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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수백만의 생명을 희생시켰고 한반도 산천을 폐허로 만들었
다. 1953년의 정전협정은 끝내 평화협정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참혹한 재앙을 불러온
대결로 남북 간 장벽이 공고해졌으며, 이로 인해 남북, 북미 간 갈등과 군사적 대결이
증폭되어 왔다.
생명을 위협하는 소모적 갈등과 군사대결을 끝내기 위한 첫걸음은 한국전쟁 종전과 평
화협정체결이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항구적 평화로 가는 길이며 동북아와
세계의 공존과 공영에 대해서도 희망의 빛을 던져줄 것이다. 이에 대한 확신으로 한국
의 시민사회는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이웃 여러
나라들에서 벌여 왔고, 전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도 지지와 연대를 보내왔다.
이러한 노력은 끝나지 않은 냉전의 벽을 허물고 상생과 평화의 새 규범 위에 생명공동
체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는 요구이며 응답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전쟁의 종식과‘민의 한반도 평화협정’을 선언한다. 정치 군사적 이권
에 연루된 이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평화를 향한 민중의 열망을 외면하기에 민이
스스로 바꾸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 전쟁 지속의 다른 이름인 ‘정전’체제의, 지난한 폭
력과 수난의 세월을 끝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를 민이 선언하는 것이다. 한
반도의 분단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이 갖가지 구실로 분단의 영속화를 도모하기에,
민이 스스로 분단을 넘어 통일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이는 70년 동안 저마다 몸에 새
겨진 상흔과 가슴에 고인 눈물과 대동평화 세상에 대한 갈망이 터뜨리는 함성이다.
전쟁 발발 70주년에 선언하는 민의 평화협정은 정전협정 체결 후 70주년이 되는 2023
년 7월 27일 이전에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구
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될 평화협정으로 거듭나야 한다. 관계국들은 지금 선언
하는 ‘민의 평화협정’ 원칙과 내용을 반영하여 조속히 협상을 시작하기 바라며, 그 내
용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평화협정의 기본원칙
1.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와 교전 당사자인, 대한민국(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
선),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그리고 미합중국(미국)은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한반도
에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 한다.
1. 협정 당사국들은 국제연합 헌장을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기존 합의
들을 존중하고,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
하며, 체결하는 평화협정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 북미 정상이 채택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따라, 당사국 간 관계 개선과 신뢰에 바탕을 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 완전한 비핵화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체결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협정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평화협정의 발효와 함께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한다.
1. 한국과 조선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을 경계선으로 하고, 정
전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경계선은 양 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1. 한국과 조선은 기존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지대로 전환한다.
1. 당사국들 / 한국과 조선, 조선과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 위협을 가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조선과 미국은 국교를 정상화하고, 비방, 압박, 제재를 중단한다.
1. 당사국들은 각각 평화협정에 저촉되는 적대적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폐기한다.
1. 한국과 조선은 전면적인 정치·군사적 신뢰 조성을 위해 기존의 합의를 이행하고 이
를 뒷받침할 상설 고위급회담을 운영한다.
1. 한국과 조선은 상호 군비를 축소한다. 이를 위해 군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한다.
1. 조선은 핵무기를 폐기하고 한국과 미국은 핵우산을 폐기한다. 당사국들은 한반도에
서 핵무기와 핵위협이 될 일체의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금지한다.
1. 평화협정의 발효와 함께 유엔사를 해체하고, 외국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한다.
1. 이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조선 평화관리 공동위원회와 당사국조정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운영한다.
1. 당사국들은 이 평화협정의 이행을 촉진할 국제평화감시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민의 참여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선언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A Declaration for the People’s Korea Peace Agreement

