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과연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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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북한의 제4차 핵 실험 이후 북핵 저지를 위해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
장이 나오고 있다. 2016년 3월 3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 존 커비(John Kirby)는 일간 브
리핑 시“He [the Secretary] wouldn’
t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there could be
discussions about a peace resolution of the armistice”
라고 언급하였다. 물론 이러
한 언급은 한반도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비핵
화의 수단이든 비핵화의 대가이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
지 않고 있다. 이미 지난 2005년 제4차 6자회담의 결과물인
‘9·19 공동성명’
제4항 1 은 직
접적으로 관련된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를 논의할 것을 선언했는데, 이 또
한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북한은 197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 이후 미국에 대하여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해 왔는데, 이는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2 이러한 북한의 전략
에 휘말리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평화협정 체결에
응할 수도 있다는 태도는 평화협정 체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
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본다면,‘평화협정’
이 과연 필요한지의 문제이다. 다
시 말해,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북한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평화협정이라 할지라도 과
연 필요한지의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국제법적
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이다. 본 이슈브리프는 개전 및 종전 개념에 대한 국제법 체
계 고찰 및 현 UN 체제 분석을 통해 평화협정 자체가 필요 없는 개념임을 살펴보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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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가 위험한 발상임을 환기시
키고자 한다.

2. 개전(開戰) 및 종전(終戰)과 관련한 국제법 체계의 변화
현재의 국제법 질서, 즉 국가들 간의 주권평등을 전제로 한 국제법 질서는 신교 국가들과
구교 국가들 간 30년 전쟁의 결과인 1648년‘베스트팔렌조약(Peace of Westphalia)’체
결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1648년 이전에는 전쟁의 목적 또는 전쟁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3
그 전쟁이‘정전( just war)’
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전 이론은 로마

시대 키케로의 저작 및 성 어거스틴의 저술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중세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구체적으로 집대성 되었다.4 정전 이론에 의하면 정당하지 않은 전쟁을 일
으킨 국가는 그 당시에는 합법적인 권리였던 전리품을 획득하거나 정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를 향유할 수 없었다.5
주권평등이 확립되면서 교황과 같이 전쟁이 정당한( just)지의 여부를 판단할 주체가 세속
정치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이는 국가 간의 관계가 전쟁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 없이 법적
으로‘전쟁’
관계와‘평화’
관계 두 가지로 나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제법의 아버지라 불리
는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비록 1648년 이전이기는 하지만) 1625년
《전쟁과 평화의 법(De Jure Belli ac Pacis )》이라는 유명한 책을 출간하였는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들 간의 관계에는‘전쟁’
과‘평화’
라는 두 가지가 존재함을 설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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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648년 이후 국가들은 국가의‘정책수단’
으로 전쟁을 택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스페인과 프랑스의 관계가 전쟁관계일 때도 있고, 평화관계일 때도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국가들은 전쟁 수행을 위해 정부 부처의 하나로 [오늘날의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에 해당하는]
‘전쟁부(Ministry of War)’
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평화관계에 있는 두 국가들
간의 관계가 법적으로 전쟁관계로 전환되는 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선전포고(declaration
of war)’
를 하였다.6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가 상상할 수 없었던 전쟁을 겪은 이후 전쟁과 관련된 국제법
체계는 조금씩 국가들의 무력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는데, 이 당시 이러한 변
화의 정점은 1928년‘부전조약(Pact of Paris 또는 Kellogg-Briand Pact)’체결이었다.
