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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3세대 인권 중 하나인 평화권은 추상적 가치인 평화가 침해될 수 없는 권리

로서 보장됨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에서 평화권의 논의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

었지만, 아직 실질적인 국제인권규범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평화권은 이처럼 

아직 확립된 권리가 아니며 권리로서의 효력 역시 불명확하지만, 한국 사회운

동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낯선 권리를 말하기 시작했다. 누가, 왜 평화를 

인권이라 주장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 이 연구는 한국 사회운동의 

평화권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법률적·제도적 측면에서 치우쳐 있는 인

권 연구에서 벗어나, 인권을 아래로부터 접근하는 사회학적 시도이다.

평화권이 한국사회에서 등장했던 과정은 두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압박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의 평화권이다. 평화권을 대

항담론으로 내세웠던 이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 인권 압박의 이면에 존

재하는 폭력성을 예감했고, 그러한 압박이 또 다른 인권인 평화권을 침해한다

는 담론을 구성했다. 평화권이란 인권이 저해되는 방식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비판이었다. 이 담론은 인권 내부에 다양한 권리가 존재

함을 강조했으며, 그 속에서 평화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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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흐름은 반전평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평화권이다. 이라크 반

전운동을 시작으로 평화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형성시킨 인권운동가들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담론으로 평화권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들은 정부가 

미국과 맺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이를 위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함께 한국 국민들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평화권을 침

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담론 속에서 구성된 평화권은 폐쇄된 안보 영역

에 개입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 권리로서의 평화에는 안보 영역의 사안을 법

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평화권은 새로운 권리를 통해 새로운 저항을 만들어가려는 이들의 노력을 통

해서 한국 사회에 등장했다. 이들이 외치는 평화권 담론을 분석하면서 무엇을 

박탈당한 이들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 평화권을 말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비

록 평화권에 대한 제도적 인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며, 평화권과 관련된 

사회운동 역시 이전만큼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 역시 기존 질서 속에서 

새로운 인권이 형성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인권은 저항의 언어가 이어지

는 곳에서 만들어진다.

1. 문제제기: 새로운 인권의 등장

2000년 에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운동에서 ‘평화권’ 는 ‘평화  생존권’1)

 1) “평화권”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권리가 아니기에 용어 역시 통일되어 있지 않다. 

문으로는 “Right to Peace” 혹은 “Human Rights to Peace”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1984년 유엔에서 결의된 평화권선언에서는 “The Rights of Peoples to Peace”로 표 되기

도 했다. 국문으로는 “평화권”과 “평화  생존권”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평화  생존권

은 일본 헌법 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1960년  이후부터 일본의 사회운동과 학계에서 

범 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한국의 평화  생존권이란 표 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평화권과 평화  생존권 모두 같은 내용의 권리를 표 하는 것이고, 

문에서의 표  역시 그 내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이들을 모두 평화권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평화  생존권이라는 용어는 독립 인 권리를 나타낸다기

보다는 생존권의 한 부분을 지칭한다는 느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평화  

생존권에 한 논의는 이경주(2009); 최경옥(2008); 서경석(2004: 67~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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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낯선 권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사회운동가들은 이라크 병, 평택 미군

기지 확장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이 평화권을, 즉 보장되어야 할 인권을 침해하

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한반도의 

평화권을 태롭게 한다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헌확인소

송에서 헌법재 소는 헌정사상 최 로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평화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기본 내용은 

침략 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며 평화권을 기본권으로  하나로 인정했다(2005

헌마268 원재 부).2)

평화권을 내건 사회운동과 헌법재 소의 결정들이 있었지만, 아직 평화권이 

우리 사회에서 확고한 ‘권리’ 혹은 ‘인권’의 지 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단어조차 생경했던 과거에 비해서 평화권은  더 많은 

심을 받고 있으며, 평화권을 인권이라 주장하는 이들 역시 늘어가고 있다. 

이 연구는 평화권이라는 낯선 권리가 한국사회에서 인권으로서 등장하는 이 

‘과정’에 주목한다. 이 과정 속에서 가, 왜, 무엇을 인권이라고 주장하는가를 

사회학 으로 분석해보자 한다.3) 한 ‘평화’가 ‘권리’로서 구성되면서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특히 사회운동에서의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해볼 것이다.

인권에 한 지배 인 인식은 ‘천부인권설’, 즉 인간이라면 구나 타고나는 

신성한 권리가 인권이라고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인권이 역사

인 개념이며, 지 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든다. 인권은 

 2) 그러나 헌법재 소는 2009년 5월 28일 ‘평화  생존권’이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자신의 결정을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변경했다. 한미연합

시증원훈련(RSOI)이 평화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2007년 3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 나온 결정이었다(2007헌마369 원재 부). 이에 한 내용은 

이 논문 5장 3  참조.

 3) 이는 권리에 한 법학 심의 제도  근과는 다른, 사회  행 자들과 구조  

조건, 그리고 그 사이의 동학을 시하는 사회학  근이라 할 수 있다. 권리에 한 

사회학 인 근을 ‘권리의 사회학(sociology of rights)’이라 명명할 수 있는데, 이에 

한 구체  논의는 앤서니 우디 스(Anthony Woodiwiss)를 참조(20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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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에 선험 으로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라, 매 순간 억압과 차별에 항하기 

해 ‘발명’되어왔던 것이다(헌트, 2009).4) 국제법학자 카  바삭(Karel Vasak)은 

세  개념을 통해서 인권이 역사 으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자유권을 ‘제1세  인권’으로, 사회권을 ‘제2세  인권’으로 지칭하고, 평화권·

환경권·발 권 등 새롭게 등장하는 권리들을 ‘제3세  인권’이라 표 했다

(Vasak, 1997: 29).5) 각각의 인권은 해당 시기 민 들의 치열한 항을 통해 이룬 

결과 다. 1세  인권인 자유권은 18세기를 후로 제정치와 같은 국가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한 투쟁의 산물이었다. 사회권은 19세기 

후반 이후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착취와 사회  불평등에 한 항의 맥락에

서 형성되었다(Wellman, 2000: 640). 지 은 상식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등장했

던 시기에는 가장 진 이며 불온했던 주장이 바로 인권이었던 것이다(조효제, 

2007: 50).

그 다면 바삭이 3세  인권이라고 주장했던 평화권, 발 권, 환경권 등은 

어떤 사회  문제에 한 항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학자들은 20세기 후반의 

냉 과 핵 쟁의 공포, 식민지 민족들의 자유보장, 1세계 국가들과 3세계 국가들

의 경제  격차 해소, 환경보존 등과 같은  지구 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3세  인권개념의 등장 배경이라는 것에 의견을 모은다(Wellman, 2000: 

641; 김기남, 2007: 18~26). 그러나 이러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자연스  새로운 

권리의 확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984년 “평화에 한 인류의 권리 선

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Peoples to Peace)6)이 유엔 총회에서 논의될 때 

 4) 린 헌트(Lynn Hunt)는 18세기 미국과 랑스의 정치‧사회  조건 속에서 인권이 ‘발명’

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식민지 미국이 제국에서 독립하기 해서 그 권리는 

왕과 국가의 틀을 넘어 ‘천부 인 것’이 되어야 했고, 랑스 명의 기운 속에서 

인권은 신분을 뛰어넘어 ‘모든 인간’의 것이 될 수 있었다(2009: 19~32).

 5) 바삭의 세 개념을 통해 인권의 역사성과 확 되는 과정이 효과 으로 표 될 수 

있지만, ‘세 ’라는 개념을 차용함으로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 도 있다. 한 

세 가 다른 세 로 체되는 것과는 다르게 제1세  인권인 자유권이 제2세  인권인 

사회권으로 체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권리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후의 권리가 

등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Wellman, 2000: 641).

 6) UN Doc. A/RES/39/11. 이 논문에서는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Peoples to Peac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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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국들은 표결에서 기권하면서 평화권의 등장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이후 

제3세계 국가들은 지속 으로 국제인권규범으로서 평화권의 제도  확립을 시

도하고 있으나, 강 국들의 미온 인 태도로 아직까지 유효한 성과를 만들어내

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평화권 논의가 지체되는 모습과는 비 으로, 2000년 이후 

한국 사회운동에는 ‘평화권’이란 낯선 권리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 평화권을 

통해서 이 까지는 권리로서 인식되지 못했던 역들이 권리와 인권의 언어로 

표 되기 시작했고, 폐쇄 인 안보 역에 한 사회운동이 구체화되기 시작했

다. 제도  역에서는 평화권의 존재 자체에 한 합의조차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임에도, 왜 한국의 사회운동은 평화권을 실천의 언어로 선택했을까? 다른 

인권들의 역사  과정처럼, 평화권 역시 아래로부터 의미와 내용이 채워지면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0년  

이후 한국 사회운동에서 등장한 평화권 담론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아래로부

터 만들어지는 인권으로서 평화권의 의미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론

1) 평화권 관련 기존 연구 검토

평화권에 한 학문  논의는 아직 보 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7) 먼  국내 

“Peoples”을 “인류”라고 번역했다. 이는 류은숙(2006)과 김형민(2001)의 번역을 따르는 

것인데, 평화권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연 의 권리이자 집단의 권리라는 

에서 그 권리의 주체인 “Peoples”를 “인류”라고 옮기는 것이 합하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선언  “우리 지구상의 인류는 평화에 한 신성한 권리를 가진다”([T]he 

peoples of our planet have a sacred right to peace)라는 내용을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근 은 “Peoples”를 “민족/인민” 이라고 번역했는데(2006: 196), 이러한 병렬  번역은 

집단  권리로서 3세  인권의 특징을 고려한 것이라 보인다. 그러나 평화권의 특징상 

민족은 권리의 여러 주체  하나일 뿐이며, 인민은 복수로 표 된 “Peoples”의 뜻을 

충분히 달하기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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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권 련 논의를 살펴보면 크게 세 흐름으로 나  수 있다.8) 먼  국제법  

차원에서 평화권의 형성과정을 개 하고, 권리의 기본  속성을 정의하는 연구

들이 있다(이근 , 2006; 김기남, 2007). 특히 이근 의 연구는 평화권에 한 

국제법과 인권론의 쟁 들을 검토하고 있는 시론  연구로서, 후속 연구에 많은 

자원을 제공해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평화  생존권’에 한 논의를 

국내에 소개하는 흐름이다(이경주, 2009; 최경옥, 2008). 이 흐름은 평화권 논의가 

활발한 일본 사례를 통해서 평화권이 가지는 사법 ·사회  의미를 구체화하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민국 헌법에 내재한 평화주의 원리를 통해서 평화권이 

행 헌법이 보장해야 할 기본권임을 주장하는 이경주의 연구가 있다(2008; 

2006b). 각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 흐름 모두 국제법이나 해외사례, 한국 

헌법 련 조항을 통해 평화권에 한 규범  연원을 모색하는 기  논의에 

그치고 있다. 평화권 자체가 실질화 되어 있지 못하고, 련된 연구자체도 희소하

다는 구조  한계에서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서구의 평화권 련 연구들은 역시 ‘평화’가 제도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 

자체를 두고 찬반으로 립하는 수 에서 정체되어 있다. 평화권을 규정할 때 

핵심 인 부분인 권리의 주체나 내용, 보장 메커니즘과 같은 지 들은 본격 으

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서구의 연구에서 가장 크게 쟁 이 되는 부분은 평화권

을 비롯한 환경권, 발 권을 포 하는 제3세  인권 자체에 한 실효성이다. 

