주었다.

서방의 기업들은 최저가격에서 금융기관과 산업자산을 사들이는 쇼핑을 했다.

원화의 가치 저하는 서울의 주식시장의 폭락과 결합하여 한국자산의 달러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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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저하시켰다. 월스트리트의 이해를 대변하여 IMF는 곤경에 빠진 12개의 

대우 계열사를 파는 것을 포함하여 대우그룹을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대우자동차

는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자연스런 파산이 아니라 가치 있는 생산적 자산을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넘기려는 목적으로 금융시장을 조작한 결과였다. 대우는 

IMF와의 협정으로 인해 대우자동차를 GM에게 2001년도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가장 큰 기업인 현대 역시 지주회사를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

었다.

1999년 4월 현대는 사업단위의 수를 2/3로 감축하고 그룹을 5개의 독립된 소

그룹으로 분할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은 서방의 채권자들이 부과하고,

IMF가 수행한 채무감축계획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것들은 거대 재벌들을 더 작은 

사업체들로 축소하려고 계획된 재벌 재편성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지주회사에 속해 있던 많은 고도기술 사업단위가 서방의 

자본에 팔렸다. 은행들도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인수되었다. 전국에 지점들을 갖고 

있는 제일은행은 사기적인 거래를 통해 캘리포니아에 근거지를 둔 뉴브리지 그룹

에 형편없는 가격으로 팔렸다.(참고 Michel Chossudovsky, The Globalization of

Poverty and the New World Order, Global Research, Montreal, 2003) 미국의 전

직 대통령인 부시, 전 국무장관인 베이커, 전 국방장관인 칼루치가 이사로 있는 

칼라일 그룹 역시 의심스런 거래를 통해 2000년 9월 한미은행의 지배권을 사들였

다. 한미은행은 제이피모건과 체이스와 함께 칼라일 그룹이 주도하는 컨소시움에

게 인수되었다. 한미은행은 1980년대 초반에 한국의 재벌들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가 공동투자하여 설립되었다.

3년 후에는 시티은행가 한미은행의 지분 36.7%를 칼라일 그룹으로부터 사들였

고, 나중에는 나머지 지분도 매입했다. 이 합병은 시티은행이 서반구 밖에서 거래

한 거래 중 가장 큰 것이었다. (참고 Citibank expands in South Korea - The

New York Times, November 2, 2004). 수조달러의 채무위기를 촉발시킨 1997년 

아시아 위기 이후 새로운 정부시스템이 남한에서 수립되었는데, 이는 재벌을 분리

시키고 한국의 전 국가적인 자본주의를 약화시키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달리 말

하면 IMF 구제금융 약정을 체결한 것은 정부의 금융기관이 외국 채권자의 이해

에 부합하도록 한국정부의 구조를 전환한 것이다.

결론 : 평화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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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과 여전히 전쟁 중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와 같은 전쟁상태는 남북 모두를 겨냥하고 있다. 또한 이 

전쟁상태는 핵무기 공격을 포함하여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이라는 특

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전쟁상태는 1945년 이후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한국

마저 위협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37,000명의 미군이 있다.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에 대

한 핵무기 사용은 필연적으로 한국 역시 핵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갈 것이다. 미

군의 전략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 향후 평화협정을 협상하기 전

에 강조되어야 할 것은 미국과 한국은 “동맹”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진실한 

동맹”은 외국의 점령과 침략에 맞서 남북을 통일시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전체 한반도를 상대로 전쟁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양자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

대화는 평화협정에 포함될 내용과 관련해서는 남북이 공동입장을 형성하기 위해

서 필요하다. 평화협정은 어떠한 경우라도 침략자인 미국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계속 주둔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이

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외교정책과 군사 기획자들은 한반도에서 미군 주둔을 

지속시키는 그들 자신의 통일 시나리오를 이미 만들어 놓았다. 워싱턴의 프레임워

크는 외국투자가가 북한의 경제를 탈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워싱턴의 목적

은 한반도의 통일을 이용하는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들의 신 미국 세기 프로젝트

(Project for a New American Century)는 “통일 이후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한반도에서의 미군은 현재의 37,000명보다 증강되어야 하고 또

한 북한에도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통일된 한반도에서 미 주둔

군에게 맡겨진 임무는 소위 “북한에서의 평화정착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하

고 있다.

즉 “한반도의 통일은 주한미군의 축소와 지위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주한미군의 임무의 종식이 아니라 그들 임무의 변화, 변화하는 

기술적인 현실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통일 이후 어떤 현실적인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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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에 따르더라도 미군은 북한에서의 평화정착 작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 주둔할 미군의 정확한 규모와 조직을 

추측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통일 이후 주한미군이 좀 더 폭넓고 장기적인 

전략적 목적에 복무할 것이라는 점을 판단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주한미군의 

역량을 축소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을 축소한다면 

내용적으로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북한의 미사일 공격과 대량 포격 

능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강화할 것이다. 얼마 안 있어 혹은 통일과 함께 주

한미군의 구조는 변화할 것이고, 주한미군의 총 인원은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의 가장자리인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은 계속될 것이다.” (PNAC,

Rebuilding America`s Defenses, Strategy, Forces and Resources for a New

Century, p. 18, 강조는 필자)

워싱턴이 의도는 너무나 명백하다.

그러므로 평화협정 회담은 외부세력의 간섭이나 참여가 없이 남과 북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회담은 북한을 겨냥한 경제 제재의 해제뿐 아니라 미 

점령군의 철수를 다뤄야 한다. 미군의 철수와 배제는 평화협정의 필수불가결한 요

소이다. 평화협정에 따라서, 한국군을 미군 지휘에 맡겼던 한미 양국의 연합사령

부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모든 한국군은 이제 자신의 군 통수권에 귀속되어야 한

다. 이는 근본적인 변화이다. 왜냐하면 현재 한미연합사 협정은 미군 사령부가 한

국 대통령과 총사령관을 배제하고 대신하여 미군이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전쟁에

서 남한 군대를 지휘하도록 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과 남 사이에 좀 더 심화된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교육적 협력을 위한 쌍

무적 협의가 수행되어야 한다. 경제적 주권은 핵심적인 주제이다. 1997년 IMF 구

제금융 이후 진행되었던 수상한 거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거래들

은 서방의 거대 자본들이 한국의 첨단 기술산업과 은행의 상당부분들을 불법적으

로 또한 사기적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환태평

양경제동반자협력체제(TPP)에 한국이 참가하게 됨으로써 갖는 충격도 검토해야 

한다.

평화협정은 남북 사이의 국경을 개방하는 것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통일을 위한 의제와 일정을 논의하는 

남북공동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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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셀 초스도프스키는 캐나다 오타와 대학의 경제학과 명예교수이며, ‘오늘의 

작가상(award- winning author)' 수상 작가이며, 지구화연구센터의 설립자이자 소

장이다. 또한 웹사이트 globalresearch.ca의 편집자이다. 미셀 교수는 “빈곤과 세계

화” (The Globalization of Poverty and The New World Order ,2003), “테러리즘

과 미국의 전쟁”(America's "War on Terrorism, 2005) 등의 책을 저술했다. 그의 

가장 최근의 책은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Towards a World War III Scenario:

The Dangers of Nuclear War, 2011)이다. 또한 그는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Encyclopaedia Britannica)의 기고가이다. 그의 저술은 20여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되었다. 그는 조지 부시 대통령을 전쟁범죄와 고문 등의 이유로 기소한 쿠알라룸

푸르 전쟁범죄위원회(Kuala Lumpur War Crimes Commission)의 회원이다. 이메

일 주소는 crgeditor@yahoo.co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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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션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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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평화협정의 전망

그레고리 일리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이번 심포지엄의 주장을 나는 환영한다.

그러한 진전은 동북아의 긴장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남북 간의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평화협정의 체결은 지체되고 있

다.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 평

화협정의 성사에 있어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 평화협정은 동북아 지역민들의 이해

에 부합되지만, 미국의 지도자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미국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평화협정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북한의 눈앞에 대

롱대롱 매달려 있는 일종의 당근일 뿐이다. 사실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서 

보면 미국이 한반도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에 유리하다.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한 평화협정에 진전은 없을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지

도자들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시작하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

고 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접근방식은 대화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미국

이 북한에게 보상할 수도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해 토론하기도 전에 북한이 먼저 

미국의 최종목표를 만족시켜야 하는 회담으로부터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확

실하지 않다.

미국과 한국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서 2005년 9월의 공동성명에서 제시된 의

무를 북한이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그 공동성명에서 제시

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관계 정상

화의 착수이다.

사실 미국은 그 공동성명에 서명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 공동성명의 내용을 

훼손했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의 은행들에게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과의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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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할 것을 지시했는데, 북한은 이 은행에 외국무역에 사용하는 계좌를 트고 있

었다. 또한 미국 재무부는 전 세계의 은행들에게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과 거래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로 인해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서 대

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고 북한의 계좌는 동결되었다.

그 이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약속을 받고 북한의 계좌 동결은 해제

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 북미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의미 있는 대화가 전혀 없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미국은 북한이 외국 무역을 통해 외화를 마련하는 주요 통로인 북한의 무역은행

을 제재하고 나아가 다른 나라들도 이 은행에 대해 제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또한 대동신용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이어졌으며, 미국은 제재를 강화하여 

북한을 더욱 압박하겠다고 공언하곤 했다.

우리는 곤경에 빠졌다.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조건에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착수할 때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반

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적대정책을 유지하는 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할 

수 없다. 따라서 너무나 명백하게도, 단계별 접근이 요구되지만, 그런 선택권은 배

제돼 있다.

현재로서는 비핵화에 관한 협상이 거의 차단된 것처럼 보임에 따라, 평화협정

의 전망은 더욱 어둡다.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이 평화협정에 서명하거나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에 동

의할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오바마 행정부의 협상 거부를 종식시

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6자회담에서 만들어진 비핵화절차의 일환으로 평화

협정이 포함되어질 수 있다. 두 번째, 북한에 대한 제재가 성공하여 북한이 붕괴

된다면  미국의 관점에서 평화가 구축되는 셈이다.

그런데 비핵화합의에 따른 평화협정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보

장이 없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이 다루는 주제의 하나는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해 ‘의무사항

(obligations)’을 부과하고, 이것들이 이행된 이후에 ‘현안’을 다루겠다고 천명했다

는 점이다. 미국이 북한과 관련된 현안을 나중에 다루기로 동의했을 때,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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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의무사항 실행에 반드시 동의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의 전직 협상책임자는 미국의 협상책임자가 한국의 협상단에게 우선 더 

강력한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안이 한국과 대조적으로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한국의 협상책임자는 그 이후 미국 관리들과 논의에서 미국이 자신들의 제안

을 이행하겠다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상대방이 믿을만한 좋은 경찰로 믿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 쪽이 나쁜 경찰

역을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는가?”

비슷하게도,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약속한 2005년 9월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겨우 2주 뒤에, 미국의 협상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은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

언했다. “북미관계 정상화는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사의 해결을 전제로 할 것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관계 정상화에 이르는 필수적 절차로서, 우리는 인권,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의 확산, 테러와 그 밖의 불법적인 활동 등을 포함

한 중요한 이슈들을 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전면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행동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의도를 입증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북한

이 완전히 비핵화를 하더라도, 북미관계는 정상화로 나가지 않는다. 북한은 단지 

더 많은 추가적인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평화협정은 동일한 장애에 부딪칠 것이다. 미국은 비핵화 이후에 평화협정을 

논의하자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때가 오면,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하기 위해서 다

른 사안을 이용할 것이다. 평화협정이 어느 날 체결된다 하여도, 평화협정은 관계

정상화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체제 변화를 제외하고 미국이 관계정상화에 동의할 

수 있는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는 없다. 만약 북한경제가 미국투자가를 위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정책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쿠바가 그 예이

다. 미국과 평화상태에 있지만 끊임없이 미국의 적대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이 어느 날 성사된다고 해도, 한미 군사동

맹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정책수립가들은 이미 한반도 상황

에 구속되지 않는 방법으로 한미동맹을 변화시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러

한 절차는 향후 북한과의 어떤 협정이 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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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선례가 있다. 독일이 통일되고 냉전이 종식된 이후 20년 이상 미

군은 독일에 주둔해 있으며, 나토는 표면상의 방어조직에서 유럽에 국한되지 않는 

공격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의 관리들은 한미군사동맹이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 더 광범위한 목적에 

복무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강조해왔다. 그들은 한미동맹의 미래모델로서 이

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군의 지원역할을 지적하고, 향후에 한국군이 미군의 

작전에 좀 더 밀접하게 결합할 것을 제안한다. ‘한미정책센터’(Center for

U.S.-Korea Policy)에 따르면 한미동맹의 담당자들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상황을 

뛰어넘어 동맹을 점점 심화할 수 있는 공동 협력의 영역을 형성되도록 지속적으

로 스스로를 견인해야 한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타국 개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확장된 동맹의 

중요한 구성부분은 한미 간에 무기의 상호활용을 보장하는 것이 된다. 이에 따라

서 한국은 무기를 현대화하는 과정에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지적하듯이, “군사

기술의 향상은 미래의 한미군사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능력의 결여는 미국

이 주도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등한 동반자로서 한국이 참여할 수 없게 만든다.”