이 조약 제1조는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해 전쟁에 호소하는 것을 비난하고 다른 국가들 간
의 관계에서 국가의 정책수단 중 하나로 전쟁을 택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7 하지만

‘Pact of Paris’제1조는 전쟁을 정책수단 중 하나로 선택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였지 국
가들의 무력사용 자체를 불법화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쟁 자체가 금지되지는 못했다. 예
를 들어, (현 UN 체제에서는 불법이지만)
‘Pact of Paris’
체제에서는 전쟁관계가 아닌 평
화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타국의 국제법 위반에 대하여 무력으로 보복하는‘복구(reprisals)’
가 제한적으로 합법이었기 때문에 국가들이 노골적으로 전쟁을 자신의 정책수단으로 택하
지 않는 한 복구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무력을 사용할 수 있었다.8
제1차 세계대전보다 더욱 충격을 주었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UN 체제가 성립되었
고, UN헌장 제2조 제4항 9은 국가들의 무력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UN헌장은
국가들의 무력사용과 관련하여‘UN안보리 결의에 의한 군사적 조치’
와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의‘자위권 행사’
라는 두 가지 예외만을 허용하고 있다.10 이에 따라 1945년 이전에는
지켜야만 했던 합법적인 전쟁발발 순서[즉, 최후통첩(ultimatum) → 선전포고 → 개전]에
관한 논의 자체가 사라졌다. 개전을 위한 선전포고(또는 선전포고 이전의 최후통첩)는 현
UN 체제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현 UN 체제하에서 전쟁은 UN안보리 결의에
의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 또는 불법적인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로 발발할 뿐이다.
현 국제법 체계에서 전쟁이라는 용어 자체의 사용도 지양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만약 무
력사용 사태가 발생한 경우‘국제무력충돌(international armed conflict)’
과 같이 현재
의 사태를 전쟁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자 하는 용어가 선택되고 있다.11
합법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었던 1945년 이전에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법으로 평화협정
에
(Treaty of Peace) 체결이 자주 이용되었다. 평화협정 체결은 국가들 간의 관계를‘전쟁’
서‘평화’
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었다. 그러나 평화협정에 대응하는 선전포고
가 존재하지 않는 현 UN 체제하에서 평화협정 개념은 급속도로 원용되지 않게 되었다. 현
국제법 체계에서 전쟁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있는 점도 전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회피하게 하고 있다.12 2003년 이라크 전쟁 종전 이후에도 평화협정은 체
결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이라크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2003년 5월 22일 채택된 UN안보
리 결의 1483이 전후 이라크 체제를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처럼 UN 체제하에서는
UN안보리 결의를 통한 평화 체제의 건설이 촉진되고 있는데, 또 다른 좋은 예로는 1999
년 코소보 공습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채택된 UN안보리 결의 1244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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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전협정 및 평화협정 개념 분석
(1) 정전협정(또는 휴전협정)
가. 정전을 위한 수단들
합법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 이전, 특히 1928년 체결된‘Pact of
Paris’
와 같은 제한도 없었던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국가들 간의 관계가 전쟁 중일 때
일시적으로‘정전(또는 휴전)’
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무력사용의 중단(suspension of
arms)’
‘일반
,
정전(general armistice)’
‘부분
,
정전(partial armistice)’
등 세 가지 정도
가 있었다.13
‘무력사용의 중단’
이라는 개념은 특정 전장에서 부상병 후송, 전사자 매장 등을 이유로 매
우 짧은 시간 동안 무력사용을 잠시 멈추는 것을 말한다.‘일반 정전’
은 특정 기간 동안‘전
(whole)’군대 간에 그리고‘전(whole)’전선에서 적대행위(hostilities)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프러시아 간의 1871년 1월 28일 정전협정은 1871년 2월
19일(이후 2월 26일로 연장)까지 양국 간의 적대행위를 중지시켰다.
‘부분 정전’
은 해전(海
戰)의 중지와 같이 부분적인 차원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나. 1949년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 간의 정전협정
이스라엘의 건국과 관련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1948년 4월 23일
채택된 UN안보리 결의 48은‘팔레스타인휴전위원회(Truce Commission)’
를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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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1월 16일 채택된 UN안보리 결의 62는 정전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
다. 이 결의 62에 기초하여 1949년 2월 24일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정전협정을 체결하였
고, 이어서 이스라엘은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와도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
1949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정전협정은 정전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면에서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의 정전협정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정전을 유지해
야 하는 특정 기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정전협정 제12조 제2
항 14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이 정전협정은 양국 간 평화 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유효했다. 둘
째,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정전협정 제9조는 전쟁포로 교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
데 이러한 내용은 정전협정보다는 평화협정에 들어갈 내용이었다. 따라서 1945년 이후의
정전협정은 UN의 틀 내에서 평화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정전협정은 적
대행위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므로 이론적으로 종전을 의미하는 평화협

정 체결로 나아갈 수도 있고 역으로 전쟁의 재개를 의미하는 적대행위로 회귀할 수도 있
다”
는 고전적 논리에서의 이탈을 예고하였다.