 7) 일본은 외 으로 ‘평화  생존권’에 한 논의가 활발한데, 이는 헌법 문에 명문화

된 ‘평화  생존권’과, 교 권을 포기하고 군 보유를 지하는 ‘헌법 9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일본 법원은 평화  생존권을 재 상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에 소극  

이지만 새로운 인권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한 사법부의 재 규범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평화  생존권에 한 권리내용, 주체, 원고

격 등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이경주, 2009: 186~197).

 8) 이 흐름 외에도 구조  평화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권을 통해 평화를 실 하기 

한 방법으로 평화권을 주목한 김형민(2001)의 연구와 국내의 북한 인권 담론 속에 

존재했던 평화권 담론을 분석한 김원식(2006)의 연구가 있다. 김형민의 연구가 창기

의 연구로서 가지는 의미는 분명하지만, 평화권에 한 본격 인 연구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본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원식 역시 평화권 내용이 일부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평화권 연구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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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  인권의 실효성을 비 하는 표 인 학자인 데이비드 포사이드(David 

P. Forsyth)는 제3세  인권은 ‘인권’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외교 이고 정치 인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  원칙으로 공식화되지도 않았으며, 권리들

이 독립 이고 구체 인 의미를 가지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평화권을 로 

들면서, 평화권에는 자기 방어를 제외한 폭력의 행사를 지하는 내용, 특히 

개 권(開戰權, jus ad bellum)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국제안보법(international law 

of security)을 넘어서는 내용이 없다고 말한다. 그의 에서 평화권은 기존 

규범들에서 생된 혼합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Forsythe, 1993: 3~7).

새로운 권리로서의 독자 인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 과 함께 차  정당성에 

한 비 도 있다. 필립 올스턴(Philip Alston)은 유엔 총회가 ‘ 토릭(rhetoric)’을 

‘권리’로 환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 권한의 정당성은 

유엔 헌장 기구로서 총회가 가진 지 에서도 나오지만, 총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과정이 담보된다는 에서도 나온다. 그러나 평화권의 경우 여러 원회나 

총회에서 ‘선언’되기만 했을 뿐, 내용은 물론이고 지 나 구성에 한 토론이나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차  정당성의 부족을 근거로 올스턴은 

평화권이 권리가 아닌 일반 인 사회  가치에 가까울 뿐이라고 비 한다(Alston, 

1984: 608~609).9)

좀 더 근본 으로 ‘연 의 권리(solidarity rights)’라고 규정되는 제3세  인권이

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있는가에 한 비 도 있다. 칼 월먼(Carl Wellman)은 

연 의 권리라는 것은 미성숙한 것이라고 본다. 제1세 와 제2세  인권에서 

권리의 주체 던 ‘개인’을 넘어서 다양한 결사체들에게 법 인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한지에 한 충분한 모색이 없다는 

것이다. 한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집단 인 의무가 요구되는 사안이 등장한다

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새로운 권리의 출 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고 말한

다(Wellman, 2000: 650~656).

 9) 올스턴은 새롭게 등장한 인권들이 국제사회에 충분히 토론되지도 않은 채 인권의 

목록에 포함되고 있음을 비 하며, 인권이라는 ‘통화가치’를 유지하기 해서는 ‘품질

리(quality control)’가 필요함을 주장한다(1984: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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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구조  측면에서 이루어진 비 과는 다른 흐름으로, 내용 인 측면에

서 평화권이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냐는 회의  시각도 존재한다. 평화권이 

정치  수사를 넘어서기 해서는 권리에 한 ‘의무’가 지워져야 하는데, 무력

을 독 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포사이드는 

군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이 일어난 역사를 언 하면서 재 국제정치

의 역학상 평화권이 말하는 의무가 이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본다(Forsythe, 1993: 9). 월먼 역시 실주의  입장에서 국가만이 국제 계에서 

힘을 소유하고 있으며, 강 국들이 안 보장이사회와 국제기구를 장악한 상황에

서 평화권이 실질 인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진단한다(Wellman, 2000: 656).

평화권에 한 이러한 비  속에는 제3세  권리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 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 이 시각은 부분은 제1세  인권을 인권의 이념형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인권이 역사 으로 존재해온 것이 아니라 

“장구한 인류사를 통하여 계속된 투쟁과 노력의 결과로 그 승인을 쟁취한 역사  

형성물”임을 이해한다면(이근 , 2006: 202), 제1세  인권을 탈역사화 시켜서 

화하는 것은 인권의 발 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바삭은 제3세  인권

이 가진 독특함이 기존의 인권론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보았다. 새로운 권리가 가진 연 성이 개별 국가를 통해서만 권리가 보장될 

수 있었던 기존 인권체제의 치명 인 결 과 극단 인 개인주의를 보완해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Vasak, 1982). 평화권, 환경권, 발 권 등의 제3세  인권

은 ‘연 의 권리’로서 개인이 아닌 집단을 권리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다. 때문에 

‘개인’을 권리의 주체로 상정하는 재의 지배  권리보장체계와 불화할 수밖에 

없지만, 바로 이 불화가 바삭이 기 했던 기존 인권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일 

것이다.10) 한 국가 단 로는 응할 수 없는 지구  차원의 문제들이 등장하면

서, 기존 국가 심의 권리 보장 체계가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10) 체 인권규범의 차원에서 본다면,  더 많은 집단  권리가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결권(right of self-determination)이나 인종 ·종교 ·언어  소수자 

집단(minority group)의 권리가 그 이다(이근 , 2006: 201~203).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집단  권리, 연 의 권리에 한 논의는 더욱 본격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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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권이 재의 국제 정치질서와 국가체제 속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는 

비 은, 역으로 그 기 때문에 평화권이 요하며 많은 가능성을 가진 권리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20세기는 인권의 세기이기도 했지만, 쟁과 량학살

의 세기이기도 했다. 21세기에도 여 히 이어지고 있는 내 과 군사  립은, 

쟁을 막는 ‘불가능한’ 권리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에 한 지혜를 

요구한다. 지  필요한 것은, 고정 념에 근거한 비 이 아니라 어떻게 다양한 

행 자들의 연 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한 

모색이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론

앞서 살핀 평화권 련 기존 연구들은 공통 으로 제도  측면에서만 평화권

을 근하고, 평가했다.11) 이는 평화권이라는 새로운 인권을 연구하는 데 분명한 

한계 이다. 인권이 제도를 통해서 확립되고 보장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인권이 형성되고 작동하는 과정에서는 ‘제도’라는 로부터의 힘뿐만 아니라 

‘실천’과 ‘운동’이라는 아래로부터의 힘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12) 특히 평화

권과 같이 권리로서의 내용과 차가 열려 있는 경우에는, 이 권리가 무엇을 

해 등장했고, 구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으며,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

여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평화권의 실체를 규명하데 필수 인 작업이다. 

이 연구는 바로 이 ‘실천’과 ‘운동’에 을 맞추어서 평화권을 근하고자 

한다. 평화권이 2000년  한국 사회운동 속에서 어떻게 등장했고, 어떤 의미와 

11) 일본의 평화  생존권에 한 연구들은, 평화  생존권을 주장했던 일본의 시민평화운

동의 흐름을 살핌으로써 이러한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이경주, 2009; 최경옥, 

2008).

12) 인권연구자 이정은은 이 과정을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구조화된 구조’와 

‘구조화하는 구조’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한다. ‘구조화하는 구조’로서의 실천과 

운동은 제도로 결정되거나 기존의 제도를 변화시킨다. 이와 함께 ‘구조화된 구조’인 

실의 제도 역시 이후 운동의 출발 이자 도구가 되는 상호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이정

은, 2008: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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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가진 개념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해서 평화권을 

주장했던 사회운동을 주된 분석 상으로 삼고자 한다. 2000년  이후 한국사회

에서 평화권과 련된 사회운동은 크게 두 흐름이 존재했다. 하나는 북한 인권 

문제에서, 인권을 명분으로 한 물리  개입을 반 하면서 등장한 평화권이다. 

이는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해 국제사회의 압력이 필요하다는 ‘인도  

개입’ 담론에 한 항담론으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다른 하나는 2003년 이라크 

쟁 반  운동을 후로 해서 등장한, 인 반 평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발된 평화권이다. 이 평화권 담론은 이후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  투쟁에서 

본격화되었고, 평택 문제가 합된 이후에도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의 사안 

속에서 계속 이어졌다.13) 사회운동이 등장한 시간  순서를 본다면 반 평화운

동의 평화권 담론이 약간 앞서 있으나 비슷한 시기  배경을 가지기에, 상호간의 

향도 존재했을 것이라 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둘 사이의 계에 

집 하기보다는 각각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에 을 맞추도록 하겠다. 이 각각

의 흐름 속에서 평화권이 가지는 의미와 담론  효과가 뚜렷한 차이를 보 기 

때문이다.

두 사회운동의 담론을 살피기 해 문헌연구의 방식을 주되게 활용하고, 심층

면 의 자료를 보조 으로 이용했다. 구체 으로는 사회운동 단체들의 성명서, 

토론회 자료, 언론 기고  등이 문헌연구의 상이 되었다. 이 문헌 속에서 등장하

는 평화권에 한 내용들은 운동이 형성하고자 노력했던 ‘평화권 담론’이라 할 

수 있다. 담론은 특정한 목 을 실 하기 한 일종의 투쟁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작업은 운동을 효과 으로 담아낼 수 있는 략이다.14)

13) 이 두 흐름과 별도로, 노무  정권 후기에 진행된 개헌 논의 속에서 등장한 평화권 

담론도 존재한다. 시민사회가 개헌에 한 나름의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평화권

을 기본권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의 두 흐름이 항의 언어로써 평화권

을 호출한 것이라면, 이 흐름은 평화권의 제도화에 한 고민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헌논의 속에서 등장한 평화권 담론은 한정된 시기의 선언  의미를 

넘지 못했기에 별도의 분석 상으로 삼지 않았다.