나중에 미군의 타국 개입에 한국군의 참여가 증가한다면 한국군은 나토와 함

께 작전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군은 나토의 개별적 제휴 협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는데, 이 프로그램은 “다국적 평화지원 작전”이라고 완곡하게 불리는 것을 포함

하여 “다수의 공동우선지역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국이 나토와 체결한 협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그 내용은 호주가 나토와 

체결한 협정과 유사할 것으로 추측된다. 호주와 나토간의 협정에 따르면 “양자의 

협력은 호주가 나토의 작전과 임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나토의 전략적 

목표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워싱턴의 다양한 정책연구소들이 한미동맹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미국 관리

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정부관리들과 정책분석가들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가 국제문제와 안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싱크탱크이다. 대부분의 그러한 종류의 연구소와 마찬가지

로, 이 연구소의 이사진들은 주로 정책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전직 정부 관

리로 구성되어 있다.



- 289 -

이 센터는 “좀 더 포괄적인 한미동맹을 수립할 시기가 무르익었고, 동맹에 있

어 한반도에 국한된 시각은 사치스러운 것이며, 한국은 더 이상 그러한 여유가 없

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센터에 따르면 재구성된 한미동맹은 다른 조치와 더불어 

“중국에 대한 명백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재구성된 한미동맹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이 아시아의 어느 곳이

라도 자유롭게 개입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이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8군을 야전군단으로 재편하는 계획이 실행 중이다. 이 계획이 완

료되면 미8군은 다른 미군이나 다국적 군대를 지휘할 수 있게 되며, 그렇게 되면 

미8군의 역할은 더 이상 한국의 방어만을 전담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미8

군의 역할은 전 세계로 확장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든 그렇지 않든 주한미군은 한국을 떠날 의사가 없다. 이 

지역에서 미군의 주둔은 미국 자본의 자유로운 유입을 보장하는 등 미국의 경제

적 이해관계를 보증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연성권력(soft power)과 결합

된 미군의 전진배치는 경제적 자유화를 확보해주며, 외교정책구상(Foreign Policy

Initiative)라는 기관이 지적하듯이 “미국 기업과 투자의 외국시장 접근을 증진시

킨다.”

한미정책센터(Center for U.S. Korea Policy)가 지적하듯이, “한국군의 해외파

견은 중요 국가와 지역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때문에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와 그 미래를 형성함에 있어 미국은 지대하고 지속적

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맹세해왔으며, 또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이해

관계는 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미군의) 주둔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미국 관리에게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그들의 관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의 긴장유지는 미군주둔의 배경이 되는 광범위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제공한다. 또한 북한의 존재는 탄도요격미사일 시스템

으로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구실에 불과하다.

그런데 미국에 있어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비추어 한국인들의 의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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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강하다면 미국은 이를 무시하기 힘들 수도 있다. 향후 몇 년 이내에 한국

에서 좀 더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선다면, 미국은 우선은 비핵화와 평화협정과의 

관련성을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며, 비핵화 해결에서 평화협정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정책수립가들은 한국의 대중적인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는 “한미관계를 전 세계에 

개입할 수 있는 글로벌 동맹으로 재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난관 중의 하나는 한

국에서 대중선동적인 열광이다”고 불평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리시위의 위협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으로 하여금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만들고, 평화협정을 의제로 상정하도

록 하고, 나아가 평화협정이 공허한 의례적 절차가 되지 않도록 그 실질적인 내용

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잠재력은 바로 한국민의 민주주의적 열정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하여도, 평화협정은 

남북한 관계 정상화라는 전망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이다. 한반도로부터 주한미군

을 철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의 군사개입에 한국을 전진

발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중적 저항은 확실히 한국

이 이러한 군사개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의미있는 승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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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핫토리 료이치

전 중의원의원 

Ⅰ. 전후 일본의 부흥 과정과 한국 전쟁

- 분단에 가담한 역사의 검증 -

1. 일본의 존재 없이는 한국 전쟁은 성립될 수 없었다

○ 라이샤워 전(前) 주일대사는 일본국내에서 새로 건설한 미군 기지가 없었더라면, 한

국에서의 전쟁은 계속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의 차량수리 및 재생 실적이 없었더라면, 3개월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

다」 (리지웨이(Ridge way) 미 제8군 사령관)

2. 전후 일본의 부흥과 한국 전쟁 특수 

○ 요코하마(橫浜)에 재일 병참사령부를 설치

3년간의 직접 조달 10억 달러, 55년까지의 간접 조달 36억 달러에 달함.

○ 독점 기업 및 무기산업의 부활, 조선 민중의 「피」를 빨아먹은 경제성장 

○ 그 이후의 경제성장의 초석이 됨.

3. 한국 전쟁 (50,6∼53,7)과 일본의 재군비와 일미(미일) 군사동맹 체제 

- 미국의 대일정책의 대전환․반공의 보루로 ~평화헌법과의 근본적 모순 -

○ 헌법 공포(46, 11, 3), 시행 (47, 5, 3)

○ 재군비=자위대 발족

한국 전쟁 발발 직후에 경찰예비대 발족(50, 8)

경찰예비대를 보안대로 개조(52, 10)

한국 전쟁 정전 1년 후, 자위대 발족(54, 7)

○ 일미(미일) 군사 동맹=일미안보조약 발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일미안보조약 체결(51,9), 발효 (52,4)

4. 한일기본조약(65. 6체결, 65. 12 발효) 문제 

○ 남북대립 고정화 - 아직 일조(조일) 국교회복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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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합방 조약(1910)의 무효/합법을 둘러싼 대립 

○ 청구권 포기를 둘러싼 해석 

Ⅱ.「냉전」이 남아있는 동아시아 

1. 일미 핵안보 아래의 대미종속 외교

- 남북 군사대립에 대한 <출격> <병참>기지로서의 일본의 역할 

○ 미국의 핵우산

○ 요코스카 해군기지․미항공모함전투단(원자력잠수함 조지 워싱턴)

○ 가데나․요코타  공군기지 

○ 오키나와․사세보․이와쿠니 해병대기지 

2. 오키나와(沖繩)에 미군 기지가 집중

○ 새로운 기지건설 - 나고시(名護市) 헤노코(邊野古)에의 신기지 건설 

○ 후텐마기지로의 오스플레이(신형 수송기) 배치 미군기지 게이트 봉쇄 행동(12,9)

○ 오키나와 전체 vs 일미정부의 모순 

모든 정당(자민당은 중앙과 입장이 다름)․오키나와 현지사․41개 자치단체장․현의

회 

3. 일미한(한미일) 군사태세의 강화 

○ 합동 군사연습 

○ 대중 전략 -「동적 방위력」․오키나와 사키시마제도에 자위대 배치 강화 

○ 한국 - 제주도 새 해군기지의 역할

○ 미국 - 군사예산 삭감에 따른 동맹국으로의 부담 강화 

Ⅲ. 동아시아 비핵화 구상과 다면적 “인간안보”

1. 동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상과 앞으로의 포괄적 구상 

○ 온 세계로 확산되는 비핵무기지대와의 제휴

①남극 ②라틴 아메리카/카리브해 ③남태평양 ④동남아시아 ⑤아프리카 

⑥중앙 아시아 ⑦몽골  - 남반구는 대부분이 비핵지대로 

○ 일본에서의 제안

도이 독트린(2001년) - 동북아시아「종합안전보장기구」 「비핵지대조약」

피스데포 (Peace Depot) (NGO/우메바야시 히로미치씨)의 제안 1995년∼

핵군축․불확산의원연맹(초당파), 한일국회의원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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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의「나가사키평화선언」(2007년∼)이나 자치단체장선언(400명 이상)

○ 종래의 구상 내용

일본의「비핵 3원칙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 들여오지 않는다)」

과 92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기초로 

<3+3>구상 

지역 내 3개국 (한/북/일)이 비핵무기지대조약

주변 핵보유국 3개국(중/러/미)이 의정서에 참가 또는 6개국 조약

○ 6개국 협의(03년8월∼)의 시작과 중단/실패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의 핵실험(핵탄두의 보유)에 의한 국면의 변화 

「선 핵포기」와 「선 평화협정」의 평행선 고착상태의 타개 

○ 앞으로의 포괄적인 제안으로서

= 한국전쟁의 종결․평화협정 체결과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의 포괄적 조약 

전 미국 정부 고관 모튼·하루페린(Morton H. Halperin)씨가 제안(2011)한「북동아시아

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포괄적인 조약」에 주목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음

① 한반도의 전쟁 상태의 종결

② 6개국 협의를 모체로 「안전보장에 관한 상설 위원회」창설

③ 서로「적대시할 의도가 없다」는 선언 (체제 보장)

④ 에너지에 관한 상호 지원 ⑤ 단독 제재의 금지 ⑥ 비핵무기지대의 설치 

2.「핵무기금지 조약」의 실현

2007년 코스타리카․말레이시아 양 정부, UN에 공동 제안 

2011년 UN, 교섭 시작을 촉구하는 127개국의 결의

(2008년 클러스터 폭탄 금지 조약 합의, 열화 우라늄 무기금지의 움직임)

3. 탈(脫)원전 실현

○ 동아시아의 환경 일체성 - 탈(脫)원전의 실현 필요성 

○ 핵무기 제조능력으로서의 원자력기술

우라늄 농축 기술 : 사용완료 핵연료의 재처리 기술과 플루토늄 제조능력 2014년 한

미 원자력협정 : 2017년 일미 원자력협정의 행방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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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재, 유감스럽게도 아베(安倍) 정권에 기대할 것은 없다

= 일본의 핵무장/제국군대 지향의 극우 아베(安倍) 정권의 타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연결됨. 따라서 이하의 제안을 하고 싶다.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관여를 종식시키고, 일본의 극우화를 저지하는 국제행동 

1. 일미한(한미일)군사동맹과의 싸움 - 끝없는 군비 확장 경쟁을 정지시킴 

○ 최전선으로서의 오키나와(沖繩) 반기지투쟁에 대한 국제연대 

○ 제주도(濟州島)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저지투쟁에 대한 국제연대 등 

2. 일본의 평화헌법 개악 저지의 싸움 

○ 평화헌법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아시아에 대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

헌법전문(憲法前文)

「정부의 행위에 의해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 헌

법을 확정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국민이, 똑같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해방되고, 평화 속에 생존하는 권리

를 갖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느 국가도, 자국 이익만 추구해서 타국을 무시해서는 아니되고…」

○ 개헌 저지가 일본 정치의 최대의 과제로

자민당 개헌안은 상기 현행 헌법 전문을 전면 삭제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국제사회 공동의 싸움으로 

3. 일본 정치가들의 역사관과의 싸움․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일본 유신회 대표)의「위안부」발언에 대한 국제여론의 동향

하시모토(橋下) 발언

「그렇게 총탄이 빗발치는 속을, 목숨 걸고 뛰어갈 때… 위안부 제도라는 것은 필요하다··」

「오키나와(沖繩)의 해병대, 내가 후텐마(普天間)에 갔을 때 사령관에게, 유흥가를 좀 더 활용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국제 사회의 반응 -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정부 고관 「언어 도단이고 모욕적」

UN고문금지위원회 「일본 정치가나 지방고관들이 사실을 부정」

오키나와 현 의회 항의결의 채택(13.6.6)

샌프란시스코시의 방문 거절 통고에 하시모토의 방미 중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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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수상 - 무라야마 및 고노 담화 부정

침략 부정 발언「침략의 정의는 학회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

○ 연이은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참배 - 아베의 「8·15」참배에 주목 

야스쿠니신사 = 침략 신사

전범을 필두로 천황의 군대를 표창하는 종교법인 





한반도에서의 호혜, 균형 그리고 평화  

- 동북아시아의 평화 구축과 보장에 대한 분석 -

시옹 레이

남북한 문제는 제 2차 세계 대전의 유산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질적으로 1945

년 2월에 열린 얄타 회담에 작동한 권력 정치가 만들어낸 악랄한 유산이다. 당시

는 몇몇 강대국들이 많은 약소국의 운명을 결정했던 때였다. 단일민족국가는 두 

강대국의 이해 관계 때문에 강압적으로 다른 체제, 남과 북 두 부분으로 분단되었

다. 그렇지 않았다면 일본파시즘의 식민지적 지배를 종식시킨 단일민족국가가 되

었을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한국 민중의 의사를 전혀 번영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리고 

국제적인 지역전쟁으로 비화되었는데, 이 전쟁은 약 20여 국가와 지역들의 군사력

이 개입되었다. 이 전쟁은 타협적인 방책이 나오지 전까지 무려 3년이나 지속되었

다. 그리고 이 타협안은 전쟁을 멈추고, 대립 속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 

대립 속의 평화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국전쟁의 휴전이 한반도에 대립 속에 평화를 가져왔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

미의 평화가 아니었다.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는 수시로 “전쟁 총성이 재연”될 

수 있는 위험 직전까지 갔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정치지형의 변화와 분쟁을 제약

하고 상호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메커니즘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왜 한반도에는 긴장이 수시로 존재하는가? 분명한 이유는 남북 두 체제가 갖

고 있는  다른 이념과 사회 시스템 사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대립 때문이다. 그리

고, 정전이 양측의 타협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잠시 

휴전하는 것이다. 또한 서로의 힘 균형을 통한 대립 속에서 평화를 실현하는 것뿐

이기 때문이다. 즉, 양측이 호혜와 균형을 유지 할 수 있을 때에만, 평화롭게 공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혜주의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추진력이 변화하고 불균

형을 초래한다면, 갈등은 다시 생길 것이고 그것은 극한 상태의 전쟁으로까지 이

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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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할 것은 남한 정부가 1953년에 정전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다. 정전협정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던 때인 1951년 5월말과 6월초에 남한

의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적 대화를 거부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압록강(Yalu)까지 

진격을 할 수 있도록 남한군대를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군 사령관은 이

승만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

다. 남한 정권 아래의 군사력을 통제하려는 것이었다. 그러한 약속은 분명히 불확

실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 유엔군은 과거의 역사가 되었다. 미국 대통령들은 계

속 바뀌면서, 미국 정부의 태도는 계속 바뀌고 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전 세계에 

갈등을 일으키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직접적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식의 변화이다.