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1953년 3월 5일 전쟁을 지속하고자 했던 스탈린이 사망하자 한반도에서 적대행위를 중지
시키기 위한 정전협정 체결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15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정전협정 체결 반대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다. 1953년 4월 21일 대한민국 국회는 통일을
막는 정전안을 미국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촉구했고, 5월 25일에는 송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군 포로들을 인도군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관리한다는 안에 대한 반대의 표시
로 한국군 대표 최덕신이 정전협정 협상 참석을 거부했다.16 이런 상황에서 1953년 6월 18
일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 석방을 명하였고, 이는 오히려 송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군 포
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같은 해 7월 27일 UN군 총사령관을 일방당사자 그리고 조선인
민군 최고사령관‘및’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타방당사자로 하는 정전협정이 발효되도
록 한 촉매가 되었다.17
대한민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유는 일반적으로“이승만은 단독북진이 불가능하
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국내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면서, 미국에 대
해서는 전쟁을 도발했던 공산주의자들을 상대로 한 정전협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만들어내는 협상전략을 구사했던 것”
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18 즉,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의 원인인 공산주의자들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전을 반대하
는 국내 여론에 부합한다는‘명분’
과 정전협정으로 인해 공산주의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라는‘실리’모두를 취하
기 위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19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도 1949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정전협정과 마찬가지로 한
정된 정전 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평화협정(또는 평화조약)
가. 종전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인 평화협정 체결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1945년 이전에는 국가들 간의 관계를 전쟁에서 평
화로 전환하기 위한 종전의 방법으로 세 가지가 논의되었다. 바로 적대행위의 단순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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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전멸(subjugation), 평화협정 체결이다.
‘적대행위의 단순한 중지(simple cessation of
hostilities)’
는 종전으로 판단하기에 다소 불확실한 면이 있었지만 1720년 스페인과 프랑
스 간의 종전, 1867년 프랑스와 멕시코 간의 종전 등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전멸 ’
은 단순히 상대국의 영토를 정복한 것을 넘어 상대국 전력을 완전히 제거한 것을 의미하는
데, 이후 상대국의 운명은 승전국의 의사에 달려 있었다. 즉,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패전국
의 국가성을 유지시킬 수도 있었고, 승전국에 병합시킬 수도 있었다. 1854년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독립국가가 되었던‘오렌지자유국(Orange Free State)’
은 보어 전쟁 이후 영국
에 병합되었는데 이는 전멸의 결과이다.
평화협정 체결은 1945년 이전에는 가장 흔한 종전의 방법이었다.20 아편전쟁의 종전을 알
린 1842년 난징조약, 청일전쟁의 종전을 확인한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 제1차 세계대
전 종전 이후 체결된 1919년 베르사이유조약은 모두 평화협정의 예이다.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 체결 이후 1945년까지 국가들은‘합법적으로’전쟁을 할 수 있었
기 때문에 전쟁관계를 평화관계로 전환시킬‘법적’수단으로 주로 평화협정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평화협정 제1조는 국가들 간의 관계가 이제 평화관계임을 선포하였는데, 1842
년 난징조약 제1조21가 대표적인 예이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의 승전국의 목표를 평화협정
제1조에 담기도 하였는데,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 제1조22는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완전
히 독립되었으며 자주국가임을 천명함으로써 향후 일본의 조선(대한제국) 침략에 대한 기
초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19년 베르사이유조약 제1부는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창설을 규정함으로써 집단안보체제의 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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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화협정의 특징 및 내용
평화협정은 종전을 위한 한 방법으로 특정 기간 동안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정전협
정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는 제1
차 세계대전 종전을 위해 1918년 11월 11일 체결된 정전협정이 1919년 6월 28일 베르사
이유조약 체결로 이어진 것이다.
