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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한 ․ 미 ․ 일 삼각동맹과 제주해군기지  

정욱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1. 들어가며

미일동맹의 오랜 숙원인 한-미-일 3각 동맹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중국의 부상,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

환, 동아시아 영토 분쟁, 일본의 우경화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자칫 

동아시아의 신냉전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 

강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사유도 커지고 있다. 기어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면, 강정마을의 ‘작은 평화’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큰 평화’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야를 넓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전개되어온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는 결코 기우

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중국 사이의 동아시아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이명박 정부

가 한-미-일 3각 동맹 구축에 은밀하고도 깊숙이 편입되어온 것이 확인된 만큼,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에게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비수가 될 공산이 더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제주 해군기지를 대미국 및 대중국, 그리고 미중관계 관계의 맥락에서 문제제기하면 ‘왜 한국군 

기지를 자꾸 미국 및 중국과 연결시키냐’는 반론을 많이 듣게 된다. 제주 해군기지가 한국군 기

지라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에 따라 미국

이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냉엄한 현실이다. 제주 해군기지 논란을 미국의 동

아시아 전략과 미중 패권 경쟁의 맥락에서 반드시 그 득과 실을 짚어봐야 할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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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과 한-미-일 3각 동맹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간의 전쟁을 치르고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해 군비 삭감이 불가

피해진 미국이 "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을 선언했다. 2012년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미국의 지속적인 글로벌 리더십 유지: 21세기 국방의 우선순위>라는 보고서를 통

해서다. 이 보고서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정치, 경제, 군사안보에서 세계의 중심지로 부상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부득불 재균형(rebalance)를 추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신군사전략 발표 이후 미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첫째 군비삭감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시

아-태평양 지역에는 군사력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2015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건조 중인 신형 항

공모함 ‘제럴드 포드호(USS Ford)'를 추가로 확보해 항모 전단을 5척에서 6척으로 늘리는 등, 현

재 52%인 아태 지역의 해군력을 2020년까지 6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상 미사일방

어체제(MD) 강화를 위해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도 2012년 현재 26척에서 2018년까지 

36척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세 가지의 3자 동맹을 구축해 중국에 대한 포위․봉쇄망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 세 가

지 3자 동맹이란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인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미국

이 주도하고 일본을 기축으로 삼아 동쪽-서쪽-남쪽에서 대중 포위망을 좁히려고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이들 3자 관계 가운데 한-미-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한일 군사협정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양자 동맹인 한미, 미일 동맹에 더

해 한일간에도 군사관계를 연결하면 한-미-일 3각 동맹으로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셋째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복원 및 강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 나간다는 계획

이다. 미국은 2010년부터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은 미국의 국익”이라며 이 

지역에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사이의 영유권 분쟁에 적극 개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황옌다오(필리핀명 스카보로섬), 베트남 등과는 난

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 시사군도(파라셀군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러자 미

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군사 지원, 합동 군사 훈련 실시, 추가적인 기지 및 기항지 확보 등의 방

식을 통해 군사협력을 크게 제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

이다.

이렇듯 미국의 군사전략이 중국 봉쇄를 겨냥해 하루가 다르게 바뀌면서 한미동맹 및 한국의 위

상과 역할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2012년 6월 발표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2+2 회담) 공동성명에 잘 드러나 있다. 우선 한미동맹이 지역동맹과 글로벌 동맹으로 전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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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눈에 띤다. 공동성명을 보면 “한국은 미국이 아시아로의 관심과 기여를 증대하는 것

을 환영하며, 미국은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지역 및 세계 평화 안보에 대해 역할을 강화시켜 나

감을 환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가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실상의 한-미-일 3각 동맹이 가시화되면서 한국이 대중국 봉쇄의 전초기지로 변질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2 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구호, 해양안보, 항행의 자

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을 포함하여 한 미 일 3자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고, “한·

미·일 안보토의를 포함하여 3자 안보협력·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근 논

란이 되고 있는 한일 군사협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것이며, 7월 초순 캄보디아 프놈펜에

서 열린 한-미-일 외교 장관회담에서 워싱턴에 실무급 운영그룹을 두기로 한 것도 한-미-일 3자 

동맹의 제도화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이들 세 나라는 6월 하순 제

주 남방해역에서 사상 최초로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셋째, 한국이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미사일방어체제(MD)에 깊숙이 편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MD

는 미국의 선제공격 능력을 배가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균형을 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국제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MD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MB 정부 들어 미국 MD로의 편입은 가속화되고 있다.

