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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 NEWS

[여성신문]�청년외교,�평화를 품다

제3기 청년외교살롱 아카데미

[여성신문]�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전통적인 정부외교를 보

완하는 공공외교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

데 여성 및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

한 아카데미가 개설됐다.

� �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공외교

리더십을 주제로 (사)여성평화외교포럼

이 지난 9월 1일 시작한 ‘제3기 청년외

교살롱’이 청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

고 있다.

� �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에서 진행된 김원수 전 유엔사무차장의

강의에는 준비한 의자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몰려 관심을 나타냈다.�

유엔의 역할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의 실현 방안 등에 대한 문답과 함께

난민에 관한 질의 응답이 주를 이뤘다.

� � �포럼 측은 아카데미에 대해 “청년들

이 공공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 � �갖추고 일상에서나 공적영역에서 분

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간의 우의,�신뢰,�협

력을 쌓아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

화지평이 그만큼 확대될 수 있다는 소

박한 믿음에서 비롯됐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에게 ‘시민이 공공

외교관’이라는 인식을 고양시키는 동시

에,�한반도 및 동북아의 분쟁을 예방하

고 평화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민간 외

교역량 및 평화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다.

� �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는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자국

의 역사,�전통,�문화,�예술,�가치,�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

뢰를 회복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

시키고,�자국의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

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

을 높이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 � �이후 강사로는 △이현숙 민주평화통

일자문회의 여성부의장 △김영후 휴먼

인러브 이사장 △김효은 글로벌녹색성

장연구소 사무차장 △이미경 한국국제

협력단 이사장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 � �포럼 측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본

포럼의 중심의제인 여성,� 평화,� 안보

(WPS� agenda)� 및 공공외교가 더 확

산되고 이행이 촉진되어,�한반도의 평

화와 통일의 길을 열고 동북아 평화를

여는데 여성과 청년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청년외교살롱은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두 차례가 개최되어 약 60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2018년에는 아카데미

프로그램 외에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발표하는 청년포럼과 국제캠페인이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어,� 이번 기수에 만

해도 전국에서 약 80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 � �

� 김원수 

 유엔사무차장과 유엔군축

고위대표를 엮임하였으며, 

현재 세계시민교육의 대표

국제단체인 반기문세계시민

센터 이사로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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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WHO

제3기 청년외교살롱 교수진

 •일시 : 2018년 9월 15일 15:00-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제 : 薪동북아질서 시대와 공공외교
 •경력 : 반기문 세계시민센터 이사
 •경력 : 前 유엔사무차장 겸 유엔군축고위대표
 •경력 : 前 외교통상부 장관 특별보좌관
 •경력 : 前 대통령비서실 외교통상비서관

 •일시 : 2018년 9월 29일 15:00-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제 : 유엔안보리 결의안(UNSCR) 제1325호 및 제2250호
 •경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부의장
 •경력 : 2018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경력 :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경력 : 前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일시 : 2018년 10월 6일 15:00-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제 : 민간외교대사와 글로벌 파트너십
 •경력 : 휴먼인러브 이사장
 •경력 : 유엔세계평화의날 한국조직위원회 조직위원
 •경력 : 2015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경력 : 前 국민투자신탁 

 •일시 : 2018년 10월 27일 15:00-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제 : 국제기구 진출과 가능성
 •경력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차장
 •경력 : 前 주세네갈 대한민국대사관 대사
 •경력 : 前 OECD 대한민국대표부 무역환경공동회의 부의장
 •경력 : 前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예산운영위원회 의장

 •일시 : 2018년 11월 10일 15:00-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제 : 공공외교와 국제개발협력
 •경력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경력 : 前 민주당 국회의원
 •경력 : 前 제4차 유엔 세계여성회의를 위한 한국위원회 공동대표
 •경력 : 前 한국여성단체 공동대표

 •일시 : 2018년 11월 30일 17:40-19:40
 •장소 : 법무법인 나우리 컨퍼런스홀
 •주제 : 공공외교와 청년의 역할
 •경력 : 국립외교원 교수
 •경력 : 前 한국국제교류재단(KOICA) 공공외교부 부장
 •경력 : 前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원
 •경력 : 前 연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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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PD� PHOTOS

여성평화외교포럼(WFPD)�활동사진

여성평화외교포럼

Web.�www.1325korea.org� � � Tel.� 02-353-1325� � � Email.� 1325wf@naver.com



세계는 국가와 민족을 넘어 상호 긴밀

하게 연결된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촌의 개인

들은 일국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세계

시민으로서의 사명감도 갖아야 합니다.�

� � �여성평화외교포럼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참여자들이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행

위능력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청년외교

살롱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본 프로

그램에 성실히 참여한다면,�여러분들은

분명 분쟁예방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외교적 지식과 경험을 쌓

을 수 있을 것입니다.

� � �공공외교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 모

두가 외교관이라는 인식을 갖고 국가

간의 우의와 신뢰,�그리고 협력 증진에

기여할 때,�다시 말해,�세계시민의식과

공공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

추고 일상에서나 공적 세계에서 협력과

신뢰와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 정진

하게 될 때,�개인과 사회의 행복한 미

래,�나아가 분단 해소와 평화로운 한국

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가 저희 포럼

과 함께한다면,� 평화로운 사회를 향한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을 것

입니다.

� �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이 성공적으

로 개최될 수 있게 아낌없는 후원을 해

주신 문국현 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

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뉴패러

다임인스티튜트와 여성신문사에도 감사

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낙균 이사장

청년외교살롱 05

CHAIRWOMAN’S� GREETING 

환영사

안녕하세요?�청년 여러분.�여성평화외

교포럼에서 주최하는 ‘제3기 청년외교

살롱’�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

니다.�저희 포럼은 한반도는 물론 지구

촌의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 여성과 청

년들이 평화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평화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아직까지도

분단국가로서 잠재적인 전쟁의 위협 속

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

은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평화로운

방법으로 분쟁을 예방하고,�해결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그래야 한반도는

물론 인류의 공존과 번영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유엔안보리는 2000년에 <여성․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를 채택하면

서,�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모든 의사결정에 여성을 참여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 또는 전후에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것을 모

든 정부와 시민사회에 촉구했습니다.

� � �저희 포럼은 이 결의안을 지지하며

여성과 청년들이 이와 같은 과정에 적

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외교를 강화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 �오늘날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신낙균 이사장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기독교학을 전공한 뒤,� 미국으로 건

너가 예일대학교에서 종교학 석사학

위를 취득하였으며,� 조지워성턴대학

교에서 교육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

다.� 한국여성유권장연맹 회장,� KBS�

이사,� 아름다운가게 이사를 엮임하였

으며,�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하여 당선되었다.� 그 이후 문화관광

부 장관을 엮임 하는 등 정치,� 문화,�

그리고 외교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현재에는 여성평화외교포럼 이

사장직을 맡아 글로벌 평화활동을 전

개하고 있다.

경력(Career)

여성평화외교포럼 이사장 
前�문화관광부 장관

前�민주당 국회의원

前�프로보노코리아 이사장

前�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前�관광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육(Education)

조지워싱턴대학교 교육학 박사과정 수료

예일대학교 종교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 학사

생각의 나무

제3기 청년외교살롱

PROFILE

신낙균 여성평화외교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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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LUMN

유엔안보리 1325�이야기

� � �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전쟁은 언제나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왔다.�현대 분쟁

으로 올수록 그런 양상은 더 심해졌다.�

전쟁을 일으키고 전투원으로 참가하는

여성들은 소수인 반면,�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받는 여성들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성폭력은 때로 정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쟁 전술

(또는 전쟁 무기)의 하나로 조직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 �현대 분쟁에서 부상자의 90%가�민

간인이고 이들 중 다수가 여성과 어린

이들이다.�전쟁을 겪은 사회에서 여성

들은 매우 특수하고 극단적인 형태의

성폭력에 직면할 수 있다.�가족을 돌보

고 부상자를 돌보는 여성들은 사회 인

프라가 파괴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

는다.�또한 가족을 살리고 부양하기 위

해 성폭력에 내몰릴 수도 있다.�

� � �분쟁이 종식된 후까지도 원치 않은

임신과 전염된 성병,�오명 등 성폭력의

영향은 지속된다.� 성폭력 자체가 광범

하게 지속 될 수 있으며 분쟁의 결과로

더 증가할 수도 있다.�차별과 불평등한

법과 함께 성폭력은 여성이 교육받을

기회를 막을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자

립할 수 없게 만들고 거버넌스와 평화

구축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여성은 비공식적으로 분쟁해결

에 기여하더라도 공식적인 평화과정에

는 여성 대표직을 거의 갖지 못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화협상에 참가한

여성은 8%미만이며 서명자로는 3%미

만의 여성이 참여했으며 유엔이 후원하

는 평화회담에 수석 중재자로 임명된

여성은 한명도 없었다.� 이와 같은 여성

배제는 성폭력이나 젠더에 기초한 폭력,�

여성의 권리,� 분쟁 후 책임과 같은 문

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도록 만든다.�

� � �전쟁과 무력분쟁을 해결하고 평화가

지속되게 하려면 모든 사람의 요구사항

(needs)과 관심사(concerns)를 헤아리

는 것이 중요하다.�평화와 안보와 관련

해서 여성들은 평화과정(peace� process)

에�반드시 여성과 젠더시각(women� and�

gender� perspectives)을 포함시킬 것;�

여성들의 요구사항과 관심사를 반드시

고려할 것;�무력분쟁이 여성과 남성에

게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드

시 언급할 것;�등을 강조해 왔다.�여성

들은 무력갈등상황에서 조직적으로 공

격 대상이 되어왔고 평화과정,� 갈등이

후 재건과정에서는 으레 의사결정 기회

에서 제외돼 왔기 때문이다.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와

2250호와 공공외교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 � � -�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는 평화

과정에서 여성 배제하는 것이 여성의

권리와 배치되며 의사결정에 여성과 젠

더 관점을 포함시키는 것이 지속가능한

평화의 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인정

하기 시작했다.� 이런 국제사회의 뒤늦

은 인정은 유엔 안보리가 2000년 10

월에 여성,� �평화,�안보에 관한 안보리

결의 1325호(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Women,� Peace�

and� Security:� UNSCR� 1325� 또는

WPS�의제)’를 채택함으로써 공식화되

었다.�이 역사적인 결의안은 특히 무력

분쟁 속의 여성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분쟁 해결과 평화구축에 관한 모든 수

준의 의사결정에 여성을 참여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

� � � -� UNSCR� 1325의 의의

� � �안보리 결의안 1325는 여성,�평화,�

안보에 관한 첫 번째 결의문으로서 안

보리 역사상 전례가 없는 역사적인 여

성관련 결의문이다.�이 결의문은 인류

최초로 ‘여성에 대한 전시 폭력’을 국제

안보 이슈(an� international� security�

issue)로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여성과 젠더 이슈가 국제 평화 및 안보

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국제,� 정치적으

로 중요하게 인정한 것이다.� 결의문

1325는 전쟁(분쟁)이 여성과 여아들에게

미치는 극심한 영향을 다루고 분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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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는 평화과정에서 여성 배제하는 것이 여성의 권리와 배치되며 의사결정에 여  
      성과 젠더 관점을 포함시키는 것이 지속가능한 평화의 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국제사회의 뒤늦은 인정은 유엔안보리가 2000년 10월에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안보리 결의 1325호를 
채택함으로써 공식화 되었다.  