14) 이 연구에서 담론(discourse)이라는 용어는 하버마스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하버마스

는 일상 인 의사소통과 담론을 구별하는데, 논증을 특징으로 하는 특수한 의사소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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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분석과 함께, 활동가 2인에 한 심층면 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서 문헌

분석의 근거가 되는 당시의 정세  맥락과 ‘행 자’들이 왜 평화권을 사용했으며, 

어떤 의미로 그것을 사고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분의 면  내용은 

문헌분석의 배경자료로서 활용되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면  내용을 직  

인용하기도 했다. 면  상자는 인권운동단체들의 연 체인 “인권단체연석회

의”에서 2003년부터 꾸려진 ‘평화권모임’에서 활동한 이들로서, 당시 사회운동 

속에서 주도 으로 평화권을 고민하고, 담론을 생산한 주체들이었다. 2003년부

터 2008년까지 존재했던 평화권모임은 활동 과정에서 구성원의 변화가 많았는

데, 심층면 은 평화권모임에 창기부터 마지막까지 활동한 정용욱(前 평화인권

연  활동가)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참여했던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인을 상으로 진행했다.

3. 예비적 고찰: 권리로서의 평화

평화권은 아직 개념조차 생소한 권리이며, 련된 연구 역시 한정 이다. 

때문에 2000년  한국 사회운동을 통한 평화권을 분석하기에 앞서, 평화권 자체

에 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 비  고찰은 이후 사회운동을 분석하

는 데서도 그 나름의 거 이 될 것이다.

1) 침해될 수 없는 ‘평화’

쟁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인류의 오랜 염원이다. 유엔헌장은 

“세계평화와 안 ”을 보장하는 것이 유엔의 주요 목표임을 천명했고, 세계인권

선언 역시 문에서 인권이 세계 평화의 기 를 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형태를 담론이라고 정의한다. 이때 개별 담론들은 특정한 이데올로기  분류체계 

속에 치해 있으며, 사회  논의지형을 반 하고 있다. 담론에 한 하버마스의 자세한 

논의는 하버마스(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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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 평화로운 세상이 필요하다는 말에 반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동의하는 평화가 하나의 ‘인권‘으로서, 침해당할 수 없는 ‘권리’

로서 구성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인류는 쟁의 공포 없는 평화로

운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선언과 “인류는 평화에 한 권리, 평화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언사 사이에는 질 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이근 , 2006: 

197). 자를 ‘정의(正義)의 문장’이라고 한다면 후자를 ‘권리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추상 인 가치 던 ‘평화’가 ‘권리의 문장’로 구성되는 순간, 평화권의 

주체는 구이며, 그 권리의 보장을 구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와 같은 제도  

규범이 요구된다(김도균, 2008: 147).

그 다면 왜 평화를 권리로서 주장하는가? 왜 평화에 한 인권  근(human 

rights approach to peace)를 시도하는가? 로 드 드워킨(Ronald Dworkin)의 권리이

론은 이 질문에 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다. 드워킨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이 가진 권리가 침해당하는 실을 비 하면서 “권리의 정의에 

따르면 그 어떤 사회  목표로도 권리를 어 르지 못한다”고 말했다(Dworkin, 

1977: 92). 그가 정의하는 권리란 그 어떤 패로도 를 수 없는 ‘으뜸패(trump)’이

며, 다수의 이름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소수를 한 최후의 보루이다.

평화를 권리로서 말한다는 것은 정치  이유나 다른 명분으로도 평화가 침해

당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김기남은 평화라는 ‘가치’는 정치  계산속에

서 언제든 제한될 수 있는 취약한 것이지만, ‘평화권’은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법 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한다(김기남, 2007: 15~16). 인류 역사에서 개개

인의 ‘평화’는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빈번하게 침해되어왔으며, 국가의 안보

와 개인의 평화가 립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정유진, 2005). 평화권은 그러한 

역사를 더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인권 헌장에서

도 국가안보가 최우선시 되면서 개인의 평화가 희생되었던 아시아의 역사를 

지 하면서 평화권을 도출해내고 있다.15)

평화가 실제 ‘권리’로서 작동하는 표  사례로는 ‘양심  병역거부권’과 

15) 아시아 인권 헌장, “4-4 …… 외세의 강  에 항하여 주권을 보 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 때문에 개인의 안정과 평화로운 생활의 권리를 박탈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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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평화  생존권’이 있다. 둘 모두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평화가 

유보될 수 없다는 평화권의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 다. 양심  병역거부권은 

개인이 자신의 종교 ‧도덕 ‧정치  신념에 반하는 국가의 군사행 에 동원되

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는데, 제1차 세계  시기 서유럽에서 

본격 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16) 이후 양심  병역거부권은 많은 나라로 확산

되어갔고, 1985년부터는 유엔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8년 유엔 인권 원

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제77호 결의안은 유엔 차원에서 병역거부권

을 공식화한 가장 요한 결의라 할 수 있는데, 이 결의안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   정치  권리에 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한 

권리’ 속에 양심  병역거부의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장복희, 2005: 91~92).

재까지 병역거부권은 자유권의 맥락에서 종교와 양심의 자유로서 이해되어

왔다. 양심  병역거부가 종교  행 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평화권이 부재했던 

기존의 권리체계에서 행 의 성격상 자유권과 친화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

나 병역거부는 국가안보 우선성에 항하는 권리로서 표 인 평화권으로서도 

근할 수 있다. 2차 세계  직후 제정된 서독 기본법 제4조 3항에는 “ 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군복무를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병역거부권이 명문화되어 있는

데, 이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후 독일이 범국으로서 

반성 속에서 쟁을 거부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명문화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이재승, 2001: 156). 실제 병역거부는  더 개인 인 양심의 결정을 

넘어서서 반 운동의 실천방식으로서 확 되고 있다(임재성, 2011: 159~161). 

평화권 련 연구들에서도 병역거부권이 평화권의 핵심 인 부분이며(이경주, 

2008: 36), 종교의 자유에서 출발한 병역거부가 평화권을 통해서 새로운 세속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망하고 있다(이근 , 2006: 204~205).

병역거부권이 개개인이 국가폭력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하는 방어  혹은 소극

16) 양심  병역거부권이 근  법률체계에서 명문화되어 있는 최 의 사례는 177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주 헌법 제8조 “집총을 하는 것에 양심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체복무를 하려 한다면 집총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이다(조국, 2007: 72). 그러나 

본격 인 확산은 제1차 세계 이라는 시  배경 속에서 서유럽의 국가들이 병역거

부권을 인정하기 시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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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의 권리라면, 일본에서 평화  생존권은 안보 역에 한 민주  통제라

는 극  성격을 가진다. 일본 시민사회와 진보  학계는 1960년  반부터 

비무장과 쟁포기를 선언한 헌법 9조와 평화  생존권을 담고 있는 헌법 문을 

근거로 ‘평화  생존권’을 주장해 나갔다. 이와 련된 표 인 사례로는 1969

년 일본 홋카이도(北海島)의 나가 마(長沼) 주민들이 항공자 의 미사일기지 

설치가 주민들의 평화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낸 소송을 들 수 있다. 이에 해 

1973년 9월 7일 1심 사는 미사일 기지 설치가 유사시 상 국의 첫 번째 공격목

표가 될 가능성이 크기에 “주민들의 평화  생존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며, 헌법에 반한다는 결을 내렸다(이경주, 2006a: 98~100). 이 결은 

일본의 사회운동과 학계에 큰 향을 미쳤으며, ‘재 받는 자 ’라는 상징으로

서 국가안보 정책에 한 민주  통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최경옥, 2008: 169).

이후 살피게 될 국제  차원에서 평화권이 논의되는 과정과, 2000년  한국사

회에서 평화권 담론이 등장하는 과정 모두에서 가장 핵심  쟁 은 과연 평화가 

‘권리’로서, ‘인권’으로서 존재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힘과 권력을 움켜진 이들

은 ‘권리’로서의 평화가 등장하는 것에 해 부정 인 입장을 취했다. 국제사회

에서의 평화권 논의가 바로 그런데, 새로운 권리가 구의 목소리를 변하며, 

구를 불편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었다.

2) 국제사회에서 평화권의 형성과정

국제 인 차원에서 평화를 권리로서 근한 시  논의로는 1978년 유엔 

총회에서 ｢평화  생존(Life in Peace)을 한 사회  비에 한 선언｣이 있다(UN 

Doc. A/RES/33/73). 이 결의에서는 침략 쟁 지, 모든 국가의 자결권 보장, 

군비 경쟁의 제거 등이 평화로운 삶을 한 조건으로 언 되었다. 1984년 11월 

12일에는 ｢평화에 한 인류의 권리 선언｣(UN Doc. A/RES/39/11, 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 이하 평화권선언)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는데, 

이는 유엔의 이름으로 평화권이 공식화된 최 의 선언이며, 이후 평화권 논의에

서도 핵심 인 거 이 되었다. 이 선언에는 “지구상의 인류가 평화에 한 

신성한 권리”(a sacred right to peace)를 가지며 “평화권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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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인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다. 문은 다음과 같다.

평화에 대한 인류의 권리 선언(A/RES/39/11)

유엔 총회는,

유엔의 주요 목 이 국제 평화와 안 의 유지임을 재확인하며,

유엔헌장에 규정된 국제법의 기본  원칙들을 유념하며,

인류의 삶에서 쟁을 근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 인 핵 재앙을 

방지하는 것이  인류의 의지이자 염원임을 표하며, 

쟁 없는 삶은 국가들의 물질  복지, 발 과 진보를 해, 그리고 유엔이 

선언한 권리들과 근본 인 인간 자유를 완 하게 실 하기 해 주요한 국제  

제조건임을 확신하며,

지구상에 지속 인 평화를 수립하는 것은 핵 시 에서 인간 문명의 보존과 

인류의 생존을 한 주된 조건을 표한다는 것을 자각하며,

인류의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각 국가의 신성한 의무임을 인식하며,

1. 우리 지구상의 인류는 평화에 한 신성한 권리를 가짐을 엄숙히 선언한다.