누구도 한반도의 그 불확실성이 언제 확실해질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확실성이 

나타날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되는 동안, 한반도의 대립 

속의 평화는 요동치거나 전복되는 상태가 될 것이다.

정전 이후 1990년대까지, 한반도의 평화는 주로 두 체제 사이의 균형과 양측

의 동맹국들의 정전협정 조항에 대한 준수에 의존해왔다. 이 시기에 이런 균형 메

커니즘은 상당할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두 체제 사이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양

측 중 어떤 쪽도 한쪽에 일방적으로 대규모 무력공격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즉, 이 시기에 한반도의 평화는 이중으로 보장을 받았다.

1. 두 체제 하의 각각의 군사력은 상대적으로 균형 잡혀 있었다.

2. 두 체제의 각각 동맹국들이 의무와 약속을 지킴으로써 상대방에 제한적인 

메커니즘을 형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균형 있는 기간에도 일정 정도의 상대적 불균

형이 여전히 존재했다. 정전 이후 남한에서의 일방적인 미군의 주둔이 그 예이다.

외부의 개입이 있기 전까지 적대적인 양측은 서로에게 각각이 가진 군사력을 시

험하곤 했다. 그러한 경쟁의 결과는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전 후 남

한에 미국군이 장기 주둔하는 것은 북한 측에게는 사실상 위협으로 작용했다. 그

런데 이러한 주둔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간주되었다. 각각 

동맹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소련, 중국과의 지리학적 근접성 덕분에 이러한 위협

과 대항 위협은 억제와 대항 억제의 엉성한 균형 관계를 만들어냈다. 시소게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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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평적인 대칭이 이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가 1990년대 초기에 해체되면서, 사회주의 진

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엄청난 변화가 한반도의 정치지형에

도 발생했다. 오랜 시간의 대화 끝에, 북한과 남한은 평화통일에 대한 특정한 합

의점에 도달했고, 1991년에 UN에 동시 가입했다.

이 변화를 두 가지 측면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1. 양측은 합의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인정한다. 한반도는 결국은 반드

시 통일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상대방 체제의 정치적 합법성에 대하여 상

호 “제한적인 인정”을 한다. 즉 양측은 상호 각각 통제권을 가진 한반도내의 국가

권력으로서 합법적인 존재로 인정한다. 이 인정은 통일 전의 임시적, 과도기적인 

인정이다.

2. 양측의 상호 제한적인 인정은 사실 통일 방식에 대한 합법적 정의이다. 이

는 한 측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여 나라를 통일하려는 시도의 정당

성을 부인한다. 이제는 전적으로 1950년대 초와는 다르다. 1950년대 초는 한반도

가 무력분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력으로 다른 쪽을 통

일하려한다면, 더 이상 국가 안의 “내전” 상태가 아닌  “국가 간의 전쟁”이 될 것

이다. 그리고 국제법상 “공격”의 정의는 각각의 행동을 평가하는 데 적용될 수 있

다.

이것은 서로의 안전과 균형을 위해 한반도의 두 체제가 만든 합법적인 서약이

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양측에 의한 자주적인 선택을 존중하면서, 중국정부는 1991년 남한

과 수교관계를 수립했다. 동북아시아의 안보시스템 내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다음

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 중국과 북한 간의 동맹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의. 중국과 북한은 1961년 7월 

11일에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호, 협력과 상호 원조 조

약”에 서명을 했다. 이 조약은, 동맹체결국 중 한 측이 다른 나라에 의한 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공동으로 모든 조치를 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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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 중 한 측이 다른 국가 또는 몇 개의 국가에 의해 무장 공격을 받아서 전

쟁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다른 동맹당사국은 즉시 군사와 사용가능한 기타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강조표시는 필자가 함.) 제 3의 당사국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내

전은 물론 이 조약에 의해 다뤄지지 않는다– 누가 첫 번째 총성을 울렸던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국과 남한 사이의 수교는 두 가지 측면을 의미한다. 하나는 두 

나라가 국제법적 의미에서 상호 서로의 존재를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리

고 이 인정을 바탕으로 중국-북한의 동맹과 상호 원조 관계는 국제법을 훼손해서

는 안 된다.

2. 남한의 국가 안보에 관한 약속. 중국과 남한 사이의 외교 관계의 수립은 

사실상 남한의 국가 안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약속이다. 중국 정부가 남한 정부의 

주권을 인정한 것으로, 남한에 대한 다른 국가의 어떠한 무력공격도 중국정부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도 중국정부와 같은 비슷한 선택을 했다. 이는 남한과 소련의 관계를 

승계한 것이다.(북한과 남한이 UN에 함께 가입하기 이전에 이미 소련은 남한과 

관계를 정상화 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안보 시스템에 대한 러시아와 남한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인한 영향은 중국의 남한과 외교 관계 수립에 따른 영향과 비

슷하다. 그것은 소련과 북한 사이의 우호협력과 상호원조조약을 재정립하고, 남한

의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1993년에 러시아는 1991년에 북한과 서명한 

조약을 일방적으로 해석했는데, 바로 북한의 안보를 위한 무조건적인 보장을 포기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이 특정한 모험적인 행동을 할 결정을 하는 경우에 소

련의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조항을 무효화하는 것이었다.(보리스 옐친 대통령,

1994. 6월 4일)

이러한 문맥에서, 남한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나라의 안전을 보장 받았을 뿐 

아니라 북한의 전통적 동맹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도 약속을 받고 있다. 한반도의 

라이벌인 북한과 비교해 본다면, 남한은 나라의 안전을 위해 더 적절하고 완벽한 

보장책을 갖고 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이 경향을 따라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면서 북한과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북한은 남한과 똑같이 적절하고 완벽한 안전을 보장

받고, 한반도의 평화는 그러한 호혜성과 균형 덕분에 강화되고 지속될 수 있을 것

이다. 대립은 희망적으로 점차 쇠퇴해 가고 마침내 끝날 수 있을지 모른다.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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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두 체제는 각각의 안전을 위하여 각 동맹국만 아니라 라이벌 동맹국들로

부터 그들의 안전을 약속 받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한반도의 통일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소련의 붕괴와 함께 냉전이 끝났다고 전 세계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주장함에

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냉전정책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북미 수교는 한반도상의 

대립을 약화시키고 없애면서 동시에 평화적 균형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남한에 무장력을 철수하는 것은 제쳐두고, 북한을 소위 말하는 “불량국가”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태도는 상황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긴장시키고,

한국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이후로, 한반도상 대립을 제어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비균형성은 

극심해졌다.

남한의 안전은 다음과 같이 3중으로 보장된다.

1.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덕분에 높은 수준의 현대화된 군대

2. 남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남한 동맹국의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의무

3. 북한의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외교 관계 정상화를 통해 얻어진 안전의 보장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의 안보는 사실상 약해졌다. 남한이 획득한 3가지의 안

전보장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제재로 인해 어

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북한의 전통적 동맹국들은 더 이

상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적어도 북한은 3가지 위협에 직면해 있다.

1.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은 석유 제품에 대한 수입 의존이 높

다. 1990년대까지, 북한은 동유럽 국가들의 협조와 협력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 활

동을 유지할 수 있었고 북한의 경제는 한때 남한의 경제를 뛰어넘기도 했다. 하지

만 소련과 동유럽 진영의 붕괴로 인해 그런 협조는 사라지고 말았다. 거기에 미국

에 의한 한층 강화된 통상금지령과 봉쇄가 더해져, 북한은 한때 경제파산의 직전

까지 갔었고, 군사력의 발전은 상당히 뒤쳐졌다.

2. 다른 요인을 추가하자면, 북한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이 남한과 수교를 맺으

면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노력 의무는 약화되고, 의무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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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3. 그러나 남한의 동맹국들은 아직 북한의 안전에 어떤 약속도 하지 않고 있

다.

이런 불균형은 북한에 고통스러운 문제거리를 눈에 띄지 않지만 만들었다. 전

에 비슷한 경험을 한 중국 사람들은 그러한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한 국가의 안

전에 대한 궁극적인 보장은 그 국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국가는 자신의 안전을 

위한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군사력 우선의 정치와  

핵무기 발전전략은 충분한 심리적 동기와 객관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웃이자 전통적인 동맹으로서 그리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조인국으로서, 중국

은 이웃나라에서 핵환경과, 핵의 위험 또는 심지어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에게 단독으로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핵포기의 충분한 보장이 될 수 있을까? 핵무기를 사용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 저장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국가, 미국은 어떤가? 미국의 

핵무기는 세계 어떤 곳이라도 파괴할 수 있고, 핵 저장량은 지구를 1000번 이상이

나 파괴할 정도이다.

미국이 핵무기 선제공격금지와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한 적이 있는가?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적이 결코 없

지만 미국은 이라크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것은 미국이 이라크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라크와 중

동은 고통을 받고 있다.

어느 나라가 이런 교훈을 무시할 수 있는가?

중국인으로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이웃나라들 중 어느 곳에서도 핵 위험을 보

고 싶지 않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국의 비핵화를 희망한다. 그렇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처음 도입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점이다.

1957년 6월초, 미국은 정전협정 13항-d의 폐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1958년 1월

에 미국은 남한에 핵무기 탑재 어니스트 존(Honest John) 미사일과 280mm 원자

포를 배치했다.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북한이 왜 

핵폭탄을 갖기를 열망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 중국에 있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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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과 관련하여 세계를 이끈 가장 큰 국가가 스스로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들이 생존하기 위해 핵무기로 무장하는 추세를 

반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월에 북한이 왜 미국과의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제안은 “지역의 긴장 완화와 평화실현과 한

반도의 안전”뿐만 아니라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시소게임에서 낮은 쪽에 약간의 무게를 더하여 다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었다.

동북아시아 평화 실현은 골치 아픈 문제로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 남북 대립의 

상황 아래서는 양측의 안전을 위한 상호적이고 균형 잡힌 보장만이 대립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한쪽은 세 가지의 보장을 얻고 

다른 한쪽은 세 가지의 위협에 처해있다면, 그리고 한쪽은 계속적으로 긴장을 더

욱 높이기 위해서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어떤 안전의 보장

도 없이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해제할 것을 요구받는다면, 소위 

공평함이나 정의는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이다. 한반도의 양측은 그들 중 누구도 한쪽을 집어삼킬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호혜성과 균형을 기반으로 대립 속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리고  한반도의 대립을 끝내고 통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모든 관련 국가들이 군사

력 외의 여러 수단을 함께 찾아야 한다. 이것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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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의 장애물과 현 단계 과제

박순성 (동국대학교)

1. 왜 평화체제인가

2010년 11월 일어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한반도 서해에서 일어났던 무력 충

돌이 이제는 육지로, 민간인에게로 확산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남한

의 즉각적 반격이 있었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무력 충돌은 확산되지 않았다. 2

년 뒤, 2012년 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2012.12.12)와 3차 핵실험

(2013.2.12)은 대북한 경제제재의 강화와 북한의 전쟁위협으로, 그리고 미국의 강

력한 군사훈련으로 이어졌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극도로 고조되었고, 결국

에는 2013년 4월 남북한 사이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과 폐쇄를 가져왔다. 남북한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무협상을 7월 초 

시작하였으나, 어떤 방식으로 개성공단의 미래를 설계하고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긴장 고조 속의 무력 충돌 위험, 남북관계의 단절, 새

로운 발전을 위한 구상의 부재, 2013년 7월 정전 60년을 맞은 한반도의 현실이다.

한반도 내의 두 국가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 전체에서도 21세기 동북아 

질서의 방향과 관련하여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

이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다. 국가 전략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세력 변화와 안

정 질서 형성에 관한 관점에서도, 두 강대국은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신형대

국관계를 내세우는 중국의 전략과 패권의 진화를 모색하는 미국의 대응은 여전히 

팽팽하게 부딪치고 있다. 역사 인식의 공유와 영토의 확정 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

국과 일본, 한반도 남북한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충돌은 아직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21세기 지구공간정치에서 동북아는 발전의 가능성이 매

우 높은 공간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매우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다.

동북아 지역에서 화해와 평화의 희망, 협력과 발전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실현

할 방법은 없는가?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단절된 한반도에서 오히

려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동북아 지역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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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갈등과 비극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더 악화된 형태로 남아 있는 한반도

에서 진정한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한반도에서 평

화를 향해 일어나는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가 동북아 지역 전체에서 거주자들의 

의식 혁명과 국가들의 전략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한국전쟁이 멈춘 

지 60 년이 되는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의 논의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해야 한다.

2.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

한반도에서 평화와 협력을 향한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장애물 중에서 세 가지만 언급해 보자.