평화협정에는 승전국 또는 패전국의 영토의 범위, 사면, 전쟁포로 교환, (평화관계 시 체결
한) 기존 조약들의 효력 재개, 배상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평화협정 체결 관행의 소멸
1945년 이후의 현 UN 체제하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들의 무력사용 자체가 불법화 되었

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 관행이 급격히 사라졌다. 현 UN 체제하에서는 제재(sanctions)
의 일환으로‘UN안보리 결의에 의한 군사적 조치’시 또는 불법적인 무력공격에 대응하는
‘자위권 행사’시 전쟁이 발발하므로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은 존재하지 않고, 따
라서 종전을 위해 평화협정이 체결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1973년 미국, 북베트남, 남베
트남,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간에 체결된
‘파리 평화협정(Paris Peace Accords)’
과 1979
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에 체결된 평화협정은 매우 특이한 예이다.
‘UN안보리 결의에 의한 군사적 조치’
는 UN헌장 제7장 제39조에 따라 UN안보리가 평화
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가 존재한다고 결정했을 때 취해질 수 있는데, 이 경
우 UN안보리 결의에 의한 군사적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와는 종전 시 평화협정을 체
결하지 않는다.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에 대해 같은 날 UN안보리는 UN
안보리 결의 660을 통해 평화의 파괴가 존재함을 인정했고, 1990년 11월 29일 결의 678
은 이라크가 1991년 1월 15일까지 관련 결의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쿠웨이트와 협력하
는 회원국들에게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군사적 조치를 예고하였
다. 1991년 1월 17일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은 이라크의 관련 UN안보리 결의 불이행에
대하여
‘사막의 폭풍 작전(Operation Desert Storm)’
을 전개하였고, 1991년 2월 27일 이
라크 부총리와 외교장관이 모든 관련 결의들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걸프 전쟁은
종결되었다. 그리고 UN안보리는 1991년 3월 2일 결의 686을 통해 종전을 확인하고 전쟁
포로 석방, 각종 지뢰 및 폭발물의 위치 제공과 같은 이라크의 의무 등을 부과하였다. 즉,
UN안보리의 군사적 조치 권한 부여를 통해 시작된 걸프 전쟁은 평화협정 체결 없이 종전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UN안보리 결의를 통해 끝을 맺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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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직후인 2001년 9월 12일 채택된 UN안보리 결의 1368은 테러행위를‘무력공격’
으
로 간주하여 테러행위에 대하여 미국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였
고, 이어서 2001년 10월 7일 미국과 영국은 오사마 빈 라덴의 인도 및 알 카에다의 축출
을 거부한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항구적 자유 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
을
시작하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2003년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가하였다.
2014년 5월 27일이 되어서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철군 선언을 하였고, NATO는 2014
년 12월 28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즉, 불법적인 무력공격에 대한 합
법적인 대응인 자위권 행사는 자위권 행사 종료가 종전을 의미하는 것이지 별도의 평화협
정 체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논의의 위험성
1950년 6월 25일 채택된 UN안보리 결의 82가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즉각적인 후퇴
를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전쟁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마찬가지로
‘자위
권 행사’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이어서 1950년 7월 7일 채택된 UN안보리 결의 84는 무력
공격을 받은 대한민국을 위한 회원국들의 군사적 원조를 결정하였다. 즉, 한국전쟁의 원인
이‘불법적인’북한의 침략이었기 때문에 현 UN 체제하에서 한국전쟁은 종전을 위해 평화
협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는 주장은 전쟁이 합법일 수 있었던 1945년 이전의 국제법적 사고에 불과하다.