2. 인류의 평화에 한 권리를 보존하고 그 이행을 증진하는 것이 각 국가의 

근본 인 의무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3. 인류의 평화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은 쟁의 , 특히 핵 쟁의 을 

종식시키기 한 국가들의 정책을 요구한다는 과, 국제 계에서의 무력 사용

의 포기와 유엔헌장에 기 한 평화  수단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을 요구한다

는 을 강조한다. 

4. 모든 국가와 국제 조직은 국가   국제  수  양쪽에서 한 방법을 

통해 인류의 평화에 한 권리 이행을 지원하는데 력을 다할 것을 호소한다.

그러나 이 선언 이후 유엔에서 평화권의 진 은 매우 더딘 상태이다. 선언이 

채택된 지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발 하기 한 흐름은 

여 히 미약하다. 이는 평화권선언이 결의될 때부터 사실상 정된 일이기도 

했다. 평화권선언이 채택될 때 92개국의 찬성이 있었지만, 서구 다수의 국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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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34개국이 투표를 거부함으로서 선언에 큰 무게가 실리지 못했다. 핵 쟁

의 을 제거해야 한다는 선언의 내용에 부담을 느 던 서구 국가들이 기권한 

것이었다(Roche, 2003: 124).

1984년 평화권선언 이후 진행되었던 과정들을 살펴보면, 당시 이 선언을 두고 

형성되었던 긴장 계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86년 4월 4일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권선언 이후 각국에게 이에 한 의견을 보내  것을 요청했

다.17) 1986년 8월 5일 호주가 답변을 보내왔는데, 이는 사회주의권 국가 혹은 

개발 국가가 아닌 곳에서의 유일한 응답이었다. 평화를 다른 어떤 인권보다 

우선시하고, 그 어떤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로 상정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시각이라는 답변 내용이었다. 호주는 평화권선언의 표결에 

기권했었는데, 국제  행으로 볼 때 호주의 답변은 당시 표결에 기권했던 

서구 국가들의 입장을 변한 것이라 할 수 있었다(Fried, 1990: 26~28).

그러나 다른 인권보다 평화권을 우선시하는 것이 평화권을 반 하는 이유의 

부일 수는 없다. 이러한 외교  수사를 넘어 더욱 솔직한 반 의 이유는 한참 

후에야 문헌으로 기록되었다. 1999년 유엔에서 진행된 ｢평화의 문화를 향한 

행동 로그램 선언 안｣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 표는 “평화가 인권의 범주로 

고양되어선 안 된다. 그 지 않다면 쟁을 시작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Roche, 2003: 129). 만약 평화가 침해될 수 없는 ‘권리’로 구성된다면, 

이제까지 배타 인 권력정치의 역으로 존재했던 국가의 쟁 련 행 에 일정

한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겨난다. 핵무기 보유국이나 서구의 강 국들은 

이러한 가능성이 무력행사라는 정치  ‘선택지’를 택하는 것에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서구 국가들의 입장은 유네스코(UNESCO)에서 이루어진 평화권 논의

에서도 반복되었다. 1997년 당시 유네스코의 사무총장이었던 마이어(Mayor)는 

냉  이후 계속되는 이라크, 소말리아,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등에서의 비극을 

17) 이에 해 응답을 한 국가들은 부분 개발 국가들이었고, 찬성의 입장을 보내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소련도 답변을 보내왔는데 평화권에 해 극  찬성을 표 하

고 있다는 이 이 띤다. 더 자세한 각국의 답변내용은 UN Doc. A/45/546; A/45/ 

546/Add1; A/41/625/Add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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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 평화권선언의 안을 비했다. 1997년 11월 6일 ｢평화권에 한 오슬로 

선언 안(Draft Oslo Declaration on the Human Right to Peace)｣이 등장했을 때 

유럽 국가들은 평화권에 한 유보 인 입장을 보 는데, 이에 해 남반구 

국가들은 북반구 국가들이 자신들의 무기 산업을 지키기 해 평화권에 반 한

다고 야유했다. 서구 국가들은 평화권을 인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 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평화가 권리로서 규정되는 것에 한 거부감

을  다른 방식으로 표 한 것이었다(Roche, 2003: 125~126).18)

앞선 립에도 불구하고 평화권을 국제  인권으로서 제도화하기 한 노력은 

제3세계 국가들을 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3년도에는 ‘평화권 증진(Pro-

motion of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UN Doc. A/RES/57/216)을 한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04년부터는 인권이사회에서 ｢모든 이들이 모든 

인권을 충분하게 향유하기 한 핵심  요구로서 평화에 한 증진(Promotion 

of peace as a vital requirement for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all)｣이라는 

결의안이 매년 논의되면서 평화권에 한 국제사회의 심을 이어가고 있다(UN 

Doc. A/RES/58/129).19) 지속 인 노력은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 원회에

서 요한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인권이사회 자문 원회는 평화권의 내용과 

범 를 명확하게 하고, 평화권의 요성을 환기시키기 한 방식이 담길 워킹 

페이퍼를 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페이퍼를 통해 평화권에 한 당  

내용을 넘어서는 구체  논의가 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UN Doc. A/HRC/ 

18) 이 회의에서 라과이 표는 부족한 자원들이 모두 쟁을 해서 사용되는 남반구 

지역에게 평화가 더욱 실하며, 이것이 북반구와 남반구가 립하는 이유라고 지

했다.

19) 이 결의안은 2003년의 평화권 증진 결의안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평화권(The rights of peoples to peace)이 결의문 제목에서 빠졌고, 각 나라가 평화권의 

행사와 증진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는 문구(ensur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 and its promotion) 역시 부재하다. 2004년부터 평화권 증진 결의안은 인권이사회

에서만 결의되고, 본회의에서는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해서 더욱 

심층 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평화권’이 명시 으로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국가들과 평화권을 지속 으로 환기시키고자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타 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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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3/L.4).

유엔에서 이루지고 있는 평화권 논의의 지지부진함과는 비 으로, 아 리

카 국가들은 유엔에서 평화권선언이 나오기도 인 1981년, ‘아 리카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한 헌장’ 23조 1항에서 “모든 인류는 국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평화권을 명문화했다. 이는 지역  수 이지만 

평화권을 조약상 권리로 실정화한 최 의 국제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아의 

경우에는 1998년 선포한 “아시아 인권 헌장”에 평화권이 규정되어 있다. 민간단

체들을 심으로 논의되었기에 실질 인 구속력이 없는 상징  헌장이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평화권이 요구되는 구체  배경을 담고 있다는 이 두드러진

다. 이 선언에서 평화권은 경찰과 군 를 비롯해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된다. 오랜 기간 식민통치와 국가폭력의 

그늘 아래 있었던 아시아 지역의 아픔이 평화권이 필요한 역사  배경으로서 

서술되어 있다. 한 외부의 험이나 경제 성장을 빌미로 개인의 안 과 평화로

운 생활의 권리가 박탈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는 평화권이 가지는 

인권으로서의 불가침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20)

평화권에 한 다양한 층 의 비  고찰을 바탕으로 이제 2000년  한국 

사회운동 속에서 등장했던 평화권을 분석해보겠다. 평화권 담론이 등장했던 

사회운동은 크게 두 흐름으로 나  수 있는데 하나는 북한 인권 련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  운동이다. 그 에서 북한 인권 련한 

사회운동에서 등장했던 평화권 담론을 먼  살피도록 하겠다.

20) 아시아 인권 헌장에서 평화권 련 내용을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4-1 모든 개인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갖는다. …… 많은 나라에서 국가와 시민 사회가 심하게 군사화되

어 모든 문제가 폭력에 의해 결정되고 정부나 군부가 가하는 그 어떠한 이나 

공포로부터 시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4-2 ……  모든 개인과 집단은 경찰과 

군 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국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4-5 ……  아시아 국가들은 국가의 개발 정책과 국민의 복지에 써야 할 막 한 

공공자 을 무기구입에 유용한 것이다. 군사기지를 비롯한 여러 군사 시설(흔히 외세

의)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회 ·육체  안 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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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북 인권 압박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의 평화권

1) 북한 인권 문제와 평화권의 등장

(1) 평화와 인권의 딜레마

1995년 이후 북한의 기근과 탈북자 증이 계기가 되어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 인권 원회는 

200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북한 인권 상황에 한 비 과 권고를 담은 결의안

을 채택했고, 2005년에는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해서 북한은 국제 사회가 인권을 명분으로 체제 복을 꾀한다며 강력하

게 반발했다. 남한 사회 역시 이 문제와 련해서 많은 논쟁이 발되었다.

진보  시민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르면서부터 북한 

인권에 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한반도 평화를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 왔다. 인권에 한 주권의 우 를 주장하며 유엔 결의안 등을 “내정간

섭”이나 “민족자주권”을 유린하는 범죄행 로 비 하는 민족주의 운동단체들의 

입장들도 존재했지만(김원식, 2006: 80), 이런 목소리는 체 진보  시민사회 

내부에선 그리 큰 반향을 얻지는 못했다. 다수의 경우 북한 정권에 한 비난이 

한반도의 쟁 을 높인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인권을 명분으로 평화가 침해

될 수는 없다는 원칙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 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진보  시민사회가 남한의 

인권문제 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에 해서는 

침묵하는 이 성을 보인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장은주, 2009: 286). 

이 이 성은 아 인수 격의 말 바꾸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이 

맺고 있는 층 인 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평화운동가 정욱식은 “북한 

인권 문제가 한반도 정치에서 갖는 가장 근본 인 어려움은 인권 문제의 극

인 거론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 분 기를 해할 수 있다”라는 딜 마  고민을 

토로했다(권인숙, 2005: 20). 북한 인권 문제에 한 비 은 북한 정권에 한 

압력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남북 계의 경색과 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의 고립 이고 호 인 성격상 국지 인 군사  도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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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식으로 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더욱 미국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선포한 이후 진행하는 인권 압박이 군사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진보  시민사회는 북한 사회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북 압박 흐름에 동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2) 평화권을 통한 프레임의 재설정

평화권 담론은 진보  시민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한 딜 마  상황에 

갇힌 침묵을 깨고 다양한 항 담론들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다.21) 

2005년 11월 30일 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한 ‘ 안  근’을 모색하

기 한 공개 워크 을 개최했다.22) 워크 을 통해서 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에 

한 나름의 입장을 개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하나로 “평화  생존권 문제는 

모든 인권의 제 조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한겨 ≫, 2005. 11. 29). 평화권을 

해하는 방식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인권의 제 자체를 

무 뜨린다는 비 이었다.