방이나 평화.안보 활동에 여성의 참여

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인 국제법적 틀이다(a�

landmark� internat ional � legal�

framework).� 1325는 무력분쟁이 여성

에 끼치는 아주 특별한 영향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예방,�평화유지,�

분쟁해결,� 평화-건설에 대한 여성들의

기여도가 저평가되고 활용되지 못했다

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또한 여성들이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평화,안보 분야에

전면적으로,�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2000년 10월 31일

은 여성인권이 또 한 단계 전진하는 날

이었다.�

� � �국제 평화와 안보유지에 책임 있는

핵심기구로써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정책결정 시 젠더문제를 언급하고 여성

들의 우려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여성,�평화,�안보에 관

한 안보리 정책은 국제수준으로부터 지

방수준(local� level)에 이르기까지,�유엔

과 같은 정부 간 기구로부터 국가수준

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유엔 안보리는 결의문 1325�

의제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추가결의

문 7개를 다시 채택했다.�추가 결의문

1820(2008),�1888(2009),� 1889(2009),�

1960(2010),�2106(2013),� 2122(2013),�

2242(2015)�등이 그것들이다.�이것들

은 모두 유엔에서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업무를 다룰 때 하나의 표준

(framework)으로 기능하고 있다.

� � �이와 같이 결의문 1325는 국제사회가�

마련한 국제여성평화기준으로서 누구나

여성․평화․안보.�이슈를 다룰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세계적 표준(global�

norm)이다.�개인,�엔지오,�정부와 국제

기구들이 분쟁,�평화,�안보의 모든 분야

에 여성의 참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강령(a� platform)이다.�따라서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1325와 관련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것

인지를 물을 수 있게 되었다.�각�정부

는 결의안 1325의 이행을 위해 무슨

정책을 펴고 있는지 물을 수 있다.�세계�

여성단체들 및 평화단체들과 함께 우리

는 한국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들이

1325국가행동계획을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게 만들고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 � �안보리는 이 결의를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유지를 위해서는 분쟁 피해자

(victim� of� conflict)인� 여성을 보호하

는 일과 동시에 평 화 구 축 자

(peace-maker)인�여성지도력을 광범하

게 참여시키고 그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일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분쟁

지역의 여성인권을 보호하는 일과�평화․
안보 문제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이슈가 여성․평화․안보 의제

(WPS� agenda)의 큰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는 여성

들이 전면적으로 참여할 때라야 지속가

능하며(sustainable),�평화는 성 평등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이다.�요컨대 ‘여성 없이 평화 없다(No�

Women,� No� Peace)’는 국제사회의 공

통된 인식 표명이라 할 수 있다.�여성들

은 이 결의안을 통해 마침내 평화․안보�
이슈에 젠더관점을 반영하고 통합시킨

획기적인 결과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여성운동의 결과물

결의안 1325�통과에는 안보리회원국들과

리더들을 비롯하여 유엔안보리 내의 중

요한 지지가 필요했다.� 뱅글라데쉬의

안와룰 초더리(Anwarul� Chowdhury)�

대사와 2000년 안보리 위원장인 남미

비아의 마틴 안자바(Martin� Andjaba)�

위원장의 노력이 컸다.�또한 여성 개인

들과 여성단체들의 단합된 노력이 중심

역할을 했다.� 신디아 콕번(Cynthia�

Cockburn� (2007:139))�은 이 노력에

참가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작성하면

수백,�혹은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 썼

다.� 그리고 뉴욕의 유엔 플라자에서부

터 많은 전쟁경험국가들의 킬링필드에

이르기 까지 광범하게 퍼져있는 여성들

의 연대망이 있었다고 썼다.�특히 중요

한 한 연대망은 WILPF가�조직한 국제

엔지오 그룹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여성과 무력 분쟁 코커스(the�Women�

and�Armed� Conflict� Caucus)’라 불렀

다.� 이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과 함께

준비작업,�외교 및 로비활동,�결의안 초

안과 수정작업,�유엔 구조 내에서의 여

성들의 주창 강화 등의 활동을 폈다.�

코커스 회원들은 뉴욕에 있는 각국의

주 유엔 대표부에 정보문서를 발송하고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문서(crib�

sheets)도 개발하고 전문가 명단도 제

공했다.� 결과문서인,� 안보리결의안

1325는 수많은 수정작업을 거쳤지만

거의 전적으로 시민사회 작업의 결과물

이었다.�이 모든 작업에 참여한 행위자

들은 정말이지 처음으로 거의 모두가

여성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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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R� 1325의 4기둥>

1.�참여(Participation):�평화.안보 이슈 의사결정에 여성의 전면적 참여 요구

� � -�국가,�지역(regional),�국제 기구들의 의사결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할 것.

� � -�분쟁의 예방,�관리,�해결을 위한 기구들의 의사결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할 것.

� � -�평화유지활동에 여성 참여를 확대할 것

2.�보호(Protect):�분쟁 시 여성과 여아들 보호와 그들의 권리 존중

� � -�무력분쟁 및 분쟁 후 상황 여성과 여아를 보호할 것

� � -�난민촌과 같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성과 여아를 보호할 것

� � -�평화유지활동 상황에서 여성과 여아를 보호할 것

� � �

3.�예방(Prevent):�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조치 촉구�

� � -�국제법 위반에 책임 있는 자들을 기소할 것.

� � -�국내법으로 여성의 권리를 강화할 것.

� � -�여성들의 평화활동과 분쟁해결 과정을 지원할 것.�

� �

4.�구호와�복구(Relief� and�Recovery)� :�구호와 복구 시 여성의 필요사항 고려 �

� � -�난민 캠프가 민간인 지역이고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곳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존중할 것.

� � -�난민 캠프와 정착촌을 설계할 때 여성과 여아들의 특수한 필요사항을 고려할 것.

� � -�송환,�재정착,�재건사업과 재통합과정 등에 여성들의 특수한 필요사항을 고려할 것.

유엔안보리 2250�이야기

유엔 안보리는 2015년 12월 9일 또 하

나의 획기적인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다.

청년들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수준의 의

사결정에 청년 대표를 늘릴 것을 촉구

하는 “청소년,�평화,�안보”에 관한 안보

리 결의 2250호를 만장일치로 채

택했다.� � �

� � �이 결의는 젊은이들 사이에 극단주

의 경향이 발흥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아래

모든 회원국들이 모든 의사결정에 청년

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게 할 것을 촉구

하고 있다.� 여기서 청년은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이로 규정하고 이 청

년들이 평화과정과 분쟁해결에 유의미

하게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치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 � �안보리는 오늘날 청년세대는 세계인

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을 인정하고 이들이 난민과 실향민처럼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민간인의 다수를� �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 � �그러나안보리는테러리스트와그지지

자들이 점점 더 많은 인터넷을 사용해

청년들을 유인하고 테러행위에 가담시

키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

고 회원국들이 단합해서 테러리스트들

이 선진기술을 이용할 수 없게 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 � � �안보리는 청년들이 포용정책이 정

착하게 되면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인구 배당효과

"를 나타내기 때문에,�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정의와 화해에 기여하는 일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

하고 있다.�

� � � � �안보리는 테러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서사들에

대한 대응책을 개발하는데 지역사회와

엔지오들을 참여시킬 것을 회원국들에

게 권고하고 있다.�또한 회원국들이 폭

력적인 극단주의를 퍼트리게 하는 조건

들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가족,�여성,�종교,�문화 교육�

분야 리더들 및 기타 분야의 시민단체

들에 대한 역량강화와 폭력적인 극단주

의 대응에 맞는 맞춤형 접근도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 � � � �

� � �또한 이 결의문은 청년들을 주변화

시키는 것은 본국송환,� 정착,� 재건 등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데 해가 되

기 때문에 협상과 평화조약 이행 시 청

년을 참여시키고 그들의 견해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

� � �이 결 의문 은 전문과 참여

(participation),�보호(protection),�예

방 ( p r e v e n t i o n ) , � 파트너십

(partnerships),� � 동원해제와 재통합

(disengagement� and� reintegration),�

5개 기둥으로 구성돼 있다.�

� � �이 결의문은 청년,�평화,�안보에 관한�

최초의 안보리 결의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 변화의

주체가 되는 청년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UNSCR� 2250은 폭력

적 극단주의와 싸우고 있는 요르단 왕

자와 공론들,�그리고 2015년 8월 요르

단 암만에서 열린 청년,� 평화,� 안보에

관한 글로벌 포럼(The� Global� From�

on� Youth,� Peace� and� Security)의 노

력으로 채택되었다.� 요르단 하시미테

왕국 주최로 열린 2015�글로벌 포럼에

는 분쟁 예방과 영구적 평화구축을 위

해 청년들과 함께 뭉치기 위해 만난 청

년들,� 청년단체,� 엔지오,�정부,�유엔기

구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이 포럼

에서 암만 청년 선언문(Amman�

Youth� declaration)을 채택하고 안보

리가 청년,�평화,�안보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그리고 이 선언

문에서 국제사회가 청년들과 파트너가

되어야 할 주요 분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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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자연재해로 난민도 크게 늘어

농르플루망((nonrefoulenent)원칙 중요

“반대 의견 당연...�건강한 논의 필요”

난민은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다.� 유

엔난민기구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전 약 2000만명에서 2016년

6500만명으로 몇 년 새 급증했다.�사

상 유래없이 빠르게 난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유입된 국가는 물론 국제기구인

유엔(UN)에서도 고민이 깊다.� 한국은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2년에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예멘

난민이 유입된 올해에야 사회적 이슈가

됐다.

