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세션> 접경지역에서 UN의 평화, 환경, 발전 관련 활동

평화구축에 대한
지뢰제거 활동의 기여
애비게일 하틀리 (유엔지뢰대책기구 정책, 옹호, 공공 정보 책임)

지뢰의 영향

• 대인지뢰금지협약(Anti-Personnel Mine Ban Convention; APMBC)에 164개국
이 서명한 것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과 의미 있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현재 66개 국가와 기타 지역이 대인 지뢰에 오염되어 있다.
• 이 오염의 영향은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야기한다. 지뢰·집속탄 감시관에 의해
수집된 수치를 보면 문제의 규모를 알 수 있다.
- 2000년대 초반 사상자 수가 꾸준히 감소했던 시기에 이어, 극심한 무력 충돌에
직면한 국가들과 국가에 소속되지 않은 무장단체들의 대규모 IED(급조폭발물
또는 사제폭탄) 사용으로 인해 5년 연속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 29개국과 지역에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3.574명에서 2019년
15,764명으로 사상자가 증가했다.
-

급조폭발물로

전체

사상자의

57%가

발생했고,

이어

ERW(Explosive

Remnants of War, 전쟁 잔류 폭발물) 28%, 대인 및 대전차 지뢰가 11%를
차지했다.

유엔의 지뢰제거 활동
• 유엔지뢰대책기구는 뉴욕본부에 있지만, 우리는 유엔총회에서 우리의 지식과 전문
성을 이용해 평화 작전을 지원하며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유엔 전체 시스
템에 걸쳐 지뢰제거 활동을 조정하도록 위임받았다. 뉴욕 소재의 소규모 팀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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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네바에 인도주의 허브를 두고 있고, 이 분야의 19개 유엔지뢰대책기구 프로
그램을 통해 3,000여 명의 여성과 남성이 고용되었다.
• 우리의 작업은 지뢰제거 작업 영역 전체에 걸쳐 이뤄진다:
- 지뢰가 제거되었음을 확인
- 위험 교육
- 피해자 지원
- 홍보
- 비축된 지뢰 파괴

지뢰제거 작업을 통한 평화구축

• 지뢰제거 작업은 분쟁 상황에서 매우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화구축을 위한 훌륭한 진입점이 된다. 이 작업은 평화협상 또는 중재의 논의 주
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뢰제거 작업은 인도주의와 개발 목표를 가능하게 한다.
- 지뢰 제거 작업은 지역 차원의 신뢰 구축 조치가 될 수 있다. 지뢰가 제거되면
그 지역민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를 통해 평화구축 과정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 오염된 토지의 개간으로 농경지와 시장, 기본 서비스, 인프라 등의 접근과 그로
인한 이동의 자유와 사회경제적 회복이 가능하다.
• 전반적인 안전과 보안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과 정부 간의 관계를 강화한다.
- 폭발성 무기, 재래식 무기 및 탄약의 과잉 비축물량의 관리와 관련된 물건의
파괴는 위험을 완화하고 무기에 대한 불법 접근 또는 이전을 억제하여 더 이상
의 충돌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실제로 어떻게 이 과정이 이뤄지는지 보기 위해 콜롬비아를 시작으로 몇 가지 사
례 연구를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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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 2016년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무장혁명군(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People’s Army; FARC) 간의 평화협정에 지뢰제거 조치가 포함됐다.
• 농촌개발과 토지개혁이 평화협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오염과 통제에 대한 기술
적 조언과 합의는 협정 이행에 있어 필수적이었고, 따라서 지역사회가 그들의 땅
을 되찾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의 전직 전투원은 지뢰제거 활동 교육을 받았다. 현재까
지 100명이 넘는 전직 전투원들이 훈련을 받아 지뢰제거 활동 분야에서 실무 경
험을 쌓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그들의 사회경제적 재통합을 돕고 평화 프로세
스에 대한 믿음과 지원을 강화하여 다른 전우들에게 희망의 원천이 되었다.