워크 을 주도한 인권단체들은 ‘시민 ·정치  권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 

논의를 주도해온 보수단체들의 근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식량권과 평화권 범주에서 더욱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다≫, 

2005. 12. 6). 진보  성향의 한국기독교교회 의회(KNCC) 역시 비슷한 시기에 

“인권이라는 것은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 평화권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서 

(북한 인권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정치  자유만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하기 시작했다(≪국민일보≫, 2005. 11. 25). 평화권을 통해 

인권에는 자유권을 넘어서는 다양한 권리가 있으며, 그 각각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근해야 한다는 항담론이 구성된 것이다. 당시 

21) 북 인권 압박에 한 항 담론들의 종류와 그 규범  근거에 해서는 김원식(2006)을 

참조.

22) 이 워크 은 6개의 시민단체가 주도했는데, 구체 인 단체명은 다음과 같다. 천주교인

권 원회, 사회진보연 , 다산인권센터, 북평화와인권연 , 원불교인권 원회, 인권

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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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권 사직을 맡고 있었던 박경서 역시 2006년  한 강연에서 “북한 

인권을 논할 때는 우선순 를 한반도 평화권에 두고 …… 그다음에 시민 ·정치

 자유권과 사회권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한반도 평화권’이

란 담론을 꺼내놓았다(연합통신, 2006. 1. 19).

진보  시민사회는 인권이라는 보편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

기 한 구체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 앞에서, 그 정치  의도와 실효성을 

의심하면서도 한 반론의 언어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가치로서의 ‘평화’가 

‘평화권’이라는 인권으로 구성되자, 인권의 이름으로  다른 인권인 평화권을 

침해하는 것이 모순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평화와 인권의 립에서 

인권 내부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권리간의 문제로 임을 재설정한 것이

다.23) 이때 핵심 인 변화는 인권 담론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란 힘을 평화를 

주장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다. 평화운동가 이 규는 평화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바로 이 ‘보편 인 인권의 언어’에 주목한다.

북한 인권에 해 얘기할 때 우리는 한반도 혹은 북한의 특수성에 해 많이 

강조한다. 그러나 설사 특수한 상황을 설명할 때도 ‘보편 인 인권의 언어’로 

발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를 들면, 군사  결과 안보상황을 말할 

때도 ‘평화권’과 같은 인권의 논리를 구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평화네트워크, 

2006. 11. 27).

보편성은 시민사회가 권리로서의 평화를 항담론으로 선택한 이유 다. 한

23) 사회운동 연구에서 사용되는 임의 개념은 어빙 고 먼(Erving Goffman)의 개념에 

기 고 있다. 고 만은 임을 ‘해석의 도식(schemata of interpretation)’이라 정의했는

데, 개인이 삶의 공간과 세계 속에서 발생되는 것에 해서 인식하고, 규정하고, 명명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사회운동에서 사용하는 ‘집합행동 임(collective 

action frames)’은 운동 집단이 외부의 상황들을 나름의 논리로 단순화하고 도식화한 

인식  기반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자원을 동원해나고자 하는 지향성을 

담은 임을 의미한다. 사회운동의 분석방법으로서 임이론에 한 더욱 자세한 

논의는 Benford and Snow(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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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특수성이나, 평화에 한 강조가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명분 앞에서 그 

힘을 발휘하기 힘들었다면, 평화권을 통한 항담론 속에서는 평화 역시 보편  

인권의 지 를 획득하면서 강력한 담론  효과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평화권은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한 진보  시민사회의 담론 속에서 지속

으로 활용되었다. 정욱식은 2006년 11월 17일 “북한에게 가장 실한 인도  

지원에 한 권고나, 인권과 불가분의 계에 있는 평화권과 개발권에 한 

언 도 찾아볼 수 없다”며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자유권에만 치우져 있음을 

지 했다(≪오마이뉴스≫, 2006. 11. 20). 평화인권단체들이 2007년 3월 20일에 

낸 성명서에서도 그간의 북한 인권 보고서가 “북 주민들의 평화  생존권을 

보장하기 해 평화권과 발 권이 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 했다

(참여연 평화군축센터 외, 2007. 3. 20).

북한 인권 문제에 한 압박 담론을 비 하며 형성된 평화권 담론은 자연스럽

게 자유권에 과도하게 무게가 실려왔던 기존의 인권 담론을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박경서는 “인권에는 자유권, 사회권 외에 발 권, 평화권, 환경

권까지 있다. 자유권만을 인권으로 보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고 했는데(≪

시안≫, 2008. 5. 4), 자유권에 집 되어온 기존의 인권 담론의 한계를 지 한 것이

다. 정치학자 서보 은 더욱 구체 으로 “북한 인권을 시민·정치  권리로만 

좁 서 보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냉 시  미소가 합의하지 않아서 국제인

권 약으로 결의되지 않았지만, ‘평화권’은 북한 인권을 얘기할 때 꼭” 이야기해

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평화네트워크, 2006. 11. 27).

2) 경합하는 인권과 평화권 우선론

(1) 복수의 인권, 충돌하는 보편성

평화권 담론을 통해 사회운동은 북한 인권 문제의 임을 인권과 평화 

사이의 갈등에서 ‘자유권’과 ‘평화권’이라는 인권 사이의 문제로 환시켰다. 

이 속에서 사회운동은 평화권 담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인권의 언어’로 만들 

수 있었고, 자유권으로 한정되어왔던 기존 인권 념의 한계를 지 했다. 그러나 

이 평화권 담론은 곧 새로운 문제제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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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립할 때 그 사이에 우선순 가 존재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앞서 언 한 

것처럼 박경서는 “한반도 평화권이 여타의 인권들보다 먼  성취돼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특성상 평화권이 다른 인권보다 우 에 있어야 함을 주장

했다. 이에 해서 한 보수신문은 사설을 통해 박경서의 주장이 “보편  가치인 

인권에 해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들먹이고 ‘평화권’이 인권에 우선한다는 

궤변”이라며 반박했다(≪문화일보≫, 2006. 11. 11). 물론 이 사설은 평화권을 인권 

일반과 립되는 별도의 무엇으로 상정했다는 에서 자유권에 치우진 기존 

인권 의 편견을 답습하고 있었지만, 특정 상황에서 립하는 인권들 에 어떤 

인권을 우선으로 놓을 수 있는가라는 요한 문제제기를 품고 있었다. 

항담론으로서 평화권 담론의 요체는 자유권을 앞세운 인권의 이름으로  

다른 인권인 평화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역으로 

평화권을 이유로 자유권 침해에 한 문제제기를 막는다는 비 으로 이어졌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평화권이 무슨 의미”(≪동아일보≫, 

2006. 1. 21)가 있냐는 비 은 인권의 일반 인 보편성과 불가침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딜 마에 해 평화권을 주장했던 

사회운동은 나름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평화권 우선론’이다. 이 우선론

을 통해 평화권 담론은 새로운 권리를 등장시킨 것을 넘어서서 다수의 권리들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 단의 기 을 제시하는 것까지 나아갔다.

평화권 우선론 내부에는 결이 다른 두 입장이 있었다. 첫째는 앞서 살펴본 

박경서와 인권단체들의 주장처럼 평화권을 다른 인권들의 제조건으로 보는 

것이다. 평화가 모든 인권의 제조건이라는 것,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지정학  요건 속에서 평화권이 여러 인권 에서도 ‘으뜸패(trump)’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 다(이근 , 2006: 217). 이 논리를 따르자면, 평화권은 다른 권리들보

다 우선 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치를 하게 된다. 쟁 혹은 군사  폭력 

하의 인권침해가 그 어떤 상황보다 극심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 

논리 속에는 개별 인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라는 본질  제를 상황  

논리로서 주변화 시킨다는 한계 이 존재했다.

 다른 흐름은 인권 자체의 우선순 는 존재할 수 없지만 구체 인 정책이나 

정부의 근방법으로서는 단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진보정당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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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 “평화인권세력은 원칙 으로 인권보편주의”에 입각해야 하기에 모든 

인권이 동등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 일본, 한국의 정부당국에 하여 평화인

권세력이 요구해야 할 원칙은 역설 으로 단계  근의 원칙”이며 평화권이 

“제1순 ”라는 일견 모순된 논리를 펼쳤다(≪ 로메테우스≫, 2006 .1. 31). 서보  

역시 “인권의 범주가 다양하지만, 원칙 으로 얘기해야 한다. 우선순 는 없다. 

동시에 가야 한다”고 제하면서도 “어떤 단계를 밟아갈 수 있을까에 해서는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인권 로드맵도 그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평화네트워크, 2006. 11. 27). 이러한 흐름은 인권 간의 우선

순 를 두는 것은 불가하다고 제하면서도, 실질 인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단계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두 가지의 흐름은 일견 상이한 제 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당시의 

사회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 으로는 모두 평화권이 한반도에서 

우선 으로 추구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 평화권 우선론 속에서

는 ‘평화주의’라는, 평화와 인권은 평화  수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가치지향

이 깔려 있었다. 때문에 북 인권 압박에 한 항담론으로서 평화권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하기 해서는 평화권 담론이 품고 있었던 평화주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 평화주의와 평화적 수단에 의한 인권

9·11 테러 이후 미국 부시 행정부는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

면서 방 으로 압박하고 있었다. 이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북 인권 압박은 무력 개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독립된 주권국가의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인도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은 

오래 부터 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력사용을 놓고 치열한 립이 존재해왔다

(모가미, 2003). 1990년  들어서 미국과 국을 심으로 한 일부 인도주의 기구

들은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명제를 통해 인도  개입이 ‘의무’라고 주장하며, 

인도  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군사  개입을 더욱 극 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폴리, 2008: 27). 그러나 인도  개입 속에 존재하는 폭력성과 강 국 

심의 패권  결정구조는 계속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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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공을 통해 침략  쟁까지 인도  명분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한층 분명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장은주, 2009: 288).24)

이 속에서 한국의 진보  시민사회는 북한 인권에 한 문제제기가 가진 

폭력성을 감했던 것이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주도했던 한 

계자의 이야기는 이 감의 근거를 보여 다. 그 계자는 “북한 문제를 ‘이라

크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한

겨 ≫, 2005. 4. 25). 이러한 우려는 북 인권에 한 극단 인 정치  근이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하는 ‘무력 선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단으로 

이어졌다(참여연 평화군축센터 외, 2007. 3. 20). 