� � �유엔에서 고위직으로 10년간 국제

외교 무대의 중심에 있었던 김원수 전

유엔사무차장은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15일 여성신문과의 인터

뷰에서 그의 입장은 단호했다.� “한국이

공적개발원조도 늘려야 하고 난민 문제

에 대해 우리 국민이 보다 열린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는 것이다.

김 전 사무차장은 30여년 간 외교부에

서 외교관으로 공직 생활 후 2007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명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 비서실 차장을 맡게 됐

다.�이후 유엔 고위군축대표 등 요직을

섭렵 후 2017년 10년간의 유엔 국제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반 총장을

빼면,� 2003~06년 세계보건기구

(WHO)�사무총장을 지낸 아시아의 슈

바이처 고 이종욱 박사에 이어 한국인

이 유엔에서 맡은 최고위직이다.� 지난

8월 주영국대사로 부임한 박은하 대사의�

남편이기도 한 그는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적개발원조(ODA)�늘려야

유엔은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됐다.� 이재민을 포함한 난민과 관

련해서는 분쟁과 자연재해로 오갈 데

없는 이들을 정부가 회복되거나 다른

단체에서 구호가 시작되기 전 긴급 구

호에 나선다.

� � � “1억명 이상을 먹이고 있다.�전세계

70억명 중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다.�유엔이 활동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에서는 수해가 나면

대책이 없다.� 1인당 GNP� 1000달러

<글로벌 리더와의 만남>

김원수 前�유엔사무차장

이하의 국가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자기�

국민을 구호할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못하는 단체가 못하는 일을 유

엔이 하고 있다.�시리아 내전이 7년째

이어지고,�예멘 내전도 계속되고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재민도 늘었다.�그런�

사람들을 돕는 예산이 늘어야 하는데

각국의 공적원조는 턱없이 부족하다.”

� � �그는 유엔에 근무하던 당시 한국 정

부에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리기 위

해 노력을 기울였다.� OECD국가들은

GDP의 0.3%�이상을 ODA에 쓰고 있

는데 우리는 절반 수준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예산의 0.25%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 � � “ODA�예산 총액도 적지만,�우리가

발전할 때 외국 원조에 거의 의존했던

만큼 이제는 돌려줘야 한다.�단지 그들이�

못 사니깐 돕는 것도 있지만 중국은 아프

리카를 기회의 땅이라고 해서 적극적

으로 돕고 있다.�아프리카는 워낙 기반이�

낮으니 8%�씩 성장했다,�자원도 가장

많다.� 사람들을 돕고 선의를 축적하는

것이우리마음도행복하게하지만나중에�

그 나라들과 일을 할 때 자산으로 돌아올�

거다.�단순히 자선이 아니라 투자다.”

� � �인류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를 해결하기에 쓰여야할 ODA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저개

발국가나 난민 보호 등 같은 직접적인

비용 외에도 유엔이 2015년도에 설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7개를 이행

하기 위한 비용만 해도 엄청나다.�성평

등은 그중 5번째다.� “SDGs에 사람,�환경,�

번영,�평화,�파트너십 등의 목표가 들어

있다.� 하나뿐인 지구를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파괴하면서 인류 숫자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니 미래 세대의

삶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

난민 심사 위한 전문인력 확충해야

난민은 잘 사는 나라에만 가는 게 아니다.�

김원수 전 사무차장은 요르단의 사례를

김원수 전 유엔사무차장 겸 유엔군축고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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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우리가 난민에 대해 얼마나 소극

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전했다.

� � � “요르단에 입국한 시리아 난민의 숫

자는 130만명에 이른다.�인구가 1000

만명인 국가에 난민이 10%가�훌쩍 넘

는다.�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지만

인접국이고 같은 아랍국가이다 보니 계

속해서 유입되고 있다.� 난민캠프에서

다 수용할 수가 없다보니 일반 국민이

자신의 집에 방 한 칸을 내주기도 한

다.�난민을 위해 학교를 지을 수는 없

으니 학교에서 수업을 늘려서 난민 아

이들을 가르친다.”

� � �요르단은 이웃국가이고 종교가 같아

동질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사례

라고 보긴 어렵다.�난민으로 인한 국내

갈등은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오래

전부터 겪어온 문제로 어느 사회든 쉽

지 않은 일이다.�거부감과 저항,�갈등이

당연히 발생한다는 것이다.

� � � “최근 참가한 오스트리아의 포럼에

서도 난민 문제가 반 이상이었다.�우리

사회도 예멘 난민 문제로 인해 토의가

촉발됐고 미래의 먼 남의 문제로 생각

하다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느

끼게 해줬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바람직하고 반대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토론

이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진행돼야 한다

는 거다.� 서로 비난하고 공격할 필요

없다.�생각과 관점의 차이다.�다른 의견

은 입막으려 하고 인격적 비난을 하는

일종의 언어폭력은 고치면서 더 성숙해

져야 한다.”

� � �난민 유입에 대한 그의 입장은 “전

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6·25�전쟁 후 국제사회 도움으로 일어

섰고 우리가 피난민이 되기도 했고,�발

전 과정에 해외 이민도 많이 보냈던 과

거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면

서 한국사회가 난민이 처한 상황을 객

관적으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우리나라에 앞으로 계속될 대규모 난민

심사를 위해 유엔,�국제이주기구(IOM)�

등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 인력을 확충

할 필요도 있다고 제시했다.�최근 법무

부는 제주 예멘 난민 484명 중 면접이

완료된 440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서만 ‘인도적 체류허가’를 했다.

� � �그는 “진정한 난민인지,� 돌아가서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신중하

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농르풀

루망 원칙(nonrefoulenent)� 즉,� 난민

이 본국에 송환됐을 때 자유와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경우 이들의 의사에 반해

서 강제 송환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

는 국제 원칙에 따라야 한다.”

� � �특히 “국제규범 당사국으로서 모범

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조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잘 조정하는 것이 정

부가 해야 할 일이다.�또 외국 노동력

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해결책 찾는 게 정부의 일”이라고 덧붙

였다.

� � �이와 함께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열

린 마음을 가져야 하고 시민단체의 역

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특히 국민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하고,�우리 시민

단체는 탈북자 등 여태 우리 특수상황�

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제3국 분쟁을

피해서 온 난민 맞아본 경험이 일천한

만큼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양자-보편다자 분리해 접근해야

외교 현안 중 하나인 12·28�한일 일본

군 위안부 합의 파기와 관련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견해를

물었다.

� � �그는 “유엔은 정부 간에 합의에 대

해서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전제

하면서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한일 정

부 간의 일이기도 있지만 인권과 전시

성폭력이라는 보편적 문제라는 점에서

국제적 규점 기준에 따라 해결되도록

하는 게 유엔에서의 입장”이라고 설명

했다.

� � �따라서 한국 정부는 양자적인 것과

보편다자적인 것으로 분리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했다.

� � � “상대방이 있는 만큼 합의를 일방적

으로 파기해 법적 기반을 없애는 것보

다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겠다.� 국제

무대에서 전시성폭력,� 강제성 등 나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 인권의 문

제로서 제기하고 다뤄야 상기시켜야

한다.”

[글=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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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청년외교살롱 수료자 명단

강지영 (여) 경기대학교 

강지운 (여) 숙명여자대학교

고은서 (여) 단국대학교 

권나연 (여) 경희대학교

김가희 (여) 경기대학교

김규리 (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민영 (여) 국민대학교

김민영 (여) 서울여자대학교

김민주 (여) 충북대학교

김세민 (여) 숙명여자대학교

김수연 (여) 연세대학교

김수현 (여) 고려대학교

김지연 (여) 중앙대학교

김지완 (여) 이화여자대학교

김지현 (여) 한국외국어대학교

김태희 (여) 공주대학교

김하은 (여) 이화여자대학교

김현지 (여) 경기대학교

남수형 (여) 동덕여자대학교

박다솜 (여) 한림대학교

박민주 (여) 성신여자대학교

박소연 (여) 동아대학교

박수빈 (여) 충북대학교

박수정 (여) 충북대학교

박수진 (여) 고려대학교

박진아 (여) 고려대학교

백예은 (여) 한일장신대학교

백진아 (여) 동국대학교

서미림 (여) 성균관대학교

서민지 (여) 숙명여자대학교

서재영 (여) 숙명여자대학교

손수이 (여) 성신여자대학교

손현경 (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제

신채진 (여) 고려대학교

안성훈 (남) 중앙대학교

안예진 (여) 중앙대학교

안지훈 (남) 경기대학교

양지현 (여) 고려대학교

오혜지 (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유재호 (남) 동양미래대학교

이승연 (여) 단국대학교

이영상 (남) 가톨릭대학교

이예진 (여) 인천대학교

이주원 (남) 건국대학교

임나연 (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장규환 (남) 숭실대학교

장민영 (여) 성균관대학교

전민경 (여) 광운대학교

정소희 (여) 고려대학교

정지현 (여) 경희대학교

정한슬 (여) 숙명여자대학교

조민정 (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조소윤 (여) 단국대학교

조수연 (여) 아주대학교

조용수 (남) 한양대학교

조유리 (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조해랑 (여) 성균관대학교

차지예 (여) 성신여자대학교

차진솔 (남) 한양대학교

최수현 (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연수 (여) 동덕여자대학교

최은영 (여) 인천대학교

최종원 (남) 세종대학교

최지은 (여) 동덕여자대학교

현상희 (여) 동덕여자대학교

홍주성 (남) 서울시립대학교

제3기 청년외교살롱 FACT

(1)지원자 :� 90명

(2)수료자 :� 66명(73.3%)

(3)수료자 남여구성

  - 남(15.1%, 10명)

  - 여(84.9%, 58명)

(4)참가대학 :� 31개 대학

  - 가톨릭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기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공주대학교

  - 광운대학교

  - 국민대학교 

  - 단국대학교

  - 동국대학교

  - 동아대학교

  - 동양미래대학교

  - 동덕여자대학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여자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성신여자대학교