1945년 이후의 평화협정의 대표적인 예로 많은 이들은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1973년 1월 27일 미국, 북베트남, 남베트남,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간에 체결된‘Paris
Peace Accords’
를 들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의 성격을 미국 및 남베트남의 자위권 행
사로 보았을 때 종전을 위해 평화협정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미국은 출구전략의 일
환으로 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불필요한 평화협정 체결이 오히려 평화를 가져
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이 한반도에 평
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평화협정에 들어가는 내용이 역으로 평화를 해칠
수 있다는 1973년‘Paris Peace Accords’
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남베트남의 소멸을 초래한 1973년‘Paris Peace Accords’
에는 몇몇 독소조항들이 있었
다. 이 조약 제4조23 및 제6조24는 미국이 남베트남에 군대를 주둔시킬 근거를 상실시켰다.

08

그리고 제9조25는 남베트남에서의
‘민족자결권(people’
s right to self-determination)’
행
사를 강조함으로써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병합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즉,
미국이 철군한 상황에서 1973년
‘Paris Peace Accords’
의 민족자결권 개념이 강조되었을
때 남베트남의 병합을 민족자결권 행사로 호도할 수 있었다.
1973년
‘Paris Peace Accords’
의 예에서 보듯 만약 1953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
체된다면 평화협정에 북한의 핵 개발 포기 또는 한반도 비핵화가 명시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한미군 철수 또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민족자결권 존중 등이 포함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국가들의 무력사용이 불법화 된 현 UN 체제하에서 한반도가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쟁상태
에 있고 따라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70여 년간 유지되어온 국제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오해다. 국가들의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요람 딘스타인(Yoram Dinstein)도“만약 정전협정 체제가 비정상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한
반도의 경우에 적대행위가 재개된다면 이는
‘새로운’
전쟁의 시작일 뿐”
이라고 언급했다.26
한반도는 법적으로 별도의 평화협정 체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포기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북한 간에‘실질적인’평화 상태가 존재
한다면 자연스럽게 미국은 북한을 국제법적으로 국가로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 할 것
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평화협정 체결이 평화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포기
등‘현상의 변화’
가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대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대
북한의 문제이며, 북한은 국제사회에 대한 자신의‘의무’
인 핵 포기를 대가로 미국과의 평
화협정 체결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평화협정도 조약이고 이에 대한 위반은 국제법
위반이 되므로 굳이 미국 또는 대한민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평화를 법
적 틀 안에 놓을 이유가 없다. 만약 주한미군 철수 또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등이 국제
법상 의무가 된다면 평화협정 체결이 우리에게 더 큰 안보 부담을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
지게 되는 것이다.

5. 나가며
현 UN 체제하에서 국가들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인‘UN안보리 결의에 의한 군사
적 조치’
와‘자위권 행사’
는 무력을 먼저 사용한 국가의 불법적인 무력사용을 상정하고 있
다. 따라서 국가들의 관계를 법적으로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시켰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종전은 현 UN 체제와 합치하지 않는다. 1945년 이후의 관행도 전쟁이라는 용어의 사용 또
는 평화협정 체결을 최대한 회피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945년 이후 체결된 평화협정의 대표적인 예인 1973년 미국, 북베트남, 남베트남, 남베
트남 임시혁명정부 간에 체결된‘Paris Peace Accords’
는 평화협정이 오히려 법적 틀 안
에 현상의 하나인 평화를 가두어 놓음으로 평화가 궁극적으로 구축될 수 없음을 증명하였
다. 현 UN 체제하에서 법적으로 필요가 없는 평화협정을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수단이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 국제법 체계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평화협
정에 들어가는 내용이 오히려 평화를 해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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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포기 등을 통해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가 조성된다면 이는 북한이 UN안보리
결의 1718, 1874, 2094, 2270 등 관련 UN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가 구축되었을 때 UN안보리는 한반도에 이미 평화가 구축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새로운 UN안보리 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 이것이 현 UN 체제
에서 법적으로 한반도가 평화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법적 행위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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