이에 한 항 담론으로 사회운동이 호출했던 평화권은 인도  개입이 가진 

폭력성에 항해 평화주의를 옹호하는 권리로서 등장했다. 평화권 담론 속에서

는 ‘인권 개선’이라는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평화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화주의가 강조되었다. “ 쟁은 개인들의 인권을 유린한다. 

인권을 한 쟁은 무엇보다도 개인들의 평화권, 곧 ‘ 쟁 없는 세상에서 평화롭

게 살아갈 권리’를 유린하기 때문에 원칙 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는 말 속에서

는 쟁이라는 수단을 정치  선택항에서 구 으로 배제하는 평화주의의 원칙

을 확인할 수 있다(≪ 로메테우스≫, 2006. 1. 31). 평화권의 평화주의는 그것을 

비 한 담론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욱 명확해진다. “평화권이 유엔 헌장에 

구체 으로 명문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것은 폭력행  자체를 기

시 할 경우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폭력범을 다루기 한 국가독 폭력, 즉 

공권력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히틀러나 김정일 정권과 같은 망나니 

정권의 비행을 순 히 도덕  호소로만으로는 제거할 수 없다는 실이 있기 

때문이다”(≪데일리 NK≫, 2006. 1. 27).

평화  수단에 의한 인권의 강조는 자연스  평화권을 여러 인권  하나로서

가 아니라, 그 어떤 명분으로도 유보될 수 없는 핵심  인권으로서, 혹은 다른 

24) 2003년 미‧  주도의 이라크 침공에서 내세웠던 주된 이유는 량살상무기(WMD)의 

제거 지만, 후세인의 폭정을 종식하고 이라크인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주겠다는 

것 역시 요한 명분이었다. “이라크의 자유(Freedom of Iraq)”라는 작 명이 이를 

단 으로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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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향유하기 한 제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이는 평화주의라는 가치

를 인권 체제 속에 필수 인 원칙으로 세우고자 했던 시도로서 평가할 수 있다. 

평화권 자체의 우선성보다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우선성이 필요하

다는 의견 역시 ‘평화주의’를 극 으로 강조했다는 에서 맥을 함께했다. 

북한 인권 정책에서 평화권이 단계 인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

은 “인권보편주의는 평화권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무력사용을 통한 개입

에 원칙 으로 반 한다. 인권보편주의는 평화주의이며, 무엇보다도 국가 간 

쟁에 한 반 이다”(≪ 로메테우스≫, 2006. 1. 31)라며 평화주의를 강조했다.

평화권의 평화주의는 이후 북한의 핵실험을 비 하는 담론에서도 그 원칙을 

이어갔다. 2006년 북핵 실험에 해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평화  

생존권’에 반하는 행 ”라고 비 했는데(≪오마이뉴스≫, 2006. 11. 3), 이는 북 

인권 압박에 한 항담론으로서 평화권이 한정 인 시기의 정치  수사가 

아니라 진정한 인권으로서, 그리고 평화주의  가치를 담지하는 권리로서 자리

를 잡아가는 모습이라 평가할 수 있다.

2000  한국 사회운동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한 항담론으로서 등장한 

평화권과는 구별되는  흐름이 존재했다. 이 흐름은 2003년 이라크 쟁을 

통해 으로 등장한 평화운동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  운동을 통해서 평화권은 사회운동의 언어로서 면화 되었다. 

5. 안보 영역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권리로서 평화권

1) ‘평화권 모임’으로 시작된 평화권 활동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부시정권이 선언한 ‘테러와의 쟁’은 이후 

아 가니스탄 쟁과 이라크 쟁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인 반 운동의 흐름

을 발시켰다. 다른 사회운동에 비해 평화운동이 뒤늦게 등장했던 한국사회

지만, 2003년의 이라크 반 운동, 특히 한국군 병 반  운동은 평화운동이 

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 다(정욱식, 2004). 인권운동가들은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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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한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이 어떤 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모색하고, 쟁과 

폭력에 한 인권  문제의식을 진 시키기 해서 인권단체의 연 체인 ‘인권

단체연석회의’ 내부에 ‘평화권모임’을 꾸리게 되었다( 국인권활동가 회 비모

임, 2003: 35~36).

평화권 모임의 장기 문제의식은 당시 반 운동에 인권운동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 지에 한 실 인 것이었다. 내부 으로는 평화권과 련한 국제사회

의 논의나 평화주의에 한 연구를 진행했지만,25) 기본 으로 활동가 모임이었

기에 안 응에 주된 이 맞춰져 있었다. 2003년에는 이라크 쟁에 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소책자를 발간했고(인권단체평화권모임, 2003), 2004년에는 

‘ 범민 운동재 ’에 참여하면서 반 운동에 극 으로 참여해나갔다. 그러

나 이러한 활동에서는 아직 권리로서의 평화에 한 고민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평화권 모임은 인권운동 내 으로 평화권에 한 화두를 던져나갔다. 

2003년 10월에 진행된 인권활동가 회에서 평화권 모임은 평화를 권리로서 

근하는 것이 “ 무나 당연시되어 인권침해로 느끼지 못하는 사회  측면에 

해 평화권의 구체 항목을 개발, 실 하면서 문제제기하려는 태도”라고 규정하

면서 다른 활동가들과 평화권의 의미를 나 고자 했다. 이는 시민들이 안보 

역에서 배제된 것에 한 비  사유로 이어졌다. “왜 ‘안보’를 결정하는 

주체는 항상 국가인가?”, “국가안보 혹은 군사안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서 안 의 내용을 정의하고 결정하는 권리가 박탈되어 

있다는 뜻이 아닐까?”( 국인권활동가 회 비모임, 2003: 113~114). 이러한 창

기 문제의식에 이후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  투쟁에서 평화권이 안보 역에 

한 민주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권리로서 구성되는 맹아  고민이 담겨 있었

다고 볼 수 있다.

25) 2003년 5월부터 평화권 모임이 진행한 토론들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평화에 한 

권리의 의미와 실  방안”, “무장한 세계화와 한반도 쟁 기”, “여성주의와 평화”, 

“평화운동과 시민 불복종”, “북한인권, 어떻게 근할 것인가”( 국인권활동가 회

비모임, 2003: 36). 이 제목들을 통해서 당시 평화권 모임이 다루었던 내용의 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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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엔 평화권이 반 운동에서 면 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평화권 

모임이 시작되고 권리로서의 평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활동가들에게 확산되어

갔다.26) 이는 국가가 독 한 안보 역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화권에 

한 문제의식이 시작되는 과정이었다. 평화권은 이후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  

투쟁을1 통해서 사회운동의 면에 등장하게 된다.

2)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저항의 권리

(1) 인권의 문제가 된 평택

2003년 11월 평택 팽성읍 일 의 토지가 미군기지에 수용된다는 방침이 발표

되자 평택 주민들은 책 원회를 결성하여 일방 으로 결정된 기지 확장 방침

을 철회하기 한 운동을 시작했다. 평택의 항에는 다른 군사 기지 련 문제들

과는 질 으로 다른 쟁 이 담겨 있었다. 바로 ‘ 략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이었다. 미국은 2000년부터 유사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분쟁지역에 

신속하게 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을 추진했다. 이 재배치 계획 속에서 주한미군 역시 ‘ 략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언 이 2003년 한미연례안보회의 공동성명에서 등장했다. 이는 

주한 미군의 성격이 기존의 붙박이 군에서 다른 지역에 개입할 수 있는 기동군으

로서 환을 의미했다. 이후 이루어진 평택 미군기지 확장 결정은 단순히 기지 

확장의 차원을 넘어서서 주한미군 체의 략  유연성을 확보하기 한 기지 

재배치와 집 을 한 것이었다. 때문에 평택 문제는 기지 확장 부지에 한 

주민들과 국방부 사이의 토지매입 문제를 넘어선 쟁 이 될 수밖에 없었다. 

략  유연성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의 분쟁에 개입할 경우 미국

26) 이 확산의 한 모습으로서, 이라크 반  운동 이후 평화운동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한 모색 속에서 평화권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평화운동가 김정식은 “평화를 

제도화된 인권의 권리로 고민해야 할 시 가 왔다. 권리로 인정된 평화만이 군사력을 

이용한 강압  시장 확장을 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참세상≫, 2004. 5. 10). 

인 평화운동의 경험이 제도  역에서 국가의 쟁과 폭력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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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도하는 쟁에 평택과 한반도가 휩쓸리게 될 가능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경주, 2009: 200~201). 평택 문제는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를 넘어서 쟁 

을 높이는 국가의 안보정책과 그것에 항하는 시민사회 간의 립으로 

확장되었다.

평화권은 이 속에서 등장했다. 사회운동은 이 문제가 해당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체의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평화권을 동원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  운동에서 심 인 역할을 했던 문규  신부는 “우리나라가 

화약고처럼 될 수도 있다. 주민들의 재산권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권까지 빼앗기

는 것 아닌가. 팽성읍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 지 은 평택주민들의 

시련으로 비치고 있지만 이는 한반도 평화가 달린 문제”라며 한반도 평화권이 

침해되는 문제로서 평택 사안을 규정했다(≪오마이뉴스≫, 2005. 7. 8). 한반도 

체의 평화권이 받게 되었다는 담론은 더욱 구체화되어갔다. “ 받는 평화

 생존권은 추리·도두리 주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침략 쟁에 강제되

지 않고 평화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평화  

생존권은 평택미군기지에 배치되는 신속기동군 형태의 주한미군에 의해 받

고 있다”라는 주장이 한 이다(≪ 시안≫, 2007. 2. 22). 정부의 략  유연성 

합의와 그것을 한 평택 미군기지 이 이 평화권을 침해한다는 논리 에서, 

정부의 결정은 ‘나쁜 결정’, ‘문제가 있는 결정’을 넘어서서 ‘인권’을 침해한 

결정으로 규정되었다.

정부는 보상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평택 사안은 주민과 정부 간의 ‘이해 갈등’

일 뿐이며, 주민들은 의매수의 ‘이해 당사자’라고 규정했다(국방부, 2006. 1. 