  - 세종대학교

  - 숙명여자대학교

  - 숭실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천대학교

  - 중앙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림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일장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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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S포럼 with� Youth>�행사가 지난 11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약 120명의

청소년 및 청년들이 참여하여 ‘동북아시아 평화와 공공외교’란 주제로 발표와 토론 세션을 진행했다.�

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청년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 � �오늘 포럼 역시 동북아 평화와 공공

외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마련되었

습니다.�먼저 이정옥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님의 <동북아시아 평화와 공공외

교>�강의를 시작으로,�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홍주성(서울시립

대),�조용수(한양대),�차진솔(한양대)�학

생이 <국제사회와 동북아시아>,�서재영

(숙명여대)� 학생이 <UNSCR� 1325와

전시성폭력>에 대해 발표며,�한일 파트

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하여 <한

일관계 개선을 위한 청년외교대사의 역

할>을 주제로 박소연(동아대),� 엄익호

(성균관대)�학생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 � �오늘 진행되는 WPS� 포럼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첫째,�동북아 평화와 공

공외교에 대해 청년들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한

시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둘째,�이를

통해 청년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

하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청년의 자세

를 연습하는 것입니다.�셋째,�궁극적으

로는 청년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변화의

주체,� agent� of� change가�되어 평화

의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가 평화적으로 논의되지 않

는다면,�미래를 위한 논의 역시 존재하

지 않을 것입니다.�이와 함께 ‘누가 동

북아의 최강자’가�될 것인가를 둔 국가

들 간의 국력 경쟁 역시 동북아를 화합

의 장보다는 긴장과 대립의 공간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 � � 8월부터 진행된 제 3기 청년외교살

롱에서는 공공외교가 동북아 평화를 완

성하는 하나의 방안이며,� 그 중심에는

청년들이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였습

니다.� 즉,� 약 3개월의 과정은 정부를

넘어 국민과 대중이 외교의 핵심주체가

되어 국가 간의 관계를 단순한 파트너

가�아닌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관계로

만들기 위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이었

습니다.� 첫 시간에서 우리는 공공외교

란 무엇인지,� 공공외교의 실천 주체로

서 청년들의 존재는 무엇인지 확인하였

습니다.� 이후에는 김원수 전 유엔사무

차장님과 이현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부의장님을 초청하여 세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국제적 노력에 대

해 알아보았습니다.�또한,�김영후 휴먼

인러브 이사장님,�김효은 글로벌녹색성

장연구소 사무차장님,�이미경 한국국제

협력단(KOICA)�이사장님을 모시고 모

<개회사>� ‘WPS포럼’를 맞이하며

안예진(중앙대)

안녕하십니까.� 여성평화외교포럼이 주

최하는 청년과 함께 하는 WPS�포럼의

사회를 맡은 안예진입니다.�오늘 포럼

에서는 <동북아시아 평화와 공공외교>

를 주제로 한 좌담회,�발표,�토론의 시

간을 통해 청년들의 생각과 의견을 교

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 �동북아시아는 세계 평화의 시작점이

자 종착지라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지

고 있습니다.�한국,�중국,�일본은 이미

세계의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자리 잡

았습니다.�전 세계 정치,�외교,�그 밖의

분야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가진 동북아

시아 국가들이 세계 평화를 위한 적극

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국제 평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북핵

문제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를 구축하는 것은 진정한 냉전의 종식

이며 세계 평화의 완성입니다.�

� � �그러나 우리는 현재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방해하는 요소들과 직면해 있습

니다.�이들이 제거되지 않는다면,�동북아�

평화와 세계 평화는 갈 길이 먼 듯 보입

니다.�동북아 국가들의 발목을 잡는�가장�

큰 문제는과거사문제입니다.�한-중-일 간�

영토 분쟁,�위안부 문제,�독도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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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판이론의 대표적인 특징 혹은 비

판이론이 이루어낸 성과는 크게 세 가

지로 요약될 수 있다.�첫 번째,�이들은

지식의 종류를 굉장히 넓게 파악하고,�

지식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틀과 독립적

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실증

주의 이론을 비판하며,�지식은 특정 사

회와 역사의 산물이라는 견해를 피력했

다는 것이다.�

� � �둘째로,�사회구조는 불변하고,�외생

적으로 주어진 질서라는 현실주의와 자

유주의의 기본 가정을 비판함과 동시에

그렇게 주어진 제도와 국제체제의 구조

가�좀 더 원만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데에�

관심을 쏟는 이론들은 “구조적 변화”를

절대 개념화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안

점을 주고 있다.�

� � �셋째,�비판이론을 인식론적으로 접

근하면 열린 대화를 통해 부당한 배제와�

단절하는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형태를

모색한다.� 국제정치적 현실에 적용해

본다면,�이는 곧 탈주권적 정치공동체

의가능성이다.

� � �결국 비판이론이 국제정치에서 해결

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지식과 권력,�공유된 지식과 국제체제

의 상호의존으로 발생하는 지식권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또한,�비판이론을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성찰”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이와 같은 비판

이론의 내용들과 그 이론적 성격을 어

떻게 동아시아 공동체의 수립과 연결

지을 수 있는지,�그 중에서도 현존하는

동아시아 질서 자체의 문제들은 무엇이

있으며,�그것을 어떻게 동아시아 공동체�

수립으로 풀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 중 하나이다.

� � �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동북아시아의�

현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면.

� � �현재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과 비교

하여 안보갈등 수준이 높고,� 경제의존

의 현저성(salience)�또한 높으나 대칭

성(symmetry)은 낮은 것으로 드러난다.�

스탠스를 취해 왔다.�지난 박근혜 정부

는 2013년 대통령 방미 시에 “미래 아

시아에서의 새로운 질서는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에도 불구하

고,� 정치 및 안보 협력은 뒤쳐져 있는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

(박근혜 전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2013.05.08.)이라고 역설한 바

있으며,�문재인 정부 역시 ‘한반도 운전

자론’으로 대표되는 평화외교 기조와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기반한 주변국과

의 경협계획을 통해 역내 협력강화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

� � � -�아시아 패러독스를 해소하기 위해

‘비판이론’을 적용한다던데.

� � �비판이론은 국제정치학에서 비주류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현 질

서의 ‘구성’과 ‘재구성’을 넘어 현존하는

질서 자체를 문제 삼고,� 그 ‘내부’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체제구

조 변형’을 궁극적인 목표로 상정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비판이론은 지난 수

백 년 간 쉽사리 변하지 않았던 한중일

등 국가행위자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의

변형,�이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

내 초국가행위자의 탄생이라는 변형을

고민함으로써 ‘기존 담론으로부터의 제약’

에서 벗어날 수 있게 끔 하기 때문이다.� �

<발표>� ‘국제사회와 동북아시아’�

홍주성(서울시립대)

조용수(한양대)

차진솔(한양대)

[참고사항]�본 글은 홍주성(서울시대립대),�

조용수(한양대),�차진솔(한양대)�학생들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재구성한 칼럼입니다.

-� <국제사회와 동북아시아 :�동북아 공동

체를 위한 아시아 패러독스 해소와 청

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

는데,� ‘아시아 패러독스’란 무엇을 의미

하는가?�

� �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3국은 세계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3국의�

GDP�합은 2017년 기준 약 18조 달러

로,� EU(유럽연합)의 GDP인 17조 달러

를 상회한다.�역내 무역규모 역시 3국

전체 교역량의 1/6을 차지할 정도로 상

호 간 무역의존도는 높은 수준이다.� � � �

� � �그러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안보분야의 협력은 미흡하거나 오히려

상대적으로 역행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한국은 지난 2013년부터 이러한

현상을 ‘아시아 패러독스(Asia�Paradox)’

로 명명하고 역설의 파훼를 위해 대체로�

중·일 사이에서 동분서주하는 외교적



공동체를 지향하고 역내 통합 강화를

시도하는 것은,�오히려 주어진 질서 내

에서 자국의 이익 확대와 국력 보완에만

그치지 않고,�현 상황을 ‘대결적 구도의

갈등과 불완전한 신뢰가 지속되는 동아

시아 질서로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 � �결국 한반도 평화,�동아시아의 개방,�

자유,�평등 등을 가치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가�새롭게 형성될 필요는 충분

히 많다고 할 수 있으며,�이는 구성주

의로 설명할 수 있는 ‘국익보다 국제사

회 혹은 지역 내의 공익을 위해 외교정

책을 실행하는 이유’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 � �냉전 시기의 숱한 이념 갈등의 장이

되어왔던 동아시아는 역내 정체성을 형

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전근대부터

사뭇 달랐던 종교,�문화,�역사,�언어 등

이 ‘지역 공동체’라는 이름 아래 공통된

가치를 구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 �따라서,�동아시아 역내 경제/안보적

차원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주어진 질서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데서 시작될 수 없으며,� 오히

려 동아시아 질서의 현실 문제는 새로

운 질서의 구성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는 믿음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질서의 구현은 오직 동

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의 협력을 통한

상호 의존이 결국 동아시아 전역의 평

화와 번영에 공헌할 수 있다는 믿음과

그로부터 창출될 담론,�공통된 정체성과�

지식으로부터 만들어질 것이다.