가장 먼저 우리는 군사주의를 지목해야 한다. 좋은 군사주의와 나쁜 군사주의

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화와 협력의 관점에서는 공격적 군사주의와 방어

적 군사주의라는 구분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정의로운 전쟁도, 심지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전쟁기계의 생산조차도 생명을 파괴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빈곤을 

확산시키고, 평화를 향한 진정한 노력을 가로막는다. 어떠한 전쟁기계도, 어떠한 

핵무기도 ‘자유를 위한’, ‘평화를 위한’이라는 말을 앞에 붙일 수 없다. 모든 군사

주의는 민주주의를 정지시키고, 인권을 가두어 버린다. 군사주의는 ‘절대적 안보’

라는 환상을 먹고 자라나고 또 끊임없이 키운다. 절대적 안보라는 환상이 지배하

는 곳에서는 평화가, 국가들 사이의 신뢰가, 진정한 안전과 풍요가 이루어질 수 

없다. 북한은 선군사상을, 핵무력 건설 노선을 내려놓아야 한다. 미국은, 남한은 

압도적 군사력과 군사적 압박으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

다. 그 어떤 국가도 자신들의 군사주의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군사주의로는 국민

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줄 수 없다.

다음으로 우리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불균형에 주목해야 한다. 세력균형이 진

정한 평화를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세력불균형이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

도 아니다. 불균형은 긴장과 갈등을 품고 있다. 불신과 대립이 존재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세력의, 군사력의, 경제력의 불균형은 결국에는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군사적 동맹을 강화시킨다. 한반도 남북 사이에 존재하는 세력불균형은,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외교적 측면에서의 불균형은 한반도를 끊

임없이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불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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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만큼, 북한 체제에 대한 안팎의 위협은 증가하고, 또 한반도 전체의 불

안정은 확대된다.

끝으로 한반도 남북에 여전히 남아있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그리고 더 나

쁘게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강고한 결합이 평화와 협력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개별 집단과 지역의 자유로운 의지와 행동을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특별한 이념으로 억압하는 곳에서 평화를 향한 다양하고 창조적인 협력

이 이루어질 수 없다. 사회구성원들에게 자유로운 정치적 공간이 허용되지 않은 

북한 체제에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힘이 아래로부터 솟아오르기는 쉽지 않다. 국

가와 민족이 이념 갈등과 정치 투쟁의 명분과 도구가 되어 버린 남한에서 시민들

의, 사회집단들의, 지방자치체들의 한반도 평화를 향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

을 위한 자유로운 발상과 활동이 일어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새로운, 그러나 오래된 지향과 목표

남북한은 이미 오래 전에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었고, 또 그런 방법들 중 일부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에 합

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단절된 남북관계 때문에, 전쟁 위험의 상존 때

문에, 오래된 지향들과 목표들이 여전히 새롭게 다가온다. 여기에서도 세 가지만

을 특별히 언급해 보자.

평화를 통한 통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는 남북한이 오래 전에 합의한 원칙

이자 지향이다. 과연 평화 없이 통일이 가능한가? 평화 없는 통일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전쟁기계를 끊임없이 만들거나 들여오면서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

군비경쟁을 통해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딜레마를 낳을 뿐이라면, 절대적 안보가 

분명히 환상일 뿐이라면, 이제 새로운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 오래 전에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더 나아가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절대적 안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충분하다고 할 정도’의 안보에 만족할 줄 알아

야 한다. 안보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고, 안보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는 협력안보의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불균형을 당장 해소할 수는 없지만, 불균형

을 낳는 여러 원인들 중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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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정상화, 북한과 일본 사이의 관계정상화는 가장 근본

적이면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적대적 행위의 완전하고 확실한 중지 뒤에 관

계를 정상화하려는 방법은 한반도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어느 쪽도 적대

적 행위 및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책임을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다. 관계를 정상

화하려는 작은 실천들을 끈질기게 해나가는 속에서 적대관계가 완전히 종식되도

록 하여야 한다. 변화 뒤의 대화와 접촉이 아니라 대화와 접촉을 통한 변화가 필

요하다. 서로 간에 오가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야 서로의 인식이 바뀐다. 관계정상

화의 긴 과정 속에서 적대적 행위들이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고, 군축과 한반도 비

핵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북한 경제가 회복되고 경제

적 불균형도 축소될 것이다. 관계정상화, 적대관계 종식, 한반도 비핵화, 북한 경

제발전, 나아가 동북아 평화체제 등을 모두 담고 있는 2005년의 9·19공동성명은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하다.

남북한은 스스로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고, 또 풀어나갈 수 있

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의 궁극적 주체로서 적극

적으로 나서야 하며, 또 서로를 공존과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19세기 

후반 한반도를 덮쳤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의 결과가 변형된 형태로 지속되어 왔

던 20세기 한반도의 역사를 남북한이 스스로 극복해 내어야 한다. 남북한뿐만 아

니라 주변 강대국들도 9·19공동성명의 합의 내용을, 합의에 담긴 기본 정신을 잊

지 말아야 한다. 모든 국가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어

떤 국가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불안정은 동북아의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지만, 한반도의 불안정이 한반도 분단과 

강대국 패권정치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 동시에 한반도 남북한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4. 지금 해야 할 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지향과 목표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분명

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남북한과 미국·중

국·러시아·일본은 9·19공동성명을 다시 실천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동북아의 평화체제는 새로운 협정이나 성명을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동안 만들어졌으나 실천되지 못했던 합의를 하나씩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

다. 평화는 문서가 아니라 행동이 가져다준다. 어느 국가도 상대방의 잘못을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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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또 상대방을 속이는 기만으로 자신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평화를 위한 약

속을 끈질기게 지키는 실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먼 미래의 일들을 당장 여기에

서 요구하는 위선적 외교로는 한반도의 평화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롭고 번영

하는 새로운 질서가 실현될 수 없다.

한국전쟁을 정지시킨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우리는 정전협정 서언 에 나

와 있듯이 한반도에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실현되고, 또 한·미 상호방위조

약 에 언급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의 발달’을 통해 한

반도와 동북아에 모든 군사적 동맹과 군비경쟁이 해소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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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언 

박경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한반도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반도는 법적으로 전쟁 중입니다. 정전협정은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

지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한반도는 현실적으로 전쟁상태

입니다. 물리적 충돌을 방지할 목적의 정전협정이 사실상 백지화되어 어느 때라도 

물리적 충돌이 재발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는 끊임없이 발발하고 있는 전쟁위기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것보

다 절박한 일은 없습니다.

1. 평화협정 체결의 시급성과 절박성

한반도가 60년 동안 ‘전쟁 중’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전협정 제4조에 나와 있듯이 정전협

정 당시 정전협정 당사국들은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해 한반도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고위급 정치회담을 개최하

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소집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정전협정 2조 

13항에서 한반도 밖으로부터 새로운 군사인원과 군사무기의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1957년부터 핵무기를 반

입함으로서 정전협정의 핵심 조항을 파기했습니다. 셋째는 동서 냉전체제가 고착

화됨으로서 미국은 한반도를 대소 군사봉쇄망의 전략적 교두보로 삼았습니다.

한반도 전쟁(6.25전쟁)은 동서냉전체제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동서냉

전체제가 해체되고, 평화공존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반도만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니 냉전시대보다 더욱 더 격렬한 냉전적 

대결이 격화되고, 전쟁위기가 폭발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북한 체

제를 무너뜨리려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때문입니다. 미국은 주권존중과 평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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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이라는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과 정신을 유독 북한에게만은 적용하지 않고, 북한

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체제전복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한반도 전쟁위기는 지금 폭발일보직전의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

다. 올해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 당시 있었던 전쟁위기 상황은 정전체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전쟁전야의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방치될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

발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반도 전체의 문명은 완전히 파괴

되어 석기시대로 되돌아 갈 것입니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시급성과 

절박성이 있습니다.

2.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와 주요내용

한반도 평화협정은 전쟁상태를 끝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핵

심과제이며, 출발점입니다. 동시에 남북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공존과 화

해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분단체제를 통일체제로 바꾸어야 합니

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중심고리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논쟁점으로 남아 있

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는 법적, 역사적, 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정전협정 체결의 법적인 당사자인 미국

과 중국 북한이 참여해야 하며, 역사적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한국 정부 역시 당

사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에는 ○ 한반도 전쟁상태 종식 선언 ○ 적대관계 청산과 우호

협력관계 구축방안 ○ 적대적 양자 군사동맹 해소와 외국군 철군방안 ○ 평화관

리기구 구성과 운영방안 ○ 남북경계선(평화선) 획정 ○ 한반도 군축방안 ○ 한반

도 자주적 통일지지 원칙 확인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한반도 군축방안에

는 한반도 비핵화의 방향과 방도문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평화협정 체결의 방향과 방도

한반도 평화협정은 또 다른 형태의 정전협정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

해서는 한반도 전쟁구조를 해체하고 평화공존, 화해협력 구조를 세워 전쟁의 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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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전히 제거하는 평화협정으로 되어야 합니다. 적대적 관계가 그대로 온존되는 

평화협정은 또 다른 형태의 정전협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는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으로 되어야 합니

다. 북미적대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는 주한미군 주둔근거가 사라지고, 한미군사

동맹의 존재이유가 소멸됩니다.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는 평화협정은 통일지향 평화협정으로 되어야 합니다.

분단체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불신과 대립이 지속되고, 이것이 격화되면 전쟁의 근

원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정은 곧 남북, 북미적대 관계 청산과 

평화공존, 화해협력관계 구축과정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

다. 그리고 이것은 각 정치적 주체(남북미)의 정치적 결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

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촉진 강화시키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남

북 미중 4자 정상이 회합을 갖고, 이러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점에서 10.4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4자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도라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체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동북아시

아 지역의 평화보장체제가 수립될 때 한반도 평화체제는 공고성을 갖게 될 것입

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

화 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4.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매우 절박한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당사

자 사이의 합의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적대적 대결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정부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 국민들은 분단의 고통,

정전체제로부터 오는 고통을 직접적으로 당하고 느끼고 있는 직접적 당사자입니

다. 한국정부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고통을 해결해 줄 책무를 갖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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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 정부는 분단과 전쟁구조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

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 정부는 이러한 노력

을 적극적으로 벌여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단과 전쟁구조의 기득권 세력

들의 입맛에 맞는 반북대결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대북 정

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대북정책의 상징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는 비판적입니다. 신뢰 프로세스가 아니라 ‘불신 프로세스’

라고도 폄하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할 때입

니다.

한국정부는 무엇보다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실

천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에 기초해서 남북 화해협력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나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4자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

로 나서야 합니다.

5.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진보개혁세력이 해야할 역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진보개혁세력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려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역량이 튼튼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향한 대화와 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습

니다.

이러한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대중의 힘에 의한 아래로부터 

압력밖에 없습니다. 광범한 국민 대중들이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대중행동에 

나서고 대중들의 평화지향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

착상태에 빠져 있는 국면을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 

국면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개혁세력들은 ‘반전 평화, 평화협

정 체결!’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의 기치를 높이 들고 대중적 행동전에 나서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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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션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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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평화 심포지엄 연설문

팀 쇼락

미국의 언론인, 사회운동가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를 초청해준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화를 

위한 공동의 여정에 한국, 일본, 중국의 친구들과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를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기된 과제는 "북미 간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해 어떻게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또한 엄중한 긴장의 시

기이자 비상한 기회의 시기인 이 때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함께 만들어 나가

는 방법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동아시아와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이 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인, 노동조합 활동가, 그리고 정치 

활동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웹사이트의 대문에 걸려 있는 사진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

다. 그 사진은 1960년 4월 19일에 찍힌 것인데, 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통치에 항

거했던 1960년 민중혁명이 최고점에 이른 때입니다. 저는 그 당시 기독교 선교사

의 아들로서 여기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4.19 항쟁은 저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

었습니다. 저는 생애 최초로 학생들, 노동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민주

주의, 그리고 압제의 종식을 요구하고, 또한 그들이 마침내 승리하는 것을 목격했

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애매모호한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심지어 독재자 이승만

을 CIA 비행기에 태워 해외로 망명시켰습니다. 그 후 한국에서는 약 12개월 동안 

북한과 화해하고, 한국의 비극적인 분단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

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박정희 장군이 1년 후에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을 때,

통일에 대한 모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미국 정부들은 지속적으로 재정적, 군사

적 지원을 통해 박정희 정권을 지지해주었으며, 이러한 지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암살당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군과 미군은 매우 긴밀한 

동맹을 형성했는데, 베트남에서의 부도덕하고 파괴적인 전쟁부터 굳건한 동맹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군사관계의 결과,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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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전권을 외국군의 장성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냉전시기의 한미 양국은 광장히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 강대국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발전을 이룩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

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1990년 후반까지 미국은 한국에게 첫째 일본

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일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할 것, 둘째 전투

기와 원자력발전소 설비 등 자본재 상품들을 미국회사한테만 구입할 것을 강력하

게 요구했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칼라일그룹과 같은 미국의 은행들

이 한국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한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할 것을 IMF를 통해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북과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는 시기에도 한국과 미국은 경

제문제, 특히 통상문제에서 자주 충돌했습니다. 한미핵에너지협정의 연장과 관련

한 현재의 분쟁도 있습니다.