23). 이는 군사 기지 확장 문제와 련해서 오래 부터 반복되었던 립구도이기

도 했다. 이 구도 속에서 지 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사회운동은 기지 확장의 

불필요함이나 주한미군 자체의 부당성,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거권 등을 근거로 

삼아 항해왔다. 그러나 평택에서는 평화권을 통해 새로운 항의 담론이 등장

할 수 있었다. 토지 보장, 이해 갈등과 같은 임은 인권침해, 평화권 보장과 

같은 인권 임으로 바 었다. 이는 운동의 주체들이 평택 투쟁에 해서 

“보편성을 획득하는 투쟁으로 발 하는 성과를 남겼다. 소한 반미투쟁이 아니

라 모든 사람들의 평화  생존권을 지키기 한 투쟁 …… 보편  가치인 평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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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인권을 향한 투쟁”이 되었다고 평가했다는 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 시안≫, 2007. 2. 26).

평택사안에서 평화권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략  유연성이라는 구조

 요인과 함께, 평화권에 한 문제의식을 가져왔던 인권운동가들의 참여라는 

주체  요인이 존재했다. 평택 문제가 큰 사회  이슈가 되기 인 2004년부터 

앞서 언 한 평화권 모임의 인권운동가들은 평택에 결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당시 평택에서 진행되고 있던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다루는 강좌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평화권 모임에서 활동했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박석진은 평화권이 평택의 권리 강좌 속에서 자연스럽게 심 인 화두

가 되었다고 말했다.

…… 그때는 평택주민들이 촛불집회를 하고 있었고. 평화권 모임에서 와서 

헌법에 나타나 있는 주민들의 인권에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씩이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요청이 있어서 담당을 했었다. …… 처음에 매주 가서 주민들하고 헌법 

이야기를 하고 …… 평화권이 자연스럽게 심 으로 논의되었다. 낯선 측면도 

있었겠지만 평택 사안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라고 생각했다(박석진 인터뷰).

인권운동가들이 평택 사안에서 평화권 담론을 발시켰지만, 인권운동가들 

역시 평택을 통해 평화권이라는 권리를 온 하게 깨달아갈 수 있었다. 인권운동

가들은 2006년 평택 투쟁을 간 평가하는 워크 에서 “인권운동이 평택 싸움에

서 큰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더불어 평화 투쟁을 통해 인권운동이 자극을 받기도 

했다”고 평가하며 “평화  생존권의 제기”가 평택을 통해서 인권운동이 얻은 

가장 요한 성과로 꼽았다(≪참세상≫, 2006. 6. 14).

(2) 안보 영역을 여는 열쇠말, 평화권

그 다면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  운동 속에서 평화권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가장 크게는 앞서 언 한,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통해 운동의 임을 

환한 것이다. 사회 으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며, 제도 으로도 정착된 ‘인권’ 

임을 통해서 국방부의 이해갈등- 보상  논리를 반박했다. 인권 임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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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민들의 항은 인권을 옹호하기 한 싸움으로 표상되고, 국가의 강제 

토지 수용은 인권 침해 행 로서 규정되었다

그러나 더 주목해야 할 지 은 평화권이 가진 ‘권리’로서의 힘이었다. 이 

힘에는 안보 역에 한 민주  통제의 가능성이 담겨 있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성역이라 불리는 안보 역은 사회  통제 외부에서 고유의 폐쇄성을 

유지해왔다(이 훈, 2005). 안보 역의 폐쇄성이란 단지 정보의 차단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다. 안보와 생존을 동일시하고 안보에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폐쇄성의 진정한 사회  효과이다(구갑우, 2007: 20). 안보 최우선주의 속에

서 안보 역은 성역화 되어갔고, 안보 역이 사회  의제로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갔다.27)

평택에서 평화권은 바로 이 폐쇄 인 안보 역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폐쇄 인 권력정치의 역에 갇  있던 안보 문제를 평화권이라는 

권리 담론을 통해서 법과 공론의 역으로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이근 , 

2006: 205~206). 평택 투쟁에서 주도 으로 활동했던 인권운동가 박래군은 평택 

투쟁 속에서 안보 역이 침해하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가시 으로 드러낼 

수 있었으며, ‘침해된 권리’라는 상징을 통해서 효과 인 항이 만들어 질 수 

있었다고 말한다.

군사·안보 정책은 외교안보권력과 군부에 의해 독 되고, 그 결과 빚어지는 

기본권의 침해는 고스란히 민 의 몫으로 가되는 것이 재의 구조이다. …… 

평택 쟁기지 확장 지 투쟁의 경우 삶의 터 을 지키려고 나선 추리·도두리 

주민들이 권리 침해 당사자의 상징이 되었다. 이들의 쟁기지 확장 지 투쟁은 

단순히 강제퇴거에 반 하는 투쟁이 아니라 민 들의 평화  생존권을 지키는 

27) 안보 역의 폐쇄성은 폭력의 독  소유를 본질로 하는 근  국가의 일반 인 

양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경우는 한국 쟁과 분단, 군사독재라는 역사  

조건 속에서 형성된 강고한 군사주의가 그 폐쇄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부터 반공국가로서 쟁 비를 핵심 인 국가 정체성으로 삼아 

왔고(문승숙, 2007: 46~73), 국가안보와 그것을 한 군사력은 ‘ 선’으로 상정했다. 

이 선에 한 비 과 의문은 불온사상 혹은 이 행 로 취 당하며 억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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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투쟁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인권오름≫, 2007. 3. 14).

법학자 이경주는 평화권을 “평화를 하는 모든 국가에 한 방어권”으로 

규정한다(2006b). 이 방어권은 본질상 국가의 권리 침해에 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평택이라는 공간에서 등장한 평화권 담론의 ‘힘’은 평화

권의 침해를 근거로 략  유연성이라는 안보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방어권이 구조상 소극  권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침해된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주장은 결국 폐쇄 인 안보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사회가 개입

할 수 있는 틈새를 넓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이경주, 2008). 

평화권의 이러한 힘을 가시 으로 보여주는 로 평화권을 재 규범으로 활용

했던 사례를 들 수 있다. 2003년 이라크 병 결정(2003헌마255·256병합 원재

부), 2005년 략  유연성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결정(2005헌마268 원재 부), 

2007년 한미연합 시증원훈련(2007헌마369 원재 부) 등에 한 헌확인 청

구는 각각의 맥락은 다르지만, 국가의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인 평화권을 침해하

기에 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운동은 평화권을 통해 해당 안보 정책을 

법률 ·공론  장에 끌어내어서 개입의 틈을 열고자 했던 것이다. 

비록 각 청구들은 모두 각하되었지만, 법원의 이름으로 평화  생존권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헌법재 소는 

2006년 2월 ｢ 한민국과 미합 국간의 미합 국군 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

에 한 정 등｣에 한 결정에서 “오늘날 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 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 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한 

기본 제”이며 “달리 이를 보호하는 명시  기본권이 없다면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평화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언 했다. 평화권이 기본권으로서 공식화된 최 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2005헌마268 원재 부). 

그러나 2009년 6월 ｢“2007 시증원연습 등 헌확인”에 한 결정｣(2007헌마

369)에서 헌법재 소는 “평화  생존권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헌법의 이념 

내지는 목 으로 추상 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평화  생존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므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있었음을 제로 하는 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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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 법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면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28)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입장을 뒤바꾼 헌법재 소의 결정에 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자신이 인정한 평화권에 근거해 국가의 군사  결정에 

통제를 가하는(그 결정의 합헌성을 다투는)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헌법재 소 스스

로가 놀라 자신의 입장을 철회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역으로 

평화권이 가진 힘과 가능성을 확인시켜 다.29)

28) 9인의 헌법재   5인이 평화권을 부정했지만, 3인은 평화권이 기본권으로서 분명한 

가치를 가진다고 반 의견을 냈고,  1인은 소수의견을 통해서 평화권의 천부  

인권성을 강조했다. 헌법재 소의 결정 변경에 한 비  검토가 본격 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지만, 본 논문은 사회운동에 을 맞추고 있기에 변경의 이유로 제시된 

근거  ‘침략 쟁의 구별 불가능성’에 한 부분만 간략하게 확인하고자 한다. 2009년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평화권을 이 의 결정과 다르게 침략 쟁과의 계 속에서 

정의했다. “‘침략 쟁에 강제로 동원되지 아니할 권리’, ‘침략 쟁을 한 군사연습, 

군사기지 건설, 살상무기의 제조‧수입 등 쟁 비 행 가 국민에게 한 공포를 

래할 경우 련 공권력 행사의 정지를 구할 권리’”를 평화권이라 규정했다. 이어 

다수의 재 들은 특정 쟁이 ‘침략 쟁’인지, ‘방어 쟁’인지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한 쟁이라는 고도의 정치  단을 사법심사의 상으로 하는 것은 자제되어

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침략 쟁과 방어 쟁의 구별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시나 시에 한 국가비상 상황에서의 쟁 비나 선 포고 등 행 가 침략 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한 단은 고도의 정치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할 

상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부분일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해 법학자 오동석

은 헌법재 소의 결정이 침략 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5조 1항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선언이며, 헌법 수호의 최후라는 헌법재 소가 헌법 조문을 사문화한 것이라고 비 했

다(오동석, 2009). 결국 침략 쟁과의 계 속에서 정의되었던 평화권은 이 논리 속에서 

권리로서의 내용과 의미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쟁과 련된 결정들이 고도의 정치  

결정이기에 사법 심사를 자제해야 한다면, 이는 침략 쟁을 부인하는 헌법  가치가 

실 될 가능성을 사 에 배제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29) 헌법소원을 통해 정책의 헌무효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군사기지

의 침략  재편 등 반평화 인 국가정책의 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평화권을 

재 규범으로 활용할 수 있다(이경주, 2009: 207). 물론 재 헌법재 소의 결정들을 

본다면, 재 규범으로서의 평화권이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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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역에 개입할 수 있는 열쇠말을 얻게 된 인권운동은 평택 이후에도 

군사·안보 문제에 평화권을 통해서 개입해나갔다. 평화권모임에서 활동했던 정

용욱은 이를 ‘평택 이후’의 평화권이라고 표 했다.

좋게든 나쁘게든 평택문제가 합 되었다. 평택을 겪은 활동가들이 평택 이후에 

평화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했다. …… 운동의 성과 혹은 

운동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른 방식으로 펼쳐보고 싶었던 거다. …… 한미군사훈

련도 그런 평화권의 문제의식에서 나왔던 것이고. 이 까지 주목하지 못했던 

사안들이 평화권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인권사안이 될 수 있었다(정용욱 인터뷰).