� � � -�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아시아 패러독스의 해소는 국가간의

거시적인 문제이나,�실질적인 해소정책

에서의 행위자는 정치가,�외교관,�개별

분야에서의 민간인 등의 미시적 개인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부상하는 공공외교분야에�

초점을 맞추며,�공공외교 행위자로서의

청년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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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통합이론의 갈래인 신기능주의

접근 등을 통해서만 주로 논의되었고,

이 경우에도 이 질서가 형성된 역사적

맥락이나,� 이 질서 내의 행위자가 누구

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는 결점이 있다.� 동아시아 국제정치가

늘 고정되어 있거나 불변한 것이 아니

었음에도 불구하고,� 1세기에 걸쳐 진행

된 동아시아 지역 내 안보적 차원의 문

제들은 그 ‘담론’에 있어 별다른 ‘재구성’

의 시도를 보이지 못했다.� 게다가 이런

안보갈등은 결국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공통된 동아시아

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는 경제적 협력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

이외의 초국가적 협력 방안은 여전히

진전되지 않고 있다.� � � � �

� � �비판이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과연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주요 행위자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과연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동아시아 역내 질서 특히,�

안보 질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과연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이 상황을�

타개하고 변혁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며,�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에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 �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모색은 경

제와 안보 분야의 동시협력을 전제해야

하며,�이는 미중 간 갈등이라는 편협한

담론,�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어진 상태에서 경제적 협력을 시도하고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아시아 공동체”로의 체제 전환이 되

어야 한다.�특히,�경제 분야에 있어 한

국은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높은 수

준일뿐더러,�NAFTA와 EU�등 지역기구

와의 경제협력이 이미 실행되어 있는

국가이다.�또한,�중국과 일본을 연결하

는 대륙-해양의 경계에 위치한 중견국

의 역할을 수행함과 더불어 미국과 중

국 간 패권경쟁에 있어서도 중재외교를

해오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동아시아

다시 말해,�지역 내 경제적 상호의존도

는 증가했으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은 그에 반해 밀려 있는 현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은 이와 같은 경제협력과 안

보갈등을 단순히 미중 간의 문제로 치

환한다거나,�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만 본다거나,� 상대적

이익을 얻고 갈등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하

지만,� 이는 경제적 협력이 강화되지만

안보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나,�

안보갈등으로 인해 역내 국가들이 경제

적 협력을 같은 역내 타국에 대하여 임

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다.�더군다나 동

아시아의 현재 질서를 경제 패권국 미

국과 그에 도전하는 중국 간의 갈등 속

에서 주로 이해함으로써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경제나 안보문제의 주체

로 행위할 수 없게끔 한다.�비판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이는 관념적 차원에서

‘담론적 제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의 질서를 유지한 상태에서 해결방

안을 선택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서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는 고전적인 주제이

다.�양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기를 거치

며 이념 갈등의 장이 되었고,�현실적으

로 한반도가 분단됨에 따라 역내 문제

들은 아직도 20세기의 냉전 구도와 화

법을 답습하고 있으며,�그런 면에서 동

아시아 국가들의 갈등해소와 평화증진

방안은 지속적으로 모색되어 왔다.� 동

시에 동아시아 3국의 비약적인 경제발

전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그 성과

를 인정받아 왔고,�동아시아 역내 국가

들이 모두 거대한 경제권과 높은 수준

의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기에 서로

간의 경제적 신뢰도 및 협력 수준은 꾸

준히 커져 왔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안보 이슈의 중

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문제는 현

질서 내에서 미중 간 세력균형 혹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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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패러독스의 해소는 어느 일

국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국

경을 넘어 동북아시아 각국이 모두 일

심하여 협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3

국의 협력을 위한 청년들의 공공외교는

상대국 국민들과 소통하며 공동의 정체

성을 구축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으

며,�구체적인 방법으로 학문적 교류와

스포츠 교류를 제시하고자 한다

� � � (1)학문적 교류를 통한 공공외교의

단초는 EU에서 찾을 수 있다.� EU에서

는 평생학습프로그램( l i f e l o ng�

learning)을 시행하고 있다.�이러한 평

생학습프로그램의 세부영역으로는 ‘초중

등교육을 위한 코메니우스(Comenius)’,�

‘ 고등교육을 위한 에라스무스

(Erasmus)’,� ‘직업훈련을 위한 레오나르

도 다 빈치(Leonardo�Da� Vinci)’,� ‘성인

교육을 위한 그룬트비히(Grundtvig)’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하나의 국가가

아닌 범유럽적인 차원에서 상호문화주

의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이는 학

문적 영역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해당 국가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주어 범유럽

시민의식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의 유럽’에 대한 범유럽

적인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유럽의 학

자들은 앞서 언급되었던 평생교육프로

그램을 통해 통합 및 교류를 몸소 체험

한 청년층 세대가 주역이 된 사회는 현

재의 사회와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이

야기하고 있다.�

� � � (2)스포츠 교류는 단연 청년들의 장

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의

생물의학 및 스포츠인지 연구소 ‘이르메

스(IRMES)’에 따르면,�대부분의 스포츠

선수들에게 있어서 전성기가 대략 20

대 중반쯤에서 찾아온다고 한다.�이러

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외교로서 스

포츠는 청년들의 장이 될 것이다.\

� � �세계적인 수준이거나 최소한 범지역

적인 리그를 형성하는 스포츠의 특성을

고려할 때,�동북아시아 국가들만의 스

포츠 교류 속 청년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스포츠

교류와 그에 따른 3국 청년들의 대중매

체 노출은 청년들을 공공 외교관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준

다.�대중매체 심리이론에 따르면,�미디

어가 다양화되고 여러 연령층에서 미디

어를 접하는 시간이 증가하며 미디어가

미디어 수용자의 사고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이로 인해 대중

매체에서 개인의 행동이나 역할이 단순

히 그 개인의 모습으로 한정되지 않고,�

그 개인이 소속되는 전체 집단의 일반

적인 이미지로 고착화 된다.�이를 토대

로 생각해볼 때,�대중매체 예능과 같은

형태로 동북아 3국의 청년들이 스포츠

교류를 할 수 있다면,�단순히 그 선수

만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그

선수의 국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사고

하게 될 것이다.�베트남에서 박항서 감

독의 승리가 베트남 전체에서 대한민국

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탈바꿈

시킨 것과 같은 이치이다.�

� � �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 � �동북아시아가 좀 더 통합적인 모습

을 보이기 위해서는 아시아 패러독스의

해소가 필수적이다.�아시아 패러독스는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고질적인 문제

로서 단기간에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비판이론에 따르면 이

러한 고질적인 국제정치 패러다임 속에

서 통일은 아시아 패러독스의 단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그렇다면 청년들의

공공외교의 방향은 한중일 3국의 협력

과 공동의 정체성 형성을 지향하여 궁

극적으로 아시아 통합을 이룩할 수 있

도록 해야할 것이다.� 여기서 청년들은

학문적 교류와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이러한 공공외교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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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전시성폭력과 UNSCR� 1325’�

서재영(숙명여대)

[참고사항]�본 글은 서재영(숙명여대)�학

생의�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

들을�재구성한 칼럼입니다.

� � � -�올해 노벨평화상의 테마가 ‘전시성

폭력’이다.�그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시

성폭력 문제에 대해 설명해 달라.

� � � �포털사이트를 통해 얻은 전시성폭

력 의 형식적 정의는 ‘전쟁기간동안 일

어난 각종성폭력’이다.�

� � � �하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전

시 성폭력은 성과 관련한 범죄라는 특

징상 전쟁 중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

니라 전쟁이후의 상황도 고려해야하는

‘피해 지속성� ’을 가지고 있다.�

� � � �두 번째로,� 전시성폭력의 경우 전

시 성노예 같이 단순히 단기적인 차원

의 일차적 폭력이 아닌 장기적인 차원

의 2차,� 3차 폭력이 가해지고 있어 ‘반

복성’� 문제가 심각하다.�

� � �세 번째,�전쟁 중 민간인들 사이에

서 일어나는 개인적 차원의 성폭력도

전시 성폭력으로 그 위험성이 크지만,�

전시성폭력은 국가나 조직이 정치,� 군

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쟁전술의

하나로 사용하기도 한다.�즉 여성을 정

치적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수단성 ’의

문제가 있다.�

� � � �네 번째,�다른 근거보다 더욱이 ‘성

관념’에 치중된 파트이다.�우리는 국가

가�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국민으로

서,� 시민으로서 고려하였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전쟁 시 대

부분 남성은 군역,� 노역으로 이용당하

고 여성은 성과 관련한 착취를 당하게

된다.�전쟁 이후 피해국 남성의 생존은

그를 위대한 영웅으로 칭송 받게 하는

데 반해,�여성은 강제적인 강간을 당하

든 자발적 성매매를 하든 지속되는 사

회적 낙인으로 고통 받게 되는 ‘모순성 ’

의 문제를 떠안고 있다.�

� � � -� 전시성폭력의 지속성,� 반복성,� 수

단성,� 그리고 모순성의 문제를 지적해

부셨다.� 이에 대한 현실에서의 구체적

인 사례가 듣고 싶다.

� � � ‘성폭력’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는가?�성폭력의 객체는 대부

분이 여성으로 성과 관련한 범죄는 성

편향성을 띄고 있으며,�이는 다각적으

로 여성인권과 직결된다.� 여성은 이러

한 이유로 분쟁 시 가장 큰 고통과 피

해를 받고 있다.�앞서 말한 키워드대로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 � �피해지속성+모순성 :� (전시성폭력만을

한정짓지 않고)�성폭력 범죄와 같이 성

에 관련한 범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피해가 지속된다는 것이다.�전시성폭력

은 원치 않는 임신,�사회적 낙인으로의

2차 피해,�전염된 성병으로 범죄 후에

도 그 피해는 여실히 지속된다.�

� � � �영화 그르바비차는 1991~1995년

3년 동안 25만명이 죽고 10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던 보스니아 내전을 배경

으로 한다.� 세르비아계 민병대와 군인

에게 인종청소를 명목으로 성폭행 당하

였으며,�그 결과로 임신한 아이를 키우

는 어머니 ‘에스마’의 이야기로 영화가

진행된다.� 엄마인 에스마는 군복을 입

은 남자만 보아도 눈물을 흘리며,�딸의

수학 여행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클럽에서도 남자만 보면

화장실로 달려가 숨을 고른다.�사라와

즐겁게 놀다가도 바닥에 누워 양 손목

을 잡힌 에스마는 난폭하게 사라를 밀

치기도 한다.�에스마는 전쟁의 상처에

서 끊임없이 고통 받는 여성인 것이다.

� �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이미

절벽 끝에 서있는 여성을 완벽하게 낭

떠러지로 떨어지게끔 하였다.� 현 상황

에서도 성폭력범죄에서 여성이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지만,� 전쟁 후는

오죽할까,� 국가는 이등시민인 여성의

피해를 외면하였으며,�그 책임과 피해는



청년외교살롱 017

WPS� FORUM

   오롯이 여성에게 전가 되었다.