The Korean War, which broke out on June 25th, 1950, cost millions of lives
and left the Korean Peninsula in ruins.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led
not to a peace agreement. Thereafter, the disastrous confrontation settled
into a consolidation of the barrier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has
amplified conflicts and military confront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and
betwe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Ending the Korean War and concluding a peace agreement must be the first
step toward ending this conflict and the military confrontation which
threatens lif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the path to a permanent
peace that guarantees the safety of the people. This will also shine a ray of
hope on those dreaming of co-existence and the co-prosperity of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Assured of this, Korean civil society has campaign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other
neighboring countries to urge for the conclusion of a peace agreement.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also sent support and pledged solidarity with
this struggle. These efforts constitute a response to the demands for
breaking down the walls of the unending Cold War and opening a new
horizon

for

a

community

of

life

based

on

the

new

standards

of

co-prosperity and peace.
Therefore, we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proclaim a 'People's
Korea Peace Agreement' (hereafter People’s Peace Agreement). As those
connected to the political and military power centers turn a blind eye to the
people's longing for peace, protecting their own vested interests, the people
will seek transformation themselves. This is a declaration that the people
deserve an end to the years of excessive violence and hardship, an end to
the unending war now in the form of the Armistice System, and that the
people deserve to enjoy peace. While those who want to benefit from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tempt to perpetuate the division under
various pretexts, the people themselves are trying to move beyond division
to reunification. This is the amalgamation of the scars engraved upon our
bodies for 70 years, the overflow of tears within our hearts, and it is the
cry bursting out of a longing for a world of peace.
The People's Peace Agreement, declared on the 7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war, should turn into an (official) peace agreement
(hereafter: Peace Agreement) that shall be conclud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before July 27th, 2023,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is Peace Agreement will be a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the complete end to the Korean War and the establishment of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roughout Northeast Asia. Now we urge the
concerned countries to start negotiations as soon as possible, reflecting the
following principles and contents of the People’s Peace Agreement:
Basic Principles of the People's Korea Peace Agreement
- The signatory parties to the Armistice Agreement, the Republic of Korea
(ROK),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sign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o achieve a complete end to the
Korean War and a permanent and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Peace Agreement should abide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spect existing (inter-Korean) agreements on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upport efforts for peace
and reunific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contribute to world
peace, and faithfully implement the contents of the Peace Agreement.
-

The

Peace

Agreement

should

be

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and the Singapore
Joint Statement adopted between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nd between
the DPRK and USA, and should include the process of simultaneously
implementing a step-by-step realization of a peace regime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improved relations and

trust between the parties.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es the following: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mpletely end the Korean War with the
effectuation of the Peace Agreement.
1.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stipulated in the ‘Armistice Agreement’
shall be the boundary line between the ROK and the DPRK, and the
boundaries not stipulated in the Armistice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by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1. The ROK and the DPRK shall convert the existing Demilitarized Zone
(DMZ) into a peaceful ecological zone.
1. Between the parties to the Peace Agreement, there shall be no threat of
attack or use of force under any circumstances; neither between the DPRK
and the ROK, nor between the DPRK and the USA.
1. The DPRK and the USA shall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and stop
slander, pressure, and sanctions.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mend or repeal hostile domestic laws which
are contrary to the Peace Agreement.
1. The ROK and the DPRK shall implement the existing agreements and
form and operate permanent high-level talks to support those agreements
in order to create overall political and military trust.
1. The ROK and the DPRK shall mutually reduce their military spending. To
that end, they shall form and operate a joint inter-Korean military
committee.
1. The DPRK shall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and the ROK and the USA
shall

remove

its

nuclear

umbrella

from the Korean Peninsula.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an all military and technical actions that could

pose a nuclear threat to the Korean Peninsula.
1. At the time of the effectuation of the Peace Agreement, the UN
Command shall be dismantled and foreign troops withdrawn in a step by
step process.
1. To implement the Peace Agreement, an Inter-Korean Joint Committee for
Peace Management and a Coordination Committee for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organized and operated respectively.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organize and operate an International Peace
Watch Group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Peace Agreement.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promoted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We will use every endeavor to realize this
declaration.
July 24th,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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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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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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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평화공공성센터 Center for Peace and Public Integrity (CPPI, Hanshin
University, Korea)

Ÿ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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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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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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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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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일본교단 The United Church of Christ in Japan (UCCJ)

Ÿ

재일대한기독교회 Korean Christian Church in Japan (KCCJ)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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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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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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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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