사실, 냉전이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불평등한 관계인 한미 관계를 만들

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전 세계적인 권력행사의 장으로 한국을 더욱 밀접하게 

통합시키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빈번하게 휘둘렀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해관계는 한미관계를 지속적으로 규정해왔습니다. 한국의 민중들과 광주의 시민

들이 군부통치의 종식을 요구하며 궐기했던 1979년과 1980년에도 역시 미국의 정

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인권이나 민주주의보다 미국의 군사적 경제

적 이해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지금도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해관계

가 한미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한국을 ‘강남스타일’ 음악을 제외하고는 별로 주

는 것이 없는 후진적인 파트너로 여기거나, 경계해야 할 경제적 경쟁자로 여기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분단에서 미국의 역할, 한국전쟁의 유

래,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에 의한 한반도의 심각한 파괴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미국인은 거의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재자인 박정희와 전

두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대부분 잊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미국인의 입

장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매체에 보여지는 것처럼, 대체로 북한은 국가의 주권이 없는 중국

의 예속국으로 여겨지고 있고, 미친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

습니다. 미국 관리, 심지어 기자들이 북한을 폭격하는 것에 관하여 거리낌없이 이

야기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의 반공주의에 의해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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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종주의에 의해 왜곡된 이러한 견해들은 비무장지대 양쪽의 한국 역사와 본

래의 모습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보기에 이러한 견해들은 가장 심각한 

평화의 장벽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견해들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반영되

어 있으며, 나아가 불행하게도 미국의 진보운동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책을 보면, 오바마 정부는 베트남 전쟁 이후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

의 군사적 증강을 단행했습니다. 이 정책은 공공연하게 중국과 북한을 봉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와 권력을 확장시

키는 방법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미군기지는 미군이 그들의 영향권을 이라크와 아

프가니스탄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항공모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들 

군사기지들은 한미 양국 군대의 통합 지휘권을 얻으려는 한국의 노력을 미 국방

부가 왜 지속적으로 무산시키고 견제하려 하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최근 <가디

언>지에 공개되었다시피, 워싱턴의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미국 국가안보국의 

감시가 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멸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와 장기적인 안

정을 위하여 노력한 것과 같이, 현재의 한미 양국 군대의 통합지휘구조에 대한 반

대를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군이 어떤 규모에서 얼마나 한국에 주둔할 것인

가는 한국민에 달려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불평등한 군사적 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은 평화협정을 위한 조건들을 구축하기 위한 의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평

화협정은 한반도의 현 전쟁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함에 있어 우리의 동지가 되어야 할 많은 

미국인들이 냉전식 사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언론들은 지속적으로 북한을 모든 긴

장을 선동하는 악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들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협박을 포함하여 미국의 정책이 최근의 위기에 기여했다는 점을 거의 인

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진보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한미FTA에 반대하여 싸워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한미FTA는 자본이 좀 더 쉽게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게 하며, 그래

서 노동자, 노동조합, 농민,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훼손시킬 것입니다. 많은 미국의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이러한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미국

에서 한미FTA에 대한 투쟁을 주도하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투

쟁의 선두에 있었지만, 이들은 개성공단이라는 한 가지 이슈에만 집착하고 있었습

니다. 시민단체의 전단이나 캠페인을 보면, 이들 미국의 단체들은 개성공단이 북

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해주는 노예노동수용소라고 그릇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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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런 주장의 연장선에서 의회가 한미FTA를 반대할 것을 요

구했습니다. 이러한 거만하고 단순한 관점은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미국의 

공화당 극단주의자보다 더 심한 우경화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태

도는 북한과 경제적 유대를 형성하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한국의 절대적인 주

권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정부와 미국의 대중들이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평

화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납득시키길 원한다면,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의 역사적 

역할을 미국의 좌우익이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는 화해로 나가는 평화로운 한국이 미국과 동아시아 모두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

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군비를 시민들에게 도

움이 되는 곳에 전환시킬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친구들이 최근 서울에서 그 규모를 확대한 미국의 언론사를 찾아

갈 것을 권장합니다. 미국의 언론인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한국의 현실을 알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틀렸을 때는 그것을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미국으로 가서 평화

운동세력과 노동운동세력에게 한국은 강남스타일이나 개성공단, 현대차 그 이상으

로 과거에 통일국가로서 오랜 역사를 가졌던 주권국가라는 것을 설명해주어야 합

니다. 그들에게 냉전이데올로기는 과거의 소산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

는 60년간 지속된 전쟁과 분단을 끝내고 한국에서, 또 한국을 넘어 평화적인 경제

적 협력 지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환영합니다.(2013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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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관계

와타나베 겐쥬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중국의 진출과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회귀전략, 아베정권의 부활, 그리고 조선

반도의 긴장지속 등으로 동아시아 정세는 극히 유동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

아래는 주최자 측이 요청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1. 미일관계, 중미관계, 중일관계 분석

【미국의 동향】

첫째로, 오바마 정권의 ‘신 국방전략’(2012년 1월)에서는 국방비의 대폭축소라

는 제약 하에서 아래 10개 항목의 안전보장 상의 목적을 내세웠다.

① ‘대테러작전, 비정규전’ ② ‘미국에 대한 공격의 억지·타파’ ③ ‘(중국에 의

한) 접근거부·지역거부 환경 하에서의 전력전개’ ④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대응’

⑤ ‘사이버공간과 우주공간에서의 효과적인 작전’ ⑥ ‘안전 및 효과적인 핵 억지

의 유지’ ⑦ ‘국토방위와 국내의 민간부문의 지원(재해 시 파견)’ ⑧ ‘안전한 군사

주둔의 제공’ ⑨ ‘안정화 작전, 반란진압작전의 수행’ ⑩ ‘인도적 지원, 재난 구조

와 기타 작전’

이 목적에 따라 ‘2 정면작전 대치’에서 ‘1 정면과 억지’(1 플러스), ‘아시아 태

평양에서의 주둔과 임무를 중시하는’ 전력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태평양에서 항공모함 6척 체제의 유지, 연안해역전투함(LCS)의 

배치확대를 진행하고 호주에 배치한 해병대 증강(250명부터 시작하여 2500명의 

순환 부대), 또한 싱가포르에 연안전투함, 인도네시아에 F16 전투기 24기 무상공

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의 ‘4개년 국방 재검토(QDR)’에서는 ‘통합 공·해전’ 구상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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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호응하듯 2010년 12월, 일본정부는 ‘방위계획대강’의 개정으로 ‘남서방위’,

‘도서방위’를 내세웠다.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미군재편의 진정한 의도는 요코스카,

사세보, 이와쿠니를 잇는 항모 삼각체제이며 제주도의 한국해군기지건설도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들의 주요 목적이 눈에 띄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포위하려는 의도가 있다

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중국의 동향】

　

둘째로, 중국은 이미 GDP로 일본을 넘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강고한 국방력과 강대한 군대 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그 속

에서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의 ‘3전’을 채용하고 군사투쟁을 외교, 경제, 문화, 법

률 등의 분야의 투쟁과 밀접하게 결합시킨다.’라고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그간 해군력 증강 움직임은 96년 타이완 총통선거에서 타이완 독

립추진파로 알려진 리덩후이(Lee Teng-hui)가 유리해지자 타이완해협에서 미사일

연습을 실시하였으나 미군 항모 2척의 출동으로 인해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큰 영향을 받았다.

또한 에너지 확보를 위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관여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그 해상교통 확보에도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해양 전략은 제1열도선(일본의 규슈-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보르네오

섬으로 이르는 라인)을 내해화하여 미군의 접근 거부를 목적으로 하며 제2열도선

(일본의 오가사와라제도에서 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로 이르는 라인)을 ‘타이완 유

사시’시에 미군의 증원을 저지하는 해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항공모함 

건조, 대함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제1열도선’이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냉전 하에서 

일본-타이완-필리핀을 이어 설정한 ‘제1층 도서 라인’과 같은 것이다.

중국 측에서 보면 이제까지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대항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이 

제해권, 제공권을 장악하고 군사적 개입도 가능한 상황에 대해 ‘접근 거부’로 대

항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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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동향】

셋째로 일본의 동향이다. 2010년 12월, 민주당정권에 의해 책정된 ‘신방위 계

획대강’은 그때까지의 ‘기반적 방위력’ 구상에서 크게 바뀌었다. 기반적 방위력을 

‘정적 억지’로 부정하고 ‘동적 방위력’으로, 그리고 중국을 의식한 ‘남서 방위’, ‘도

서 방위’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최서단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에 연안

감시부대를 배치, 잠수함을 16척에서 22척 체제로, 나하의 전투기부대도 1대에서 

2대로 증강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신 국방전략인 ‘아시아 태평양 중시’와 일치되는 것이며 게다가 

미국에 의한 ‘동맹국’의 역할 분담 증가와 ‘동맹국’끼리의 연계강화 요구를 받아 

호주와의 방위교류에서는 2 + 2의 개최, 호일ＡＣＳＡ 체결(2010년 5월),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ＧＳＯＭＩＡ, 2012년 5월) 등과 같이 확대해 왔다. 또한 한국과의 

방위교류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어 왔다.

2010년 1월 부산에서 수색·조난공동훈련(2년에 한 번 개최)

2010년 6월 PSI 해상저지훈련(한국 주최로 자위대 참가)

2010년 6월 한미일 공동훈련

(조선반도 앞바다, 한미연습에 해상자위대 호위함 3척 참가)

2012년 7월 PSI 항공저지훈련(일본 주최로 한국군 참가)

2012년 8월 림팩 훈련에서 한미일공동훈련

2012년에는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자위대-한국군 간의 물품역

무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의 움직임도 있었으나 한국 여론의 강고한 반대로 연

기되었다.

작년 말 총선거에서 아베 자민당정권이 부활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그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의 재검

토나 ‘일본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등을 공언, 집단적 자위권행사의 용

인, 헌법개악에까지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고 있다. 오키나와 사람들의 강고한 반

대를 무시하고 후텐마기지에 대한 오스프레이(V-22) 배치를 강행하며 헤노코에 대

한 신기지 건설을 철저히 고집하고 있다. 또한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신자유주

의 정책을 추진하고 미국주도의 TPP 참가를 강행하고 있으며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수습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자본 뜻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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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이나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베정권이다.

【미중 신냉전인가？】

　

이러한 미중의 군사적 동향을 살피다보면 기존의 강대국 미국의 패권에 대해 

새롭게 진출하는 중국이 그것을 물어 찢으려 하고 미국은 중국포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새로운 냉전’의 도래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의 세계화는 좋든 나쁘든 상

호의존성의 비약적 강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것은 미중 간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일

이나 한중, 그리고 중국과 EU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일찍이 열강들이 

세계를 지리적으로, 영토적으로 분할지배하고 재분할전을 실시하고 있었던 제국주

의 전쟁시대나 동서 냉전시대와는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필자는 이전부터 이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 중국정책은 ‘대항과 잡아

먹기’의 전략이라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중미 간에 있어서는 6월 8일부터 2일간에 걸쳐서 시진핑, 오바마의 수

뇌회담이 진행되었고 정기적인 중미전략경제대화의 개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군대의 정상끼리의 협의도 실시되었다.

오히려 과거의 침략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정당화하는 역사수정주의

를 공연히 내세우고 댜오위다오(센가쿠열도) 문제나 독도(다케시마)문제 등의 영

유권주장을 강력하게 되풀이하고 네셔널리즘을 선동하며, 중일 간에서는 군사적 

충돌마저 우려되는 사태를 일으키면서 ‘중미냉전’을 원망하고 거기서 ‘어부지리’를 

얻어 헌법개악,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일본정부, 아베정

권이야말로 진짜 냉전세력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일수뇌회담은 물론 한일수뇌회담마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빠졌고 중미, 한중수뇌회담을 보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덧붙이면 미국정부는 댜오위다오(센가쿠열도)를 ‘일본의 시정 하에 있으며 미

일안보조약은 일본의 시정 하에 있는 영역에 적용된다’고 하는 반면, ‘영유권문제

는 중립적인 입장이며 당사자 간의 평화적 해결에 기대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되

풀이하고 있다. 여기서 들여다보이는 것은 중일의 군사충돌이나 그것에 미국이 말

려드는 것은 곤란하지만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을 제외하고 중일관계가 진전

되는 것도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이 일은 ‘동맹국’끼리의 한일의 독도(다케시마)를 



- 325 -

둘러싼 문제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참고로 필자는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1895년에 청일전쟁의 승리의 형세 하에

서 이것을 틈타 일본이 편입한 것, 마찬가지로 독도에 대해서는 1905년 러일전쟁

을 배경으로 조선반도로의 일본군 진주와 수개월 후에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

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는 ‘을사조약(제2차 한일조약)’의 강제로 이르는 과정

에서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것이고 양섬 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정당성이 없다

는 입장이다.

2.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올해 7월27일로 조선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만 60년을 맞이한다.

바꾸어 말하면 조선반도는 이 60년이 넘는 동안 ‘사격 중지’에 지나지 않은 정

전=준전시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 일본인은 만 60세가 되면 ‘환갑’이라 하여 

축하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과 같은 세월 정전상태로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인 것이다.

그간 조선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UN안보리에 의한 제재추가결의가 나와 이

에 반발하는 조선의 3번째 지하핵시험 등 전례없는 긴장상태가 조성되었다.

한미는 ‘5027 작전계획’ 등에 기초하여 평양 제압까지 상정하고 매년 되풀이되

는 한미합동군사연습 ‘독수리 훈련’, ‘키 리졸브’를 강행하고 게다가 올해는 B-52

전략폭격기나 스텔스전략폭격기 B-2가 투입되어 모의핵폭탄 투하연습까지 실시하

였다. 이것이야말로 반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군사도발 바로 그 자체이다.

애초에 조선정전협정에는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쌍방은 고급정치회의를 열어 

외국군대의 철수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협의한다.’는 것이 결정되어 있었

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년 12월, 일방적으로 협의의 자리에서 퇴장하고, 10월

에 이승만 정권과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방패막이로 해서 계속 눌러앉았다.