� � �보스니아 내전에서 전시 강간을 당

한 여성 “산야”의 경우 전쟁이 끝난 후

당국에 군인을 고발했지만,�경찰과 사

법부는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으며

복지부 역시 산야가 처한 상황을 인정

해주지 않았다.�산야와 같은 피해자들

은 아무런 지원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 �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27년 전인 1991년 8월

14일,�당시 67세였던 고 김학순 할머

니는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의

피해자였음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하였

다.�그 오랜 세월 동안 위안부 피해자

들은 여성의 순결과 처녀성에 집착하던

가부장제도 안에서 2차적 피해를 지속

해서 받아왔으며,� 성폭력의 참상과 사

회적 인식의 두려움으로 시간이 지나

90년대에 이르러서야 말을 꺼내게 된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싶이,�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

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하

였고,� 이는 아직까지도 국가가 여성인

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절실히

보여준다.� � �

� � �조금 더 ‘젠더’� 의 관점에서 살펴보

자.�우리는 ‘모순성’을 키워드로 이야기

할 것이다.�

� � �앞의 예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과연 국가는 여성을 시민으로서,�국민

으로서 여겼던 것일까?�국민을 보호하

기 위해 존립하는 국가는 여성의 피해

가�연쇄적으로,�지속적으로 누적될 동

안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가?�전쟁 이

후 가장 약자의 삶으로 비참하게 지낼

동안 국가는 어떤 도움의 손이라도 뻗

은 적이 있었나?� �

� � �전쟁 시 대부분 남성은 징병이나 징

용으로 고통 받고 여성은 성과 관련한

착취를 당하게 된다.�그러나 그 이후의

상황은 꽤나 모순적이다.�전쟁 이후 남

성이 위대한 영웅으로 칭송받는데 반해

여성은 강제적 강간이든 자발적 성매매

이든,� 사회적 낙인으로 평생토록 고통

받는다.�결코 남성피해자의 고통을 폄하

하려는 의도가 아니다.�영웅으로 칭해

지지도 못 한채 사라진 목숨들도 있을

것이다.�우리는 그분들을 절대 잊지 말

아야하며 모두를 위대한 영웅으로 칭해

야 할 것이다.�하지만 임신,�성병의 문

제는 오롯이 여성의 책임으로 돌아가며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대상이 오직 여

성인 것을 반박할 이는 없을 것이다.� �

� � �사회적 낙인은 여성에게 무결함,�처

녀성,�순결함을 지독히도 강요하던 사

회의 모순을 잘 알 수 있다.�권력층을

유지하던 일부 남성들은 성적쾌락을 줄

수 있는 여성과 자신만을 바라보며 지

고지순하게 정조를 지키던 여성을 찾았

고,�인류 역사동안 지속,�누적된 이 모

순된 생각들은 처녀성을 잃은 여인에게

사회적 낙인을 새겨놓았다.�

이처럼 전쟁의 피해자로서 여성에게 가

해지는 고통은 매우 크다.�언제나 ‘약자’

라는 명목 하에 군대를 선택할 자유조

차 사라지며,� 보호를 받는 다는 명분으

로 남성의 전리품으로서 성 의무를 강

요당하며 착취당한다.� 여성은 씻을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입어도 무결한 피

해자임을 요구 당하거나,� 정조를 지키

지 못한 여성으로 낙인찍히고,� 심지어

는 죽임을 당한다.�

� � �반복성 :전시성폭력의 또 다른 문제

점은 성폭력이 일시적이지 않고 반복적

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예를 들면 ‘성

노예 ’가�있는데 여성들을 밀폐된 공간

에 가두어 놓고 집단강간을 일삼는 등

전시성폭력은 일차원적이고 단기적인

성폭력보다는 장기적이고 집단적이며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IS성 노예 같은

사례가 그런 경우 이다.�이 경우,�신체

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성은 엄청난 고통

을 받게 된다.�

� � �수단성 :�전시성폭력은 전쟁의 도구

로 사용된다.�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

서는 무장 세력들이 조직적인 성폭력을

저지르고 있다.� 오랜 기간 전시성폭력

피해자들을 치료해온 마리아 귀에베라는

“전쟁의 수단으로 쓰이는 전시성폭력은

피해자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

리는 범죄”라고 말한다.�

� � �전시상황에서 자신들이 약하지 않다

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성폭력이 사용되며,�

� � �이 비도덕적인 범죄는 인종을 축출

하기 위한 일종의 무기로서도 사용된

다.�처녀성이 중시되는 전통 종교사회

에서 성폭력은 피해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조차 수치심으로 고향을 등지게 하

며(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무기력해진

지역사회가 파탄 나게 되는 일명 효과

적인 인종청소 수단이 된다 .�

�또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는

여성을 성노예로 삼는다.� 그들은 어린

소녀들을 성노예화 하는 방식으로 집단

강간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는 젊은이

들을 IS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 � �이런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국가가 그 주체가 되어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위안부문제이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전시성폭력을 자행했다는 사실이다.�

� � �끔찍하고 인간성을 상실한 위의 예

시들을 통해 여성은 그저 ‘남성의 전리

품’.‘소유할 수 있는 물건’으로만 고려되

어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 � -전시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UNSCR�

1325는 어떤 내용인가.�

� � �우리는 앞서 네 가지 관점에서 전시

성폭력이 여성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보았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

서 뒤늦게 국제사회는 분쟁 속 소외되

어왔던 여성의 문제가 더 이상은 논외

되면 안 된다는 것과 평화를 구축해나

가는 과정에서 여성을 참여시켜 젠더관

점 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평화를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가

시화,� 공식화시킨 것이 바로 2000년

10월 31일 채택된 UNSCR� 13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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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리결의안 1325는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첫 번째 결의문임과 동시

에 국제사회가 마련한 국제여성평화기

준으로서 누구나 여성 평화 안보 이슈

를 다룰 때 사용할 수 있는 세계적 표

준으로 그 의의가 깊다.�

� � � UNSCR1325는 두 가지 주요 논제

를 다루고 있다.� (1)전쟁 ,분쟁이 여성

에게 주는 극심한 영향 (분쟁피해자),�

(2)분쟁 예방,�평화,�안보활동에 여성의

참여와 역할의 중요성 (평화 중재자).�

� � �첫 번째 경우는 국제사회가 뒤늦게

분쟁상황에서 “여성”이기에 겪는 피해를

인지한 것이며,�앞서 4가지 근거를 들

어 이야기 했다.�

� � �개인적으로 두 번째 논제가 큰 의의

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국제사회가

분쟁예방,�평화유지,�분쟁 해결 등에 여

성의 기여도가 저평가되었음을 인정하

였고,� 여성들이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평화 안보분야에 전면적으로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 � �더 이상 남성기득권층의 입장에서만

전쟁의 피해정도를 계산하고 합산하여

그것에 여성의 피해를 완전히 제외시키

지 않도록 하기 위해(물론 절대로 측정

불가능 하지만),�실제로 같은 입장에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감할 수 있

는 여성을 적극적인 행위자로 임명하여

여성의 고통을 한 명의 인간으로서 파

악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 �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강령을 통해

더 이상 여성이 자녀양육과 남성의 쾌

락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며,�자신의 목

소리를 소리 높여 내는 “사회인”으로서

인정받게 된 것이다.� �

� � �지방에서 국가까지 한나라에서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국제적인

틀을 통해 우리는 여성들 스스로도 사

회참여를 독려하고 지지하며 주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정부와 국제사회를 감

시하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면.

� � � UNSCR1325는 여성에 대한 전시

성폭력을 국제 안보이슈로 끌어올렸고,�

여성과 젠더 이슈가 국제 평화 안보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모든

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 �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성혐오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도

전쟁이 일어나는 중동은 성노예나 전시

성폭력이 자주 일어나며 특히나 여성에

게 요구되는 순결성에 과도할 정도로

집착하기 때문에 순결을 잃은 여성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다.

� � �잠시 다른 시각으로 보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가?�

� � �현실에서도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죽임을 당하며,�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정당화 당

한다.

� �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적게

받고 승진에 어려움을 겪으며,� 여성이

라는 이유만으로 임신과 모성,� 거기에

양육까지 강요받는다.�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독한 년이 되지 않기 위해서 꿈

과 열정을 포기해야하고 김치녀와 된장

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번

돈을 쓸 수 조차 없다.�

� �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빈번하게 성차별과 여성혐오가 발생하

는데 인간성이 완전히 배제되고 비도덕

이 극대화 되어 나타나는 전시상황에서

여성인권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지 의문

이다.�여성이 현실에서 이등시민이아니

라 시민으로,� 여성이 아니라 “인간”이

되었을 때,� 그때가 전시성폭력이 해결

되는 시점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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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더 크다.�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 맺

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만 이런 갈등을 자신의 지위 보전을 위

한 도구로 활용하는 일부 세력들에 의

해 역사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점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일본은 특

히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화해하기

어려운 국가이다.� 북한과는 가장 최근

에 전쟁을 했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특

수한 유대관계로 인해서,�중국과의 갈

등은 보다 오래 전이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일본보다 적대심이 적다.�일본의

식민통치와 청산되지 않은 친일파들은

우리 국가의 아픈 상처이다.�이것을 지

속적으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

로 치유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상징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 �사회자 :�공동선언문에 대한 두 분

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 같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실에서는 공동선언문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 앞으로 한일관계

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고,�또 어떻게 준

비해야 하는가?

� � �박소연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역사적으로 고대시대부터

많은 문화와 관습 등을 공유하면서 서

로에게 상호보완적인 국가였다.�이러한

관계는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일제강점

기를 거치면서 비대칭적인 관계를 형성

하면서 와해되었고,�일제 강점기 시기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 손해와 고통을

받았다 이 부분을 오부치 총리가 겸허

하게 수용하고 반성과 사죄를 표방하는

것에 의의를 두며,�현재 일본의 총리인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국민들이 과

거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오부치 총리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공선언>에서 언급하듯이 과거사를 겸

허하게 수용하고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혐한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 �

심화되었고 <21세기를 향한 한일 파트

너십>�선언에서 근원적으로 추구하려는

목적이 어긋나게 되었다.�하지만,� <21

세기를 향한 한일 파트너십>�선언에서

제시되었듯이 상호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한일 관계

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고생 교류 사업은 현재 많이 축소되

었지만 1999년 4월부터 시행된 워킹

홀리데이 제도는 매년 수만 명을 배출

하면서 성공적인 사업 사례가 되었으며

청년교류의 장으로 활성화되어가고 있

으며,�이러한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

해하는데 진정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 � �엄익호 :� 양국의 관계를 이렇게 전

방위적으로 규정한 선언을 보는 것이

매우 생소하다.�그것도 무려 20년 전에

기획했다는 것이 더욱 놀랍다.� 세계화

의 추세에 따라 국제사회의 긴밀한 상

호 협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단일 국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기 때문이다.� 세계는 독립적이지 않

고 상호 의존적이다.