2+2 공동성명에도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여, 양측 장관들은 미사일 위협에 대

한 포괄적인 연합 방어태세(comprehensive and combined defenses)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

기로 하였다.” 여기서 “연합(combined)"라는 표현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MD 능력을 사실상 일

체화하겠다는 의미이고 “포괄적(comprehensive)"는 일본을 포함한 ‘지역 MD’ 구축 의도를 드러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일동맹의 MD 일체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두 나라의 최근 움직임에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이

다. 하나는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2척의 이지스함을 업그레이드해 MD 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

다는 것이다. 업그레이드의 핵심적인 내용은 미국의 레이시온과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SM-3 Block IIA을 일본 이지스함에 장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일본 이

지스함의 미사일 요격 범위와 고도는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 하나는 미국이 일본 남부에 MD용 조기 경보 레이더인 X-밴드 레이더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는 것이다. 미국은 필리핀에도 X-밴드 레이더 배치를 검토 중이다. 이러한 미국의 계획이 이행될 

경우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일본 남부-필리핀’으로 이어지는 MD 레이더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

다. 이는 북한 전역은 물론이고, 잠재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영토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

어 동아시아 안보 정세에 일대 파란을 몰고 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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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 해군기지의 전략적 위험성과 대안

그렇다면 중국 봉쇄를 겨냥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한국이 깊숙이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주 해군기지는 1차적으로는 

한국군 기지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은 “적절한 통고”를 하면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제주 해군기지의 사용 여부는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제주 해군기지를 이용하려고 할까? 필자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네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태평양 세력”을 자임하면서 아시아로의 귀환을 천명한 미국은 동

아시아에 더 많은 기항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해군력의 60%를 아태 지역으로 집중하

겠다는 계획은 그 만큼 미군 함정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이는 추가적인 기지와 기항지가 필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미국은 한국-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괌을 단일 전장권으로 칭하면서 

한국이 이들 지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에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MB 정부도 이

를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 인근 수역은 오키나와나 괌으로 날라가는 미사일 요격을 시도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이다. 넷째, 미국은 해양안보와 통항의 자유 확보를 동아시아 해양 전략

의 핵심으로 삼으면서 중국과 대결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제주도는 남중국해-대만 해협-동중국

해-서해를 잇는 미-중 간의 갈등의 바다에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된다.

미국이 일본 남부에 최신예 레이더를 배치하려는 이유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 

남부가 주일미군 및 주한미군 기지를 방어하는데 중요한 위치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해병대를 감축해 이들 가운데 일부를 오키나와에 재배치할 계획도 갖

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수는 1만5천명에서 1만9천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X-

밴드 레이더를 일본 남부에 배치하려 하는 이유가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

사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미국은 또한 주한․주일미군 기지의 방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패트리어트 시스템보다 요격 고

도와 범위가 넒은 전역고고도미사일방어체체(THAAD)를 한국과 일본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X-밴드 레이더는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 및 식별 정보를 THAAD에 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X-밴드 레이더 배치는 THAAD 배치로 이어질 공산이 대단히 

크다. 대개 레이더와 요격미사일은 ‘한 세트’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X-밴드 레이더는 최신예 요격미사일인 SM-3를 장착한 이지스함(ABMD)에도 탐지․식별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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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다. ABMD도 자체적으로 SPY 계열의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지만, X-밴드보다 탐지

거리가 짧다. 이에 따라 X-밴드의 지원을 받을 경우 ABMD의 활동 반경도 크게 넓어질 수 있다.

더구나 오바마 행정부는 이동식 해상 체제인 ABMD를 MD의 총아로 여기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투입을 크게 늘리고 있고 일본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ABMD 및 이와 연동된 X-밴드 전력을 강화하는 데에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

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중국은 최근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대함 탄

도미사일을 선보이는 등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를 

선언한 미국의 핵심 목표는 중국의 이러한 차단/거부 전략을 무력화하는 데 있고, MD는 바로 

그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강정마을에 건설 강행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의 전략적 위험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X-밴드 레이더의 일본 남부 배치는 한-미, 혹은 한-미-일의 해상 MD 체제가 제주 

해군기지를 중간 기지로 이용할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이 동아시아 MD

의 핵심 목표를 미 군사력의 거점인 오키나와-괌-하와이 및 대만 방어에 두고 있고 제주도는 이

러한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결코 기우가 아니다.