그것은 미 육해공군을 ‘무기한으로 한국에 주둔할 것을 허용’하고 ‘한국의 군

사력을 UN군사령부의 작전 통제 하에 놓는다’(54년 한미공동성명)는 것이었다. 그

리고 미군은 50년대부터 방대한 전술핵무기를 한국으로 들여와 ‘팀 스피리트’ 등 

대규모 군사연습을 반복하여 군사적 긴장을 끊임없이 고조시켜 왔다. 게다가 6자

회담이 개최되고 9.19 ‘6개국 공동성명’(2005년)이 나온 후에도 한미군사연습이 반



- 326 -

복되어 왔다.

사실은 주한미군이 유일한 외국군대로 이 땅에 눌러앉아 정전상태 그대로 방

치되고 있다는 것이 조선반도 전쟁위기의 근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전쟁의 종결과 평화협정 체결,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동북아 평화

에 있어서 최우선의 과제이며 이것은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미의 의무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의 지시 아래 일본의 재군비도 조선전쟁을 배경으로 진행되어 그 후

에도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이용하여 자위대의 증강이 도모되어 왔다. 조일 간에 

아직껏 국교조차 없는 상태는 일본의 전후처리가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것의 상

징이기도 하다.

아베정권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 헌법개악을 저지하고 미일안보체제

와 재일 미군기지를 없애는 투쟁과 그 중요한 구실이 되어 온 조선전쟁의 종결,

항구적 평화체제의 실현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

3. 동북아 국제공동행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 

　

이 점에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하에 있는 한미일 민중들의 연대와 공동 투

쟁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는 한국·조선, 중국, 동남아 여러 나라, 네덜

란드 등의 피해국은 물론 미국이나 유럽 각국에서도 연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반전평화의 과제에서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미군기지반대 투쟁과 한국의 반기지운

동 등의 연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미약한 상황에 있다. 그중에서도 조

선반도의 전쟁 종결과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과제는 더욱 그러하지 않

을까.

　

이 점에서는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이행을 위한 한미일의 평화운동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9.19 ‘6개국 공동성명’은 ‘조선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의 목표와 함께 

조미, 조일 정상화나 조선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대해 협의하는 것도 명문화되

어 있지만 후자의 조선의 체제보장이 확인되지 않은 한 몇 번이나 좌절된다.

조선 측에서 보면 ‘조선반도의 검증이 가능한 비핵화’만으로는 핵무기 보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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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하는 한일한테서 자국의 비핵화만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불평등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불신을 끊어버리고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

서는 한일 측부터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날 것을 전제로 한 동북아 전체의 비

핵무기지대를 제언하고 조선이 안심하고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해도 된다는 환경

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들도 한미일 시민 측에서 공동 제언하거나 공동으로 국제여론의 압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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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제공동행동의 필요성과 과제

민병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논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

를 드립니다. 오늘 오신 선생님들의 귀중한 말씀과 연대의 실천이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 평화를 구축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동북아시아 평화와 연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아시아 정

당들과의 평화를 위한 통합진보당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

막으로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제공동행동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

니다.

1. 동북아 평화와 연대의 필요성

19세기 동북아시아는 서구 열강의 침략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경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의 기쁨도 채 누리기전에  분단과 전쟁이라는 또 다른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냉전체제를 형성하는 기본 배경이 되었

습니다. 또한 한국전쟁은 남과 북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중국, 소련, 일본 등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실상 동북아시아 전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동북아시아는 한국-미국-일본 : 북한-중국-소련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동맹체

계가 충돌하고 경쟁하는 체제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탈냉전이 된지 20년이 넘게 흐르고 있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여전히 냉전체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남과 북은 여전히 분단 체제에서 자유롭

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한반도는 국제적으로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결이 펼



- 330 -

쳐지고 있으며, 올해 3월과 4월의 군사적 긴장은 그 대결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었

습니다.

동북아시아 역시 최근 다양한 영토문제, 역사문제로 인해 냉전적 대결 상황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여러 나라들과 영토분쟁과 역사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해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가쿠열도)'

3개 섬을 국유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중일 간의 영토분쟁은 냉전시대를 방

불케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도 북방 4개섬을 놓고 치열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도 문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동북아시아 역사 문제 또한 동북아시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지금도 자신들의 과거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전범들의 위

폐가 놓여있는 야스쿠니신사를 해마다 참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바람직하지 못한 움직임에는 미국 정부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

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일본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미일 동맹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미일 동맹을 위해서는 일본의 냉전보수세력이 미국에게 필요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미일 동맹에 만족하지 않고 미국-일본-호주를 잇는 태

평양동맹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맹은 전쟁을 전제로 합니다. 한반도에서 한미 동맹이 한반도 전쟁위기를 끊

임없이 반복하게 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

는 태평양동맹네트워크는 동북아시아의 냉전 질서를 유지케 하는 역할을 할 것입

니다.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북아 

각국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동북아 평화를 이룩하기 힘듭니다. 동북아 각국의 민중

들이 단결하고 연대하여 동북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공동행동을 벌여야 합

니다.

2. 평화를 향한 통합진보당의 아시아 정당 연대 활동

이 같은 입장에서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아시아 정당들과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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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평화를 위한 연대와 교류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을 계승한 통합

진보당의 아시아 정당들과의 연대와 교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동북아시아 평

화를 위한 국제 연대 실천이라는 당의 강령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아시아 정당들과의 연대는 남북 정당간의 교류와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정당들과의 교류라는 2가지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통합진보당은 북측의 조선사회민주당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였습

니다. 2004년 북측 조선사회민주당과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한 이후 2005년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우리 당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양당 대표단의 공식 회담

이 성사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2차 당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공식회담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2009년까지 실무접촉이 진행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남북관계가 전면 차단되어 남북 정당 교류마저 중단되어 있습

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정당들과의 연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정당들과는 정기적으로 신사회당과 상호 방문 등 교류가 진행되고 있으

며,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실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이정희 대표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일본 사회민주당과도 

연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진보정당 간 동반자 관계를 확인하고 공동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국공산당과는 2004년 민주노동당과 친선교류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동

안 본격적인 교류가 없었다가 올해부터 양당이 친선교류관계를 재확인하고 양당 

간 교류문제를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와 같은 정당 교류가 발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통일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3. 제언

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아시아 각국들과의 연대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북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각축장이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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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중-일, 러-일 간의 영토분쟁 등으로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문제는 곧 세계 평화문제이며, 아시아의 평화는 전 세계 평화를 

향한 질서 재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동북아시아 연대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

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폭격으로 시작된 태평양전쟁을 재조명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실천을 제안 드립니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던 당시 일본 지

배세력들의 논리와 일본 사회를 보수화하여 신군국주의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현재의 지배세력들의 논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을 폭격했던 날을 즈음하여 동북아시아 국제학

술회의나 태평양전쟁을 반성하지 않고 군국주의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 정부를 규

탄함과 동시에 동북아시아 평화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 실현을 중심으로 하여 전

후 질서를 구축했던 미국을 규탄하는 국제연대집회 등을 제안합니다.

둘째, 아시아 각국에 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미국군대 없는 

아시아를 위한 다양한 실천을 제안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이 아시아 중심 전

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국제연대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

합니다.

셋째, 이를 위해 아시아의 평화단체와 정당들이 참가하는 ‘가칭)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동북아시아 정당들과 단체들의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공동의 행동을 준비하는 활동들이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정전협정체결 60년이 되는 올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주요 정치적 과제로 설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은 곧 동북아시아의 평화문제로 확대 될 것이며 동북아시아 국가들

의 폭넓은 국제연대로 동북아시아의 평화문제를 현실화 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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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행동 모색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한국전쟁은 1953년 7월27일 유엔군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슨 미 육군중장과 조

선인민군 수석대표 남일 대장이 정전협정서에 서명하면서 종결됐습니다. 정전협정

으로 한국전쟁은 3년1개월 만에 끝이 났지만 ‘분단체제’는 지금까지 60년간 지속

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이 났지만, 남북은 비무장지대(DMZ)를 사이에 두고 대

치 중인 것입니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전협정 논의는 1951년 7월10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정

전협정 논의를 세계 역사상 가장 길게 진행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결론은 전쟁을 

종결하는 평화협정이 아니라 전쟁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정전협정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적대행위와 일체의 무장행동 중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 설정’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3개월 내의 정치회의 소집’ 등이었습니다. 그리

고 이에 따라 1954년 제네바에서 정치회의가 87일 동안 열렸지만 성과는 없었습

니다. 이에 앞서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외국군의 철수 와 각

종 무기의 한반도 반입을 금지한 정전협정을 위반했습니다. 나아가 57년 6월 주한

미군이 핵무장에 나선 이후, 한국과 미국은 끊임없이 정전협정을 무력화시켜왔습

니다.

2013년. 한국전쟁 이후 최대 전쟁 위기

정전체제 60년, 북미대결 20년의 역사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적대정책 

특히 적대적 군사정책 추진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은 

해마다 수차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북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강화시켜왔습니다. 특히 올해 3월 한반도 최대 전쟁위기를 부른 키리졸브 훈련 기

간 동안 한반도 상공에는 미국의 핵전략폭격기 B-2, 스텔스 전략핵폭격기, B-52

전략핵폭격기, F-22 스텔스전투기가 동원되는 60일간의 전쟁 훈련을 진행했고, 여

기에 미국의 핵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을 동원하며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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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사실 팀스피리트 훈련, RSOI 훈련,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키리

졸브 훈련,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 등 이름을 바꿔가면서 작게는 5만에서 많게는 

20만 명이 넘는 병력이 참여하여 북 공격 훈련을 수십년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

다. 여기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 체제의 붕괴’, ‘북한 지도자 암살 작전’, ‘북 주요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포함한 작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바로 작계 5027(전

면전), 작계 5029(급변사태), 작계 5026(정밀폭격), 작계 5030(대북심리전) 등이 이

것입니다. 이렇듯 호혜평등, 전쟁반대, 평화실현,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라는 상식은 한반도에서는 자리할 곳이 없어 보입니다.

전쟁위기와 무기 도입 그리고 민생 복지

모든 일은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흑백논리

라고 평가절하될 수 있으나 이렇게 볼 때만이 복잡한 사안도 간명하고 명쾌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전체제 60년 동안 한반도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군사비는 2013년 약 35조원입니다. 전체예산에서 약 15%를 차지하는 

액수입니다.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방비는 2012

년 308억달러로 세계 12위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규모는 세계 평

균에 비해 높은 2.7%로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물론 여기엔 징병제로 60만 대군

의 중 현역병의 임금1)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금이 포함된다면 국방비 수

준은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국방비 중 외국산 무기 도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약적으

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을 예로 들면 한국 정부는 무려 14조 원에 

달하는 외국산 무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공군 차기전투기(약 8조2000

억 원), 공군 KF-16 전투기 성능개량(1조8052억 원), 육군 대형 헬기(약 1조8384억 

원), 해군 해상작전헬기(약 5538억 원), 공군 고고도 무인정찰기(약 5000억 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2011년 국방예산(31조4000억 원)의 3분의 1을 넘

을 뿐 아니라, 미국 2011회계연도 무기 수출액 461억 달러(약 50조 원)의 30%에 

1) 2012년 기준 한국군 병력 65만 명 가운데 병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45만 명)에 달한다. 한편, 2012

년 국방부의 인건비 예산 9조 2,677억원 가운데 병 인건비는 5,302억 원으로 전체의 5.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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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수치입니다.

조금만 더 분석해 보면 전쟁위기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

확히 밝혀집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펴낸 ‘2011 국제무기거래 경

향’에 따르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가 2007~2011년 세계 재래식 무기 거래량의 

44%를 차지했으며, 특히 한국이 세계 무기 수입 거래의 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2003~2007년 세계 5위 무기 수입국이던 한국이 2007~2011년에는 2위로 껑충 

뛰어올랐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무기도입2)이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한국 수입 무기 74%가 미국산

이 통계를 유심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계 무기 

수출시장의 30%를 차지하는 미국은 자국의 무기 수출량 가운데 43%를 한국에 수

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수입 무기의 74%를 미국에서 들여옵니다. 2010

년 한국 정부는 무기 도입에 사용한 예산 1조2373억 원 가운데 9822억 원을 미국

에 지급했고, 또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65억3000만 달러어치의 미국 무기를 수

입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세계 4위 규모입니다.

이 수치는 각종 정비 지원과 후속 부품 지원 등을 제외하고 장비 도입액만 계

산한 것으로, 실제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를 들어 F-15 전

투기를 한국 공군에 공급한 보잉사는 수리비 등으로 2002~2008년까지 10조 원에 

이르는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밖에 통합정밀직격탄과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도입 계약을 통해 수천억 원대의 영업실적을 기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왜 미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정전체제 60년간 대북적대

정책을 지속하며 긴장을 강화해 왔는지 그리고 전쟁위기로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얼마나 많은 이득이 돌아가는지 명확해 지는 것입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의 이름, 민중

그럼,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한국의 국민입니다. 복지에 투여되어야 할 

2)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당시 이명박 정부는 1여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1년 3월 8일 발표한 

국방개혁안을 만드는데 이것이 국방개혁 307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구축, 차

세대 전투기 60대 도입 및 글로벌호크 조기 확보 등 미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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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국방비로 끊임없이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OECD 30개 회원국 

중 한국의 사회복지지출비중은  9.4%로 평균치인 2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

는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민중의 피해는 이 뿐이 아닙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엄청난 피해가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1994년 클린턴 정부가 시행

한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되면 24시간 안에 군인 20

만 명을 포함한 150만 명의 사상자 발생하고, 전쟁개시 1주일 안에 군인 100만 

명, 민간인 50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전쟁에 의해 죽어가는 것입니다.