키프로스
• 지난 8개월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2015년 최종 합의 이행을 위한 그리스
키프로스와 터키 키프로스 지도자 간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 제안으로 지
뢰제거를 활용한 키프로스도 대표적이다.
• 왕래할 수 있는 지점들이 추가로 다시 열림에 따라 그리스 키프로스와 터키 키프
로스 주민 수천 명이 완충지대를 안전하게 건너 가족, 친구 및 종교 유적지를 방
문하고 국경을 넘어 무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유엔지뢰대책기구는 또한 실종자위원회(Committee on Missing People; CMP)가
활동을 수행할 경우 해당 장소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기술 자문
및 교육을 제공한다. 이는 실종자의 친척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해를 되찾고,
적절한 장례식을 준비하고, 오랜 고통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간의 화해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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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 수단의 동부 지역들은 동수단 평화협정이 체결된 2006년까지 수단 인민해방운동
(Sudan People’s Liberation Movement; SPLM)과 수단 정부 사이에서 긴 갈등
에 직면해 있었다.
• 지속적인 평화는 지뢰제거 노력에 의해 창출된 안전 때문에 부여된 기회다. 예를
들어, 지뢰의 제거와 ERW는 지역공동체 중심이었던 아베이(Abyei)에 있는 아미
에(Amiet) 시장 재개를 포함하여 분쟁 부족 간의 대화와 경제 회복을 촉진했다.
• 수단 정부는 2018년 6월에 대인지뢰금지협약의 의견수렴 회의를 포함한 수차례
지뢰제거 작업의 핵심적 기여를 인정했다.
• 유엔지뢰대책기구는 남 코르도판과 블루나일 주에서 이러한 성공을 재현할 수 있
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곳에는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아세안 지역

캄보디아
• 캄보디아의 북서쪽 태국과의 국경은 약 740km의 길이에 걸쳐 지뢰가 묻혀 있으
며 이로 인해 64.000명 이상의 캄보디아인이 죽거나 장애를 입었다.
• 캄보디아 지뢰제거 및 피해자지원청(Cambodian Mine Action and Victim
Assistance Authority; CMAA)은 유엔개발계획 지뢰제거 조치 부대의 지원을 받
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유엔개발계획은 캄보디아 지뢰제거 및 피해자지원청이 지뢰를 제거하고 생존자들
에게 재활, 교육, 직업 훈련 및 취업 기회를 지원하여 화해와 지속적인 평화에 기
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1,600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지뢰가 묻힌 지역이 캄보디아군의 도움으로 개간되었
고, 3,000명 이상의 생존자들은 재활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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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는 “지뢰제거(mine free)”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평화를 유지하고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통치력을
보여주는 핵심이다.

미얀마
• 마지막 예로, 현재 진행중인 무력 충돌과 국가 전체의 평화에 대한 도전에도 불구
하고 국가 내 활동이 지역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예를 들어 보겠다.
• 유니세프는 지뢰위험 실무그룹(Mine Risk Working Groups; MRWG)의 설립을
지원했다. 이 실무그룹은 부처간, 기구간 협력체로 (사회복지와 안전, 이주를 담당
하는)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의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는 10개의 부처, 미얀마
군대(Tatmadaw), 40개의 국내외 NGO의 다양한 활동가가 포함된다.
• 이 메커니즘은 주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행되었으며, 카친(Kachin), 샨(Shan),
카야(Kayah) 및 카인(Kayin)에서 조정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 카인주에 위치한 지뢰위험 실무그룹은 미얀마 군대가 민족무장단체(Ethinic
Armed Groups; EAOs) 및 공동감시위원회(Joint Monitoring Committee; JMC)
멤버까지 함께 참여하는 포괄적 형태를 띤다.
• 카인주의 지뢰위험 실무그룹과 같은 포럼은 아동 보호와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독
특하고 가치 있는 지지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 2017년 4월 4일, 지뢰대책행동 기념일에 유엔사무총장이 했던 말을
인용하고 싶다. “지뢰대책행동이 없는 평화는 불완전한 평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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