� � �그런 점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인

정을 받고,�지나간 역사를 극복하고 새

로운 역사를 건설해가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특히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은 역사

적으로 안 좋게 얽혀있어서,�그 폐해가

<토론>�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

조 총리의 ‘21세기 한․일 새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 토론회

박소연(동아대)

엄익호(성균관대)

[참고사항]�본 글은 박소연(동아대)�학생

과�엄익호(성균관대)�간의 토론 내용을

요약하여 재구성한 칼럼입니다.�

사회자 :�올해는 ‘21세기 한․일 새 파트
너십 공동선언’이 체결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그런데 요즘 한․일 관계는
발전적 미래보다는 양 국가 간의 정치

적 대립이 심화되어 가는 양상이다.�이

러한 분위기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공동선언문에 대

한 관심과 협의안 이행에 대한 목소리

가�높아지고 있다.� 공동선언문에 대한

개인적 소감과 평가를 한다면?

� � �박소연 :�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공선언>�전문을 읽은

후 ‘선언문이 선언된 이후에 21세기에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였다.�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심화되고 있고,�일본 사회의 경

우에는 사죄와 반성이 아닌 식민 지배

를 미화하려는 우경화가 진행되고 있으

며 혐한 감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 � �이에 따라 양국의 대립 감정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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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세력들의

야욕으로 인해 진행되는 일본의 우경화

와 그에 따른 역사 망각과 왜곡을 방지

하기 위해 일본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

관을 가지고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한국은 역사로 인한 반일 감정과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타파

하고 국제사회에서 서로 도움을 주는

상호의존적 관계의 파트너 국가로 인식

해야 하며 양국 간의 외교를 함에 있어

서 국민적 감정을 경계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국민들뿐만 아

니라 일본의 국민적 감정 역시 경계하

고 객관적,� 통상적이고 보편적이며 국

제적 이념과 조약에 따라 외교를 진행

하고 협력해야 한다.�

� � �엄익호 :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
행하는 주체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하나는 정치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집단이다.� 정치적인 영역

에서는 여전히 한국과 일본이 잡음을

내지만,� 이미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양

국이 매우 깊게 중첩되어 있다.�일본에

서는 한국의 드라마와 KPOP이,�한국에

서는 일본의 음식문화가 깊이 파고들었

다.�한국인과 일본인은 이미 서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당위적으로는 좋

아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적으로는 이미

좋아하고 있다.�이러한 깊은 중첩상태

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앞으로도 더

깊어질 것이 분명하고 자국의 문화를

지키는 선에서 바람직하다.�그러나 정

치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독도와 위안

부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민주

주의의 문제일 수도 있다.�정치인들이

대중들의 지지에 의존하다보니,�대중들

에게 호소하기 쉬운 이런 감정적이 문

제들을 지속적으로 들고 일어나기 때문

이다.�

� � �그러나 정치인들은 대중들의 이성과

감성에 의존만 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

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호소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은 소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중들,� 보다 구체적으로 기성

세대들에게 이렇게 되물어야 한다.� “일

본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 조상님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일본을 위해서가 아니

다.�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분노의 감

정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주체적인 존

재가 되기 위해서도 절실하게 요구된

다.�누군가의 사과를 받기에는 이미 너

무나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그 사과의

진정성도 결국에는 의심하자면 끝이 없

다.� 그보다는 우리가 서로를 보다 더

좋아할 수 있도록 하자.�과거가 발목잡

지 않도록,�기꺼이 사랑의 힘으로 극복

할 수 있도록 말이다.� �

� � �사회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

니 한일관계에서도 세대의 변화가 느껴

진다.�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간다’는 공동선언문의 취지

가�더욱 우리들의 마음속에 필요한 것

이 아닌가 싶다.�그렇다면 앞으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마무리 발언과 함께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다.� �

� � �박소연 :� 진정한 자성과 사과를 통

해 과거의 역사에서 벗어나 서로의 문

화를 이해하고 경제와 인적,�문화적 교

류를 하며 더욱 균형적이고 고차원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21세

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선언

이 지켜져야 하며 양국 정부의 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인식을 제

고하기 위해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양

국의 국민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많은

포럼과 유학,�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해

야 하며 지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아

낌없는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또한,�청

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여

양국 청년들이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

친목을 다지고 청년들이 민간외교를 실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 � �엄익호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

래란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에 매몰된 민족에게

도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물론일

본의 전향적인 입장의 변환이 필요하다

고 한국인으로서 생각하지만,그것으로

인해 다른 모든 중요하고 긴밀하고 친

밀한 관계들이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한·일 나고야 평화심포지엄

에서 이케우치 사토시 교수가 결론을�내

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

다고 말한 것처럼,�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는 만큼 한·일�양

국이 보다 양국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 � �사회자 :�한일관계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두 분의 솔직한 발언에 대해 감

사를 표한다.�한국과 일본은 이웃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문제로 인해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

� � �유럽과 미국의 전후 청년세대들은

1968년 ‘68혁명’을 통해,� 사회변화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한국

사회 역시 2017년 청년세대들이 광화

문 광장에 나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외치며 사회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촛불

혁명’을 통해 보여주었다.

� �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흐름과 같이

한국의 청년들이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총리 공동선언문 20주년을 맞이하여,�

청년세대의 관점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진지함 관심을 가져주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다.�왜냐하면,�동북아시아 지

역은 세계의 미국,�중국,�그리고 러시아

가�대립하는 지역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바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동북

아시아의 중요성과 다른 국가에 비해 평

화의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는 일본의

파트너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 �흔히 세간에서 말하기를,�사회적 문

제 해결에 있어 정답(正答)은 없지만,�

해답(解答)은 존재한다고 한다.�공공외교

수업을 통해 배우고 느낀 바를 토대로

새로운 한일관계에 대한 여러분만의�해

답을 찾기를 바라며,�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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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프로그램에 참

여하기 이전,�단지 국제기구와 NGO에

취업하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

다면,�실제 종사자들의 강연을 통해 책

에서 배울 수 없었던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정말 좋았다.�

다만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던

만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에만

집중되어 진로와 인생에 많은 고민이

있는 나에게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다

소 아쉬움으로 남는다.�다음 기회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또는 일하

는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

도 청년들에게 들려주셨으면 한다.

� �이현숙 민주평화통일 여성부의장님,�

김영후 휴먼인러브 이사장님,� 김효은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사무차장님의

강연이 기억에 남는다.�세 강연의 공통

점을 생각해보니 이현숙 부의장님과 김

영후 이사장님께서는 본인의 경험과 이

야기를 들려주셨고,�김효은 사무차장님

께서는 국제기구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언과 제안을 실제 사례와

더불어 말씀해주셨다.�이처럼 남북정상

회담을 맞아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나,�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NGO를 설립하

게 된 계기와 과정 등 본인의 특별한

경험을 나누어주신 분들의 강연이 기억

에 남았다.�

� �국제기구에의 취업을 꿈꾸는 사람들

은 많지만 드러나있지 않다.�그 인원은

김지완(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여성학을 복수전공하는

나에게 있어 여성평화외교포럼에서 진

행하는 청년외교살롱은 돌이켜 생각하

면,�나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지 않

았나 싶다.�왜냐하면 최근 취업을 준비

하는 동안,�솔직히 자신감이 많이 결여

되고 의기소침해 있었기 때문이다.� 아

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오리엔테이션

날에 자기소개를 하는 참가자들의 당당

한 모습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보고서

문득 옛날 기억이 떠올랐다.�나도 대학

교 1,� 2학년 때에는 홀로 강연을 찾아

다닐 만큼 열정적이었고,� 경험과 배움

을 얻을 수 있는 활동들이라면 자원봉

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참가

자들이 저학년인 데에서 열정이 가득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회를 거듭

할수록 나의 ‘꼰대 같은’�생각이 틀렸다

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강연에서 연사

와 학생들 간의 문답뿐만 아니라,�강연

전에 미리 와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다거나 책을 읽는 모습 등은 내가 잊어

버리고 살았던 열정에 대해 다시금 생

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 � 8주 동안 여러 연사들의 강의를 들으

면서 공공외교에 대한 연사들의 마음가

짐과 신념을 엿볼 수 있었다.�특히,�타

인과 나를 위한 삶,�국가와 세계와 그

리고 지구를 고려하는 세계시민의 삶의

제3기 청년외교살롱 후기 많을지 몰라도 사기업과 공기업,�공무원

시험과 고시공부를 하는 다수 이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다.� 따라서 아무도 청년들에게 지금 해

야 할 것,� 성공사례,�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 등을 설명해주지 않는다.� 필요한

학생들이 직접 정보를 찾아 나서야 하

지만 우리가 접근 가능한 정보는 상당

히 제한되어 있고,�다양하지 않다.�이러

한 측면에서 김효은 GGGI� 사무차장님

의 강연은 국제기구 취업설명회에 온

것 같았다.� 또한 소수의 인원이 동그랗

게 모여 앉아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느

낀 점은,� 너도 나도 비슷한 고민을 하

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자체로도 동질

감을 느꼈고 위로와 힘을 받았다.가능

한지 모르겠지만 제4기 청년외교살롱에

도 참여하고 싶다.� 비슷한 관심사와 전

공을 가진 다양한 청년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흔한 기회가 아니다.� 열정

이 넘치는 청년들과 한자리에서 강연을

듣고 그들의 수준 높은 질문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참가자 개개인과 더

욱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이 아쉬

움으로 남는다.�여느 강연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나에게 긍정적인 자극과 에너지를 준

참가자들과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 여성

평화외교포럼,�강사님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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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희(고려대)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은 외견과 다

르게 작은 것이라도 때에 따라서 큰 것

보다 더욱 뛰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속담은 동북아시아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를 빗대어 표현하기

에 적절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시아의 중심에서,� 즉 G2에 속하는 중

국과 GDP�수준이 세계 3위인 일본 가

운데 위치하여 역사적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 왔다.�그리고 앞으로도 빠

르게 발전해가는 중국과 선진국의 위상

을 지키며 여전히 막강한 일본 사이에

서 눈치를 살펴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강대국

사이에 있는 한국이 피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얻으며 동북 아시아 내에서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일까?�고전적이지만