2003년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거짓말로 시작한 이라크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수십만 명의 이라크 인과 수만 명의 미군은 노동자, 농민, 빈민들과 그의 자식들

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의 승자는 미국이고 패자는 이라크’가 아닌 ‘전쟁의 

승리는 미국의 위정자와 군산복합체이고 패자는 양국의 민중’이라는 것입니다.

LG 경제연구원의 1998년 ‘한반도 평화체제의 경제적 실익 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국방비를 25% 감축하고 군병력

을 50% 줄일 경우 우리나라의 GNP는 매년 평균 1% 이상(중장기적으로는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어디까지나 

군사비 삭감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만 분석한 것입니다. 군비감축에 따른 소비증가

와 수출증대, 고용증대, 중장기적 투자증가, 국가위험도의 감소에 따른 국가신인도

의 향상 등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보다 수십배에 이를 것입니다.

평화는 곧 경제이고 경제는 복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칭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민중포럼’ 구성 제안

G2로 성장하는 중국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중시정책(Pivot to

Asia) 이후 미군은 해군력의 60%를 아시아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며, 여기에 맞물

린 최근 한반도 전쟁위기로 한미일의 동맹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일본의 아베정

권은 군국주의를 더욱 공고화하는 한편, 북은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중국은 국방

비 대폭증액, 러시아의 사상최대 군사훈련 등으로 한반도 주변은 군사적 충돌 가

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 337 -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의 핵심고리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민사

회진영의 공동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중포럼’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민중포럼’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대와 행동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민중포럼 구성을 위한 원칙 몇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 동북아 평화 행동 관련 각국의 준비 정도가 상이하고 처지와 조건이 다른 

만큼 각국의 준비정도에 맞게 연대 활동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일정한 시점에 어

느 나라에선 대규모 집회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도시에선 1인 시위를 할 수도 있

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중포럼의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으로 온라인을 활용하자는 것입니

다. 홈페이지도 될 수 있고 블러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이 민중포

럼 참가자 모두 자유로운 제안과 토론, 그리고 그 결과로서 공동행동을 결의했으

면 합니다.

세 번째는 민중포럼의 주최가 되어 매년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심포

지엄을 개최하였으면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동북아 평화를 실현하기 위

해 우리 함께 달려 나갑시다. 오늘 이 자리가 국제연대의 소중한 밀알이 될 것이

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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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에서 협력으로 

: 3 Point-Vision to Give Peace a Chance in East Asia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1.

존 레논, Give Peace A Chance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평화에 기회를 준 적이 있나?

평화의 비전, 시민의 비전  

-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시도되었지만 실패해온 억제위주의 군사주의적 접근

- 안보라는 이름으로 맹목적으로 강요되어온 정책수단들

-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자.

- 공포와 불신 대신 이해와 협력의 비전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2.

2013년, 정전 60주년을 맞는 분단 한반도는 최악의 군사적 긴장 상황

-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 악화, 2012년 12월 위성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

- 새 정부 이후에도 대화 단절, 개성공단마저 중단

4년째 중단된 6자 회담 

- 북한의 핵무장과 한미일의 핵우산과 MD의 악순환

- 각 국에서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안보전략의 강화 

오래된 불신과 갈수록 확대되는 남북 격차가 문제해결을 제약하는 요인

- 경제적 격차, 군사적 격차, 민주주의의 격차

- 북한 통치자들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반면, 한미 양국의 정책입안자들로 하여

금 보다 고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

- 적대와 불신의 악순환: 불량국가라는 불신 vs. 흡수통일 혹은 레짐 체인지에 

대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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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재난에도 불구하고 핵 의존도 커져가는 동북아시아

- 바다 건너 핵무기, 내 이웃에 핵발전소 

- 역내 국가들의 핵발전/핵재처리 계획은 유지되거나 도리어 강화

동아시아의 새로운 세기?

- 이 지역의 경제적 활력과 잠재력이 협력 대신 갈등을 부르는 역설

- 자원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갈등

- 오래된 영토갈등과 역사논쟁의 재부상

- 배제와 억제의 논리, 과장된 공포에 기반한 경쟁적인 군사화, 민주주의 후

퇴

지역갈등구조의 일부로서 한반도 분단대결구조

- 한반도 상황은 미국의 Pivot to Asia의 핵심축인 한미일군사동맹을 가시화하

는 구실

- 중국의 군비확장과 더불어 동아시아 전체 군사화를 촉발

3.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시민의 세가지 vision

- 한반도 전쟁을 끝내자

- 핵 없는 동북아

- 태평양을 태평하게  

제안 1. 한국 전쟁을 끝내자!

- 남한과 미국의 선도적 평화적 포용적 조치가 필수 

- 핵갈등 해소, 평화체제 형성, 교류협력 증진의 결합

- 흡수통일론, 컨틴젼시 플랜의 폐지, 군사훈련 중지

- 합의의 존중, 대화의 복원, 포괄적 대화 

- 민간의 역할 강화,

- NLL 갈등의 평화적 해결(작은 평화협정)

- Global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and Sign a Peace Treaty!(22

July - 28 Jul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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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2. 핵 없는 동북아 

- 북한의 핵무장과 경제 병진 노선 수용불가 

- 20년간의 학습: 북한 핵무장과 제재의 악순환은 상호불신의 결과

- 접근법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북한의 핵무기고 증가, 확산우려 증가 

- 북한의 핵포기와 한일이 의존하는 핵우산 포기의 교환

- 6자회담과 합의된 별도 포럼들-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활용  

- 국제 핵군축 논의와의 결합: e.g.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5 point-plan

- 핵 억제력에 의존하는 정책에 대한 일관된 문제제기.

- 후쿠시마의 교훈 확산: 반핵무기 운동과 탈핵운동의 결합

제안 3. 태평양을 태평하게 

-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의미 

- 3개의 소삼각축과 1개의 대삼각축

- 한미일동맹, 미일호주동맹, 미일인도동맹 --> 미일 중심으로 한호주인도의 큰 

삼각축 

- 협력과 번영 vs. 냉전시대보다 더한 군사주의와 국수주의

- 동아시아의 섬을 평화의 섬으로: 제주, 오키나와, 대만 주민의 평화적 권리  

- △평화적 해결 노력, △무장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긴장고조의 예방, △지역

의 협력적 노력을 통한 긴장완화, △시민사회의 이해와 교류 (GPPAC NEA

2012)

그리고, 평화국가만들기와 안보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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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대결과 억지에서 평화와 협력으로

 :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세 가지 시민행동 제안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처: 제3회 아태지역 평화군축을 위한 국제워크숍 : 동아시아 해양의 군사화와 

평화만들기

-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2012년 11월 27일(화) 1:30~5:3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B1)

들어가며 

존 레논의 노래 중에 Imagine이라는 유명한 노래 외에 Give Peace A Chance

라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가 적용되어야 할 가장 절박한 시공간 속에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놓여 있다.

내년(2013년)으로 정전 60주년을 맞는 분단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군사적 긴장

은 최근 수년간 극도로 악화되어 왔다. 2010년 말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은 

그 정점이었다.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의 길을 찾기보다 갈등과 분쟁의 길로 가고 

있다. 갈수록 확대되는 남북 격차는 문제해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

한 통치자들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반면, 한미 양국의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보다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일 지역군사동맹을 가시

화하는 구실로 작용함으로써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화를 촉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2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 재난은 전세계에서 핵발전소가 

가장 집중적으로 몰려있고 핵무기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한 이 지역이 지닌 잠재

적 위험을 새롭게 환기시켰다. 하지만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핵무기 없

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상식적인 시민들의 노력에 비해 핵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조치들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6자회담은 4년째 중단된 상

태이고, 북한의 핵무장을 포함하여 핵억지력에 대한 역내 각국의 의존도는 도리어 

심화되었다. 최악의 핵 재난인 후쿠시마 사건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을 확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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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재처리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들은 역시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

다.

최근 동아시아는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도 유지되는 경제적인 활력과 잠재력으

로 인해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자원과 공간을 독점하기 위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래된 영토갈등과 역사논쟁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서로를 배제하는 

억제의 논리는 결국 한반도와 동아시아 주민들의 안전하고 조화로운 삶을 위협하

는 역설을 낳고 있다. 과장된 공포에 기반한 경쟁적인 군사화,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가 야기하는 역설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함께 번영하는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채택되어 왔지만 문제해결에 실패

해온 군사적 억지전략들에 의존해서는 가능할 것 같지 않다. 평화와 협력에 기회

를 주어보면 어떨까? 이제는 보다 담대하게 실패한 전제와 처방에 도전해야 하지 

않을까? 이하에서는 한국 평화운동의 입장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평화를 보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의 새로운 세기를 보다 평화롭게 하는데 기여하는 일이라

고 여겨지는 세 가지 행동의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1. 2013년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는 한반도 주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주민 전

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동북아 전체의 군사갈

등과 대결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2010년 일어난 의문의 천안함 침몰사

건과 연평도에서의 남북 교전 이래 심화된 남북의 군사적 갈등은 동(북)아시아 전

체의 군사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냉전해체 이후 한반도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은 점점 더 심화되어 왔다. 국제적

인 고립이 심화되며 체제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대응

책으로 들고 나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남한 정부는 힘의 우위를 앞세워 북한을 굴복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강제하

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이래 남북이 합의한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거부

하고, 북한의 붕괴가능성에 주목한 대북 압박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5.24조치를 발표하여 개성에서의 제한된 교역을 제외한 모든 남북 민간경제

협력을 봉쇄하고, NLL인근의 도서지역을 요새화하며, 한미연합군의 대북 무력시

위를 강화하는 등 매우 강경한 포괄적인 대북봉쇄정책을 취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불안정성 혹은 붕괴 가능성 같은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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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당국의 주장을 외면하거나, 심지어 북한 당국과의 기존합의마저도 부인하는 태

도를 지속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제안 2에서 이동)대북 압박 봉쇄정책과 

무력시위는 도리어 북한의 군사주의에 변명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한반도를 더 불

안하게 만들었다. 남북 사이의 적대감과 군사적 갈등은 커지고 남북간의 사회적 

경제적 협력의 기회만 사라졌다.

지금 남한에서는 대결적 태도와 우월감을 가지고 북을 봉쇄하고 압박해서 지

난 5년간 이룬 것이 무엇인지 재검토 해봐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

고 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증진 등의 현안

과 더불어 오는 12월 대선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서울에서 각계각층인사 490명이 "2012년의 선택, 평화! - 정전 

59주년에 즈음한 7.27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

는사람들 등 한국의 평화단체들이 조직한 것이다. 이 선언에서 참가자들은 "이제 

정치군사적인 적대행위와 군비 경쟁을 평화적 협력으로 대체하고,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소모되는 사회적 에너지와 비용을 경제회생과 경제민주화, 그리고 사회

적 안전망 확보에 돌려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이제 6.15선언 이후 지난 10년간 제대로 실험해보지 못하고 유야무

야되고 말았던 한반도 평화협력 작업에 진지하게 제대로 투자하자. △2013년 정전 

60주년이 되는 내년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전환의 해,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만들자.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5.24대북 봉쇄조치를 철회하고 6.15선언과 10.4선

언에서 합의한 신뢰구축 방안과 교류협력 계획을 복원하자. △서로를 군사적으로 

자극하는 행위를 줄이는데 남한이 보다 성숙하고 능동적인 자세를 보이자. 특히 

공격적인 한미군사훈련이나 무력시위를 자제하자"고 제안했다.

2013년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캠페인은 한국의 평화단체들과 일부 정치인들

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 2013년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세계 평화운동이 함께 연대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제안 2. 북핵 폐기를 넘어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로 

한반도 핵 위기는 동북아시아의 핵 위기이다.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은 지난 2009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이

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은 애초 핵을 폐기할 생각이 없었고, 향

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하지만,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

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건 아니건 간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을 테

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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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에서 6자가 이미 합의한 행동계획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실천의지를 발휘하는 것에 새로운 접근의 단초가 있을 수 있다.

우선, 6자회담 재개와 더불어 북한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평화체제’ 의제를 

보다 성의 있게 검토하는 것에 돌파구가 있을 수 있다. 2005년 9월 19일 채택된 6

자 공동성명에 따르면, 6자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를 위한 별도의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했고, 특히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

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논의에 보다 적극

적으로 나서는 대신 핵억지력과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시키는데 

몰두하고 있다. 한미양국은 최근 수년간 '확장억제위원회'를 설치하여 북한 핵 및 

미사일 방어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증진하는 등 기존의 핵우산 정책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북한 점령을 가정한 군사계획을 구체화하

는 등 공격적인 대북군사정책을 공공연히 발전시켜오고 있다.

재래식 전력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지닌 미국과 한국이 핵우산도 강화하면서,

북한의 핵폐기만 주장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핵 억지에 의존하는 전략을 

폐기할 준비가 되지 않은 나라는 북한만이 아니다. 북한보다 더 우월한 군사력을 

갖춘 한미일을 포함한 주변국 모두다.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정책은 또 다른 핵위

협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이런 일방주의적 접근방식의 한계는 북한의 두 번의 핵

실험과 6자회담의 교착에서 이미 검증되었다. 북한의 군사주의를 자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북핵 폐기를 위한 협력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에서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가 그것이다. 동북아시아 비

핵지대는 남과 북 그리고 일본이 핵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미러중 등 주변국이 핵

무기를 통한 비핵국가 공격과 핵보유국간의 핵무기 선제사용을 배제할 것을 약속

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고 

동북아에서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다.