정용욱의 이야기처럼 인권운동은 이 까지 자신의 역으로 다루지 않았던 

사안들에 해서 평화권을 매개로 인권운동의 입장을 내고, 연 하기 시작했다. 

인권운동가들은 2007년 한미연합 시증원훈련(RSOI)을 평화권의 문제로 근

했다. 기존 인권활동의 역으로 본다면 한·미 군사훈련에 인권운동가들이 목소

리를 낸다는 것은 어색한 일이었다. 그러나 평택을 통해서 평화권에 한 고민을 

심화시킨 인권운동은 “군사안보 정책에 한 권력 감시를 통해 재성을 획득하

고 침해되는 권리 역을 구체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평택미군기지확장 지

범국민 책 원회, 2007). 이 발화 속에는 군사안보 역 역시 인권의 언어로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인권운동가 박래군은 한미연합 시증원훈련

이 가져올 군사  긴장 계를 비 하며 “성역으로 남아 있는 안보문제에 해 

어떻게 ‘안보독 주의’를 깨고, 평화  생존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인권오름≫, 2007. 3. 14). 평화권이라는 인권을 지키기 해서 안보 역

에 한 시민사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가는 모습이었다. 

쟁과 평화, 안보의 문제는 폐쇄 인 권력정치 내부에서 결정되고, 그 결정은 

공포의 언어로 시민에게 강요되었다. 시민들은 다른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박탈

당했다(구갑우, 2007: 17~20). 그러나 이라크 병결정이 평화권을 침해한다며 

등장했던 평화권은 평택을 거치면서 ‘안보 역에 한 민주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시민의 권리로 구성되었다. 평화권은 2000년 의 실천을 통해서 반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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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부정책에 항할 수 있는 권리로 한국 사회운동 속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6. 결론

인권의 역사는 항의 역사 다. 항을 통해 인권이 확장되어가는 역사 다. 

기실 2000년  한국 사회운동은 다양한 항들이 ‘권리’와 ‘인권’의 이름으로 

구성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장애인들은 상버스 도입과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며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을 외쳤다. 철거민들은 인권으

로서의 ‘주거권’을 요구했으며, 양심  병역거부자들은 총을 내려놓겠다는 선택

이 하나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국제 인권 규범과 해외 사례가 이들의 주장에 

요한 근거가 되었지만, 새로운 인권이 등장했던 가장 근 에는 그 인권을 

간 히 필요로 하는 이들의 항이 있었다.30) 한국사회에서 평화권이 등장하고, 

항의 담론이 되어가는 과정 역시 그러했다. 결론에서는 앞서 살펴본 평화권 

담론의 형성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평화권의 형성이 한국 사회운동에서 

가진 의의를 평가해보도록 하겠다.

평화권이 한국사회에서 등장하게 된 과정은 두 흐름으로 나  수 있었다. 

첫째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압박에 한 항담론으로서의 평화권이다. 이 

속에서 평화권은 자유권을 심으로 한 기존의 인권 에 도 하면서 인권 내부

의 다양성을 주장했고, 평화권이 해되는 방식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순임을 드러냈다. 이 흐름은 인권 내부에 다양한 권리가 존재함을 강조한 

것을 넘어서서 ‘평화권 우선론’으로 나아갔다. 평화권 우선론은 기존의 인권 

담론에 평화주의를 핵심 인 가치로 포함시켰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 

30) 소수자들의 항이 왜 ‘권리’ 혹은 ‘인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가는 요한 

연구주제이다. 김도균은 “권리 개념은 권리라는 언어로 표 될 수밖에 없는 특정한 

사회  계를 반 한다”라고 말하면서 서구사회의 특정한 시기에 등장한 권리 개념이 

그 시기 사회구조를 반 하고 있다고 본다(김도균, 2008: i). 제도화의 요구와는  

다른, 스스로의 주장을 인권 담론으로 구성했던 사회운동의 흐름은 해당 시기의 사회  

구조 속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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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이후 북핵 실험 등이 벌어졌을 때도 일 된 평화권 

논리를 이어갈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반 평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평화권이다. 2003년 이라크 

반 운동의 흐름 속에서 평화권에 한 고민을 시작했던 인권운동가들은, 이후 

평택 투쟁에서 평화권을 운동의 담론으로 극 동원했다. 이 담론 속에서 구성된 

평화권은 폐쇄된 안보 역에 개입할 수 있는 ‘열쇠’로서 작동했다. 통 으로 

국방이나 안보 련 사안들은 법  통제나 사회운동의 개입이 극히 힘든 역이

었지만, 평화권을 통해 민주  통제의 ‘ 외’ 역으로 존재했던 안보 역을 

법과 공론의 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인권운동은 국가의 안보정책 때문에 

시민들의 평화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기존 인권운동

이 포 하지 못했던 국방·안보 역의 사안들에 평화권을 매개로 연 해나갔다.

새로운 권리의 등장에는 그 권리를 통해 새로운 항을 만들어가려는 이들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다. 평화권 모임에서 활동한 정용욱은 자신이 평화권을 고민

하고 이야기했던 내면  이유를 주어진 권리를 넘어서 새로운 권리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평화문제도 평화문제 지만, 출발 은 인권에 한 고민에 있었다. 무엇이 

인권이다 하고 규정을 내려버리면, 어떤 주어지는 것으로 느껴진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더라. …… 그래서 인권의 외연을 넓 가는 것들을 

모색했던 거 같다. 말이 쉽지. 어  보면 거 한 상식에 도 하는 것인데. 그 

상식을 넘는 새로운 권리의 범 는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아무튼 기본 인 문제의식은 그랬다. …… 단순히 자유권은 

이것이고 사회권은 이것인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권리옹호 차원을 

넘어서서 권리를 확장시키는 모색을 했던 것인데, 나는 그 부분을 평화권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한 것이다(정용욱 인터뷰).

그의 말처럼, 한국 사회에서 평화권 담론이 등장하고 발화되는 과정은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평화도 인권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거 한 상식

과 제도의 벽을 넘어서 새로운 인권이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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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쟁의 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권의 보장을 한 

필수조건임을 선언했다. 두 차례에 걸진 세계 의 폐허 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한 인류 지만, 그들이 곧장 맞이했던 것은 

냉 과 핵 쟁의 공포 다. 국제사회에서 평화권의 고민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했다. “평화를 원하거든 쟁을 비하라”는 지배 인 안보담론에 맞서 

“인류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외쳤다. 그러나 

차가운 핵균형의 국제정세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냉 은 해체되었지만, 여 히 기존의 국가 안보 체계는 개개인의 평화에 한 

양보를 요구했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평화권을 통해 더는 평화를 양보할 수 

없다고 항했다. 그러나 그 힘은 미약했다. 략  유연성에 바탕을 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정 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9년 헌법재 소는 이  결정까

지 뒤집으면서 ‘평화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할 실체  권리가 아니라고 결정했

다. 평화권모임 역시 그 활동이 단되었고, 사회운동 내부에서는 평화권에 한 

논의 역시 만큼 활발하지 않다.

다시 이 연구가 처음 던졌던 질문  하나로 돌아가 보자. 평화권은 과연 

‘인권’인가? 가, 왜 평화를 인권이라고 주장하는가? 박래군은 “학자들의 비

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가들의 외교  타 의 장인 유엔에서는 조약으로  

채택되기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평화권을 민 의 구체 이고 실질 인 항과 

해방의 무기로 바꾸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다(박래군, 2008). 2000년

 한국 사회운동 속에서 항의 언어로서 등장한 평화권. 이 언어 속에서 권리 

주체에 한 명확한 규정이나 권리 보장 메커니즘, 권리의 상과 같은 제도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평화권이 권리로서 작동하기 해 더욱 

요한 것들, 즉 평화권이 구를 한 권리이며, 왜 필요한 권리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을 박탈당한 이들이, 무엇을 보호하기 해 이 권리를 말하는지가 

2000년  한국 사회운동 속의 평화권 담론 속에 담겨 있었다. 이것은 새로운 

권리로서 평화권의 내용이 채워지는  다른 과정이다. 인권은 항이 이어지는 

곳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2011년 6월 30일 투고, 8월 19일 심사, 8월 22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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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Right to Peace, Human Rights from the 

Grassroots Up

Focused on ‘Right to Peace’ Discourses by Korean Social Movements

Lim, Jae-sung

The right to peace, one of Third-generation human rights, defines peace as 

inviolable rights. Although discussions on the issue have begu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early as the 1980s, it has failed to settle its stand on 

a substantiv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 yet. This unstable and unfamiliar 

idea, however, has been chosen as a tool of resistance by Korean social move-

ments. Who, and why do they insist peace to be a human right?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paper will review the discourses on the right to peace raised by 

Korean social movements in the 2000s, taking a sociological approach to the 

human rights formation process from grassroots up.

There were two major trends in the emergence of the right to peace in Korean 

society. The first stream appeared as a counter-discourse against the international 

society putting pressure on North Korea regarding human rights issues. People 

have penetrated the violence hidden beneath the surface of the pressure 

manipulated by America and others, and created a counter-discourse that such 

oppression is being enforced by violating another human rights. They criticized 

the contradiction lying in that offensive approach, made in the name of ‘human 

rights protection’, saying it is actually executed at the expense of the right to 

peace. It was emphasized that human rights were consisted of diverse rights, 

furthermore the right to peace should come to be a priority.

The second stream was generated through the experience of anti-war peace 

movements for Iraq. The movement have helped human rights activists develope 

a critical mind on the right to peace, which led to efforts to compose new 

discourses against the expansion of the US military base in PyeongTaek. They 

asserted that the “strategic flexibility”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Korean 

government and the attendant expansion of the US base severely violated the 

right of the people to maintain a peaceful life. These discourses have become the 

key to intervene the untouchable national security sector. That is because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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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is considered as a right, it opens up the possibility to draw the national 

security issues into the field of law and public debate.

The right to peace could emerge in Korean society by the efforts of those who 

tried to introduce new human rights and make alternative resistances. Through 

the work of analyzing these new discourses, this study could reveal who spoke for 

this right and why. It could be quite challenging to institutionalize the right to 

peace, and the social movement regarding this issue is not lively at this moment, 

but still it can be seen as the process of its formation. Human rights have been 

secured where voice of resistance existed, and so will the right to peace.

Keywords: Right to Peace, Human Rights to Peace, Third Generation of 

Human Rights, Pacifism, Social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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