강대국들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다.� 즉 한국이 동북아시아 내에서의

갈등관계를 조절하고 완충지대의 역할을�

해야 한다.�그리고 아시아 내에서의 연

대세력을 만들어 서구의 강대국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해군의 정치에 대해서 호와 불

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것을 알고 있

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사실 한가지는 

당시 조선은 명나라와 금나라에 비해 

약소국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광해군의 정치는 을의

위치에 있던 조선의 평화를 위한 최선의

정치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은 과거

조선과 다를까?�그렇지 않다.�물론 과

거에 비해 빠르게 성장해 왔고 선진국

의 대열에도 합류한 것은 사실이다.�그

러나 여전히 한국보다 강한 나라들은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지리적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소한 동북아시아의 나라와

는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도록 해

야 한다.�그들과 경쟁하려 하기 보다는

상생하려 해야 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내에서의 갈등관계를 조절하는 완충지

대를 만드는 것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핵심적 요인이라고 생각한다.�이

러한 아시아권 내에서의 유대관계는 한

국의 국제적 영향력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 � �그런데 이를 위해서 청년들은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청년들이 정치적,� 사회적

주변부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

렇지만 청년들은 분명히 외국 국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자국에 대한 공

감대를 확신하고 신뢰를 확보하여 외교

관계를 증진시키며 국가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 공공외교의 핵심에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당장

지금 당장 한 국가 내에서 청년들의 힘

이 강력한 것은 아니다.�그렇지만 청년

들은 정보화 시대 속에서 인터넷을 자유

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편적

으로 가지고 있다.�그리고 이것은 청년

들을 공공외교의 핵심인 소통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

서 청년들은 한 국가 내의 분위기나 문

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과정의 핵심에

있다.�그렇기 때문에 청년을 사회적 주

변부에서 중심으로 이끌어야 한다.� 또

한 몇몇 청년들은 사회주변부에 속하여

인류 역사의 불평등에 저항하여 극단적

폭력주의의 구성원이 되어 세계적인 평

화를 위협하고 있다.�이를 통해 청년층

에 대해 무관심하던 태도에서도 탈피해

야 할 것이다.�또한 청년들도 변화하여

야 한다.� 지금까지 받아온 청년계층에

대한 무시에 대해서 분노하고 전 세대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자신들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에 놓여 있는 지를 기성세

대들이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그리고

청년층의 가장 주목할 만한 능력인 인

터넷 활용 능력을 이용하여 정치적 사

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론 형성에 있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또한 가짜뉴스나�

선동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타국의 청년들과 소통을 통해 각�나라

들에 대해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한국과

타국간의 평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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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 Day

"“Not� until� the� half� of� our� population� represented� by� women� and� girls� can� live� free� from� fear,� violence� and�

everyday� insecurity,� can�we� truly� say�we� live� in� a� fair� and� equal�world.”

—�UN� Secretary-General� António�Guterres

Why�we�must� eliminate� violence� against�women

Violence� against�women� and� girls� (VAWG)� is� one� of� the�most�widespread,� persistent� and� devasta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our�world� today� remains� largely� unreported� due� to� the� impunity,� silence,� stigma� and� shame� surrounding� it.

In� general� terms,� it�manifests� itself� in� physical,� sexual� and� psychological� forms,� encompassing:

� �•intimate� partner� violence� (battering,� psychological� abuse,�marital� rape,� femicide);

� �•sexual� violence� and� harassment� (rape,� forced� sexual� acts,� unwanted� sexual� advances,� child� sexual� abuse,�

� �•forced�marriage,� street� harassment,� stalking,� cyber-� harassment);

� �•human� trafficking� (slavery,� sexual� exploitation);

� �•female� genital�mutilation;� and

� �•child�marriage.

To� further� clarify,� the�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issu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93,�

defines� violence� against� women� as� “any� act� of� gender-based� violence� that� results� in,� or� is� likely� to� result� in,� physical,� sexual� or�

psychological� harm� or� suffering� to� women,� including� threats� of� such� acts,� coercion� or� 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 whether�

occurring� in� public� or� in� private� life.”

The� adverse� psychological,�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consequences� of� VAWG� affect� women� at� all� stages� of� their� life.� For�

example,� early-set� educational� disadvantages� not� only� represent� the� primary� obstacle� to� universal� schooling� and� the� right� to�

education� for� girls;� down� the� line� they� are� also� to� blame� for� restricting� access� to� higher� education� and� even� translate� into� limited�

opportunities� for�women� in� the� labour�market.

While� gender-based� violence� can� happen� to� anyone,� anywhere,� some� women� and� girl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 for� instance,�

young� girls� and� older� women,� women�who� identify� as� lesbian,� bisexual,� transgender� or� intersex,� migrants� and� refugees,� indigenous�

women� and� ethnic�minorities,� or�women� and� girls� living�with� HIV� and� disabilities,� and� those� living� through� humanitarian� crises.

Violence� against� women� continues� to� be� an� obstacle� to� achieving� equality,� development,� peace� as� well� as� to� the� fulfillment� of�

women� and� girls’� human� rights.� All� in� all,� the� promis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to� leave� no� one� behind� -�

cannot� be� fulfilled�without� putting� an� end� to� violence� against�women� and� girls.



024� 청년외교살롱

ORANGE�DAY

Global� Action:�Orange� the�World

The� 25th� of� every� month� has� been� designated� as� Orange� Day� by� the� UN� Women� campaign� Say� No,� UNiTE� launched� in� 2009� to�

mobilize� civil� society,� activists,� governments� and� the� UN� system� in� order� amplify� the� impact� of� the� UN� Secretary-General’s� campaign,�

UNiTE�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Participants� the� world� over� are� encouraged� to� wear� a� touch� of� orange� in� solidarity� with�

the� cause� -� the� colour� symbolizes� a� brighter� future� and� a�world� free� from� violence� against�women� and� girls.

The� 2018� theme� is� Orange� the� World:� #HearMeToo� and� like� previous� editions,� the� date� marks� the� launch� of� 16� days� of� activism�

that�will� conclude� on� 10�December� 2018,� International� Human�Rights�Day.

A� host� of� public� events� are� being� coordinated,� among�which� iconic� buildings� and� landmarks�will� be� ‘oranged’� to� recall� the� need� for�

a� violence-free� future.

Join� the� campaign!� You� can� participate� in� person� or� on� social�media� via� the� following� hashtags:�

#OrangeUrWorld,� #OrangeTheWorld,� #HearMeToo,� #EndVAW.

Alarming� Figures

� �•1� in� 3�women� and� girls� experience� physical� or� sexual� violence� in� their� lifetime,�most� frequently� by� an� intimate� partner

� � � � Only� 52%�of�women�married� or� in� a� union� freely�make� their� own�decisions� about� sexual� relations,� contraceptive� use� and� � � �

� � � � health� care

� �•Worldwide,� almost� 750�million�women� and� girls� alive� today�were�married� before� their� 18th� birthday;�while� 200�million�women�

� � � � and� girls� have� undergone� female� genital�mutilation� (FGM)

� �•1� in� 2�women� killed�worldwide�were� killed� by� their� partners� or� family� in� 2012;�while� only� 1� out� of� 20�men�were� killed� under�

� � � � similar� circumstances

� �•71%�of� all� human� trafficking� victims�worldwide� are�women� and� girls,� and� 3� out� of� 4� of� these�women� and� girls� are� sexually�

� � � � exploited

� �•Violence� against�women� is� as� serious� a� cause� of� death� and� incapacity� among�women�of� reproductive� age� as� cancer,� and� a�

� � � � greater� cause� of� ill� health� than� traffic� accidents� and�malaria� combined.

Resources

� �•Sustainable�Development�Goal� 5� Targets� :� http://www.un.org/en/spotlight-initiative/SDG_goal_5.shtml

� �•The� Spotlight� Initiative� :� http://www.un.org/en/spotlight-initiative/index.shtml

� �•#HerStoryOurStory� :� http://www.un.org/en/spotlight-initiative/HerStoryOurStory.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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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DAY

A� Portrait� of�Minera� Begum,� 22,� in� Balukhali� camp� on� 5�March� 2018.�Minera� Begum� is� an� outreach�worker� for� the�Multi-Purpose�Women’s� Centre.� �

Background

Taking� a� Stand�Against� Gender-Based� Violence

Despite�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of�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79,� violence� against�women� and� girls� remains� a� pervasive� problem�worldwide.

To� that� end,� the� General� Assembly� issued� resolution� 48/104,�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road� towards� a� world� free� of�

gender-based� violence.

Another� bold� step� in� the� right� direction�was� embodied� by� an� initiative� launched� in� 2008� and� known� as� the� UNiTE�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It� aims� to� raise� public� awareness� around� the� issue� as� well� as� increase� both� policymaking� and� resources� dedicated�

to� ending� violence� against�women� and� girls�worldwide.

Yet,�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at� the� global� scale.� To� date,� only� two� out� of� three� countries� have� outlawed� domestic� violence,�

while� 37� countries� worldwide� still� exempt� rape� perpetrators� from� prosecution� if� they� are� married� to� or� eventually� marry� the� victim�

and� 49� countries� currently� have� no� laws� protecting�women� from� domestic� violence.

In� 2017,� the� European� Union� (EU)� and� the� UN� launched� the� Spotlight� Initiative,� which� aims� to� eliminate�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women� and� girls� by� raising� the� awareness� of� this� issue,� in� line�with� the� 2030�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Against�Women

Women's� rights� activists� have� observed� 25� November� as� a� day� against� gender-based� violence� since� 1981.� This� date� was� selected� to�

honour� the� Mirabal� sisters,� three� political� activists� from� the� Dominican� Republic� who� were� brutally� murdered� in� 1960� by� order� of�

the� country’s� ruler,� Rafael� Trujillo� (1930-1961).

On� 20� December� 1993,� the� General� Assembly� adopts� the�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through�

resolution� 48/104,� paving� the� path� towards� eradicating� violence� against�women� and� girls�worldwide.

Finally,� on� 7� February� 2000,� the� General� Assembly� adopts� resolution� 54/134,� officially� designating� 25� November� as� the�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in� doing� so,� inviting�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as�

NGOs� to� join� together� and� organize� activities� designed�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 issue� every� year� on� that� date.

(Resources� from� :� United�Nation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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