남한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정부와 시민들이 먼저 의심과 공포를 넘어 한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월한 재래식 전력을 갖춘 나라들이 그 같은 결

정을 보다 수월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불신과 공포 혹

은 북한붕괴에 대한 근거 없는 기대가 한미일 국가와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북한 

위협에 대한 과장과 과도한 군비지출, 핵억지력에 대한 의존과 이중적 핵정책을 

정당화해왔다. 이제 발상을 전환하여 다가오는 2015년의 NPT 평가회의에서 동북

아비핵지대화를 공식의제로 채택하는 것을 구체적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운동을 

본격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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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먼 곳으로부터의 핵무기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핵발전소가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고 있다. 더불어 싼 

에너지로 알려졌던 핵발전의 잠재적 비용에 대해서도 재평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후쿠시마 사건을 계기로 탈핵운동이 대중적 수준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낡은 원전들의 잇단 가동중단 사태로 인해 시민

들이 위험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다. 40년 수명을 다해 잦은 고장

을 일으키고 있는 고리원전 1호기는 제2도시인 부산의 신시가지로부터 30Km 이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점에서 지난 3월 한국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가 핵물질의 안보에 대해 

논의하면서, 핵 없는 세상, 탈핵에너지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문제는 

핵안보가 아니라 핵으로부터의 안전, 시민의 안전이다. 특히 한국, 미국, 일본, 중

국 등 의 역내 국가들은 후쿠시마 재난 이후에도 핵발전 건설 계획을 강행하거나 

핵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외부로부터의 핵무기의 공격에 대비해 핵억지력을 배가하는 것은 

핵무기의 위협을 제거하기보다는 핵무장 경쟁을 부추겨 왔다. 반면, 이웃에 위치

한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이웃에 존재하는 핵발전소의 개수

를 줄이는 일은 결과적으로 인류를 핵위협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핵군축운동

과 탈핵운동은 긴밀히 결합되어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이 결합은 더욱 중요

하다.

제안 3. 동아시아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동아시아에서는 탈냉전 이후 경제, 문화, 사회적 영역에서 교류가 빠르게 증가

했지만 이와 함께 영토갈등 등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과 안보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센카쿠(일본지명)/다이오우위(대만지명)/다이오우타이

(중국지명)의 영유권,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남

사군도(Spratly Islands)의 영유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갈

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약간 성격을 달리하지만, 한반도의 NLL을 둘러싼 갈등

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는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과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복귀’를 추진하면서 사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2012년 초에 발표된 미국의 신전략지침20203)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지

3) In Brief: Assessing DOD’'s New Strategic Guidance, CRS Report for Congress. 201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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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적 우선순위를 중동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전환할 것”과 “전체 전력은 

축소하되, 안정화 작전 임무에 비해 비대칭전력에 의해 미국의 접근과 작전의 자

유가 도전받는 지역에 전력을 투사하는 임무를 더 강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12, 6월 2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 “아·태 지역의 미 해군 전함을 현재 전체의 50%에

서 2020년까지 60%로 확대하고, 전체 항공모함 11척 중 6척을 아시아 태평양에 

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보다 앞서 2011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호주 의회 연설

에서 군비는 축소하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비는 절대로 삭감하지 않겠다고 공약

했다.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군사비 삭감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과의 군

비경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성장하는 중국과 군사

적으로 대결해야 하는 부담과 비용을 동맹국과 협력국들에게 분담하게 하면서 동

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군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역내 국가들의 협

력을 이끌어내는 핵심 논리는 “영토 및 해양 분쟁에서부터 항행자유에 대한 새로

운 위협들, 그리고 자연재해 피해복구에 이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도

전”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의 전통적 동맹

국들에서의 기지체계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동남아시아부터 인도양에 이르는 

지역에서 미군주둔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12년 전후 호주로부터 북서부 기지에 미해병대 주둔약속을 

받아낸 데 이어, 필리핀 수빅만 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에 대한 접근권을 다시 확

보했다. 말라카 해협에 자리잡은 싱가포르에도 군함을 파견했다. 미국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도 미 해군함정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이러한 작용은 중국과 이들 

동남아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미국주도의 해양군사동

맹이 동아시아 해역에서 제해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그 대상으로 지목된 중국

뿐만 아니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미국의 협력대상 국가들마저도 부

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의 구상에 가장 빠르게 호응하는 나라는 역시 한국과 일본이다.

클린턴 국무장관4) 스스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난 경제성장과 향후의 번

영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50,000명 이상의 병력을 포함한 미군이 보장해온 안

보와 안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일

한, 미일호주, 미일인도 등 세 개의 삼각군사동맹을 형성하려 하고 있고, 이 중 한

미일 삼각군사동맹의 형성은 가장 중요한 축에 해당한다.

4)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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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태평양 사령부는 최근 수년간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군수

협력과 미사일 방어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에드워드 라이스(Edward

Rice) 주일미군사령관은 2009년 7월 동경에서 열린 한미일 차관보급 회의에서 “정

보 공유가 미-일, 미-한 양자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MD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한편, 한미전략동맹 강화를 천명한 이명박 정부는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와 아덴만의 CTF(Combined Task Force) 등 미국이 이끄는 ‘국제해양협

력(Global Maritime Partnership)’에 적극 동참해 왔다. 동시에 한일간의 군사협력

을 촉진함으로써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바라는 오바마 미 행정부에 협력해왔다.

한일 군사협력은 역사적으로 많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대량살상무기 차단, 해양안보, 그리고 기타 역내 급변사태 대비라는 명

목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2년 6월 14일 열린 제2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에서 양자는 1)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방안 마련과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 강화에 합의했고, 2) 이례적으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일 3자 협력의 범위를 재난구호에서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2 회의의 결과는 신속히 나타났다. 먼저 이 회담 직후인 6월 26일 이명박 

정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하지만 협정의 최종 

비준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론과 여야정치권의 반대에 직면하여 연기되

고 말았다. 한편, 6월 21일 역사상 최초로 한미일 군사훈련이 서해상과 제주 남방

해역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미 핵항공모함도 참여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 훈

련이 수색, 구조와 같은 ‘인도적 차원’의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일 훈

련내용에는 해상차단작전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미일 연합군사훈련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상호운용성과 소통을 향

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 군사훈련을 계기로 제주도에 건설되고 있는 해군기지의 지정학적 의미가 

더욱 분명해졌다. 제주해군기지에는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전후하여 미군뿐만 

아니라 자위대 함정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

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제도화 추세로 볼 때, 제주해군기지는 형식상 한국해군기지

임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와 괌과 더불어 한미일 해상군사협력을 위한 거점이자 

한미일 공동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의 바다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동아시아의 바다는 새로운 협

력과 번영의 공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냉전 시대보다 더 군사화된 새로운 분쟁의 

공간이 될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다. 영토갈등이나 해양에서의 안전한 통항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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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동맹과 무력시위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영토주권이

나 영유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여 군사적 억지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현실적

인 해법이 아니다. 게다가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은 대개 멀지 않은 과거의 역사적 

비극들과 잇닿아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중국이나 북한이 야기하는 위협을 과장하

여 한미일 군사동맹 같은 미국 주도의 대중국 해양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도

리어 경쟁적인 군사화를 촉진함으로써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도리어 

소모적인 대결상황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어렵지만 선택가능한 해결책은 동아시아 바다의 군사화를 막고, 오래된 갈등

과 분쟁의 전선을 호혜와 협력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자면 상

호이해에 기반하여 역내의 영토/자원 분쟁과 정치경제적 갈등을 호혜적인 방법으

로 해결하기 위한 동아시아 공동안보협력체제가 필수적이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자와 시민단체, 기업 등의 다각적인 대화, 교류, 협력을 확대함

으로써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호혜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한일 군사협력과 한미일 군사훈련이 한국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무렵인 

7월 초 일본은 최근 동중국해 인근의 센카쿠(일본지명)/다이오우위(대만지명)/다

이오우타이(중국지명) 영유권을 두고 중국/대만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동중국해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2012년 7월 7-8일간 GPPAC 동북아시아 운영위원회 회의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렸다. 여기에는 베이징, 상하이, 홍콩, 타이완, 동경,

교토, 서울, 평양, 울란바토르 등으로부터 20여명이 참석했다. 7월 6일에는 블라디

보스토크 해양대학과 GPPAC이 주최하고 홋카이도 대학과 러시아 퍼그워시 위원

회가 후원한 학술토론회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토분쟁에 대한 민간대화"

가 개최되었다. 이 두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영토분쟁을 포함한 정치적 긴장상

태가 동북아시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평화적 해결 노

력, △무장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긴장고조의 예방, △지역의 협력적 노력을 통한 

긴장완화,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이해와 교류의 중요성 등의 원칙을 재확인했

다. 특히 참석자들은 민족주의나 정부의 입장을 뛰어넘어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보교류와 포지션페이퍼의 공동 작성 등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훈련, 특히 갈등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공동입

장을 확인했다.

이 점에서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는--지금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으로 인해 빛이 바랜--구상을 한국과 세계 시민사회의 평화운동이 되살린다

면, 동아시아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데 중대한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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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 국제평화선언

정전 60년을 평화협정 원년으로! 

1953년 코리아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한반도의 

전쟁은 60년 동안이나 끝나지 않고 있으며, 2013년 현재 한반도는 최악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6자회담이 중단되고 북미 회담도 

진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

안에 강력히 반발하여 ‘비핵화 회담 거부’,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였고 한미 

정부가 핵잠수함을 동원한 무력시위에 돌입하자 3차 핵시험을 단행하였습니다. 미

국은 북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반도 상공에 핵전략폭격기 B-2,

B-52, F-22를 동원해 실전폭격 훈련을 하였고, 북한 역시 선제타격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공격할 경우 미 본토를 역시 공격할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핵무력이 서로 맞서는 가운데 한반도는 정전협정이 백지화되고 모든 통신선이 

단절되는 등,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어떠한 합의도, 제도도 남지 않은 상태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무력화된 정전협정, 더 이상 평화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그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

혈을 초래한 한반도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 까지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력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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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립할 목적으로” 체결된 협정입니다. 그러나 57년 6월 군사정전위원회 제75차 

본회의에서 유엔군 측이 외부에서의 무기 증원을 금지하는 13조 D항의 폐기를 공

식 선언하고 주한미군의 핵무장에 착수한 이래, 그동안 정전협정은 끊임없이 무력

화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시’하고 ‘정전협정의 위반사건

을 협의 처리’해야 할 군사정전위원회의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협정 조항 파기와 

무력증강을 감행한 만큼 정전협정을 감시해야 할 군사정전위원회나 중립국감시위

원회 또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은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유일한 합의입니다. 북한 VS 한미 간 무력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전협

정이 백지화되고 남북불가침합의 또한 무효화된다면, 전쟁의 위험을 제어할 어떠

한 수단도 없이 사실상의 전쟁상태로 내몰리게 될 것은 명백합니다. 현재 군사분

계선 일대의 모든 통신선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쌍방의 무력시위 과정에서 단순 

사고나 우발적 충돌로 끝날 수 있는 상황조차도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날아간 한발의 총알에도 

온 민족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형국에 놓여있습니다.

한반도 긴장은 동북아 역내 군사적 패권정책의 자양분이 되어왔습니다.

지난 60여년간 한반도의 긴장은 동북아 일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패권정책

과 군사력 증강, 동북아 관련국간 군사적 대결양상을 강화하는 하나의 근거로 활

용되어 왔습니다. 냉전 이래 아시아 일대에서 중국, 러시아 등과의 수교가 전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북과의 외교관계 수립, 관계정상화에 힘을 쏟기 

보다는 이른바 ‘핵문제’를 앞세워 대북압박과 봉쇄에 열을 올려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북을 굴복시키기 다, 오히려 북미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북의 핵,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켜 왔고, 북의 위협을 빌미로 추진한 동아시아 일

대의 미사일방어망 구축과 주둔 미군 군사력 증강이 역내 군사적 갈등을 격화시

켜 왔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민중들과 전세계 반전평화세력들은 반세기 이상 지속된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하루빨리 완전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꿀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한반도 분단을 명분삼아 유지, 강화되어 온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구도를 

해체하고 평화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호소해 왔지만, 평화협정 관련 

협상은 아직도 시작되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날로 격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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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완전한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지난 1994년 미 국방부는 전쟁시뮬레이션을 통해 한반도 전쟁 발발 24시간 이

내 수도권에서만 15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주일 이내에 전국적으로 600만명

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임을 확인하고 북폭계획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쌍방이 핵

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는 오늘날, 한반도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또한 

타격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그 피해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이 명

백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일부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은 ‘북에 본때를 보여야 한다’

면서 전쟁을 선동하고 있습니다만, 수백만의 희생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선동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일대의 평화를 실현하는 길은 군사적 패권정책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평화협정 협상을 개시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입니다.

미국정부는 실패한 대북제재, 압박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대화를 외면해 온 당

사자로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군사적 무력시위인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대북 제재 대신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즉각 시작

해야 합니다.

북측 정부 또한 군사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협정 관련협상에 적극 나

서야 합니다.

한국정부의 역할이야 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한 당사자로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특사 파견을 포함하여 대화

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남북공동선언 실천으로 관

계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정전협정을 합의할 당시, 쌍방은 ‘3개월내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

담’을 소집하기로 하였지만, 6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은 시작되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는 전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으로, 세계적인 

긴장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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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동안 계속된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을 이제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평화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

다.

1. 당사국들은 북미 평화협상을 신속히 개시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완

전한 평화 실현하라!

2. 유관국들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해치는 군사훈련과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평

화협력체제 구축에 앞장서라!

3. 남북이 합의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한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