만약 미국이 제주 해군기지를 중국 봉쇄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하게 되면, 한중 관계는 크게 출

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그리고 통일 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할 국가라는 점에서 한중관계의 파탄은 한국의 번영과 평화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한중관계의 악화가 동북아 평화 만들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해 제주 해군기지를 백지화해야 할 까닭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남방 해역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대비책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필

자는 이러한 역할은 이미 한국 해경이 하고 있고, 여기에 해군의 역할을 부가하는 형태로도 충

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가령 화순항에 추진중인 해경전용부두와 제주항에 확장될 예정인 전용부

두를 해군이 기항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중복 투자를 방지해 수조

원의 예산 절감도 가능해질뿐더러 해경과 해군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도 효과적

인 남방 해역 안전 확보도 가능해질 수 있다. 그리고 강정마을을 세계생태평화마을로 지정해 ‘세

계 평화의 섬’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미 강정마을

은 제주 해군기지에 맞선 많은 사람들의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저항으로 세계적인 평화의 성지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발상만 전환하면 강정마을을 세계생태평화마을로 만드는 것은 결코 꿈같

은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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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1

한국기지 종합보고

강상원 / 평택 평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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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평택 제2활주로 시설공사

- 사업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k-55 기지 내

- 사업 규모 : 981,354 ㎡(활주로 용지226,206㎡ 및 안전지대용지755,148㎡)

- 사업 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 사업 기간 : 2011년 4월 ~2013년 9월

Ⅰ. 2012 평택미군기지들의 주요 현안 (평택평화센터)   

평택에는 오산 공군기지(Osan Air Base, K-55, Osan AB)와 캠프 험프리즈 (Camp Humphreys,

K-6)가 위치하고 있다. 두 기지는 오래전부터 환경문제와 항공기소음,미군범죄가 끊임없이 발생

해왔다. 지난 2011년부터 발생한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1.오산공군기지 불법적인 제2활주로 건설

제2활주로 사업은 2006년 주한미군 측의 요청을 국방부가 받아들이면서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

되는 사업이다. 현재 오산공군기지(K-55)내 운영중인 기존 활주로는 1953년 신설되어 1959년 재

포장된 것으로 현재까지 사용 하고 있다. 국방부는 통상 20년 정도 사용하는 활주로 수명을 넘

겨 활주로상 항공기 고장, 전시 긴급 출동등 유사시 기지 이착륙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제

2활주로가 필요하다고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오산 공군기지내 제2활주로를 건설하여 기존활주로

를 보수하는 동안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기존활주로 보수 완료후 제2활주로를 예비 활주로로 

사용하겠다고 설명한다.

제2활주로는 현재 운영중인 활주로에서 북쪽으로200여m 떨어진 곳에 길이 2.7kmX폭45m의 쌍둥

이 활주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활주로 북쪽에 위치한 패트리어트 포, 발칸포, 레

이다 시설 등을 이동하는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

오산 공군기지의 제 2활주로 건설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되다가 평택시

민200명의 행정소송의 판결로 뒤늦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밝힌 목적

(활주로를 건설하는 이유는 2배 이상의 전투기 이착륙임)에도 불구하고 이착륙횟수엔 변함이 없

다는 전제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LPP부지 공여목적을 위배

한미 간에 합의한 LPP(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의 '안전지역권’ 제6조‘에 따르면, 공여 목적 외에 

새로운 시설을 건설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방부가 오산 공군기지 주변 50만평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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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과

- 1998년 8월 9일 캠프험프리 집중호우로 침수된 부대의 보일러실의 지하저장탱크에 서 디젤

유(탱크용) 500갤런이 유출되어 인근 농경지 약5천여 평에 피해를 입힌 사건 발생

- 2000년 7월 22일 송탄미군기지 항공유 약3천7백갤런(14.7kl, 70드럼) 유출

- 2001년 2월 캠프험프리 주유소 지하배관 파손으로 항공유(JP-8) 1,100갤론 유출

- 2003년 1월 캠프험프리에서 유류저장탱크 교체과정에서 기름유출 발견

- 2004년 2월 27일 캠프험프리에서 헬기연료 공급 중 송유관 파손으로 약3만 갤런유류유출

*평택지역은 TKP송유관(평택-성남 74km)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기름유출로 인해 상 당한 

토양오염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군 탄약고 이전부지와 비행장 안전거리 확보,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 등을 위해 공여했

다고 밝혔던 기존의 입장과 전면 배치된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의 사업승인은 권력남용행위이며 

LPP 협정에 의해 공여된 애초의 목적을 위배하고 있다.

 

2.오산공군기지 탄약고 안전거리를 무시한 골프장 건설 

국방부는 오산 공군기지 인근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 금각리 일대 46만2929.9㎡를 탄약고 안전

구역으로 지정하였지만 2012년 1월 332억을들여 골프장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골프장 건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탄약고 주변 600m이내에는 골프장을 비롯한 그 어떤 시설물

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규정에 어긋난 골프장 건립에 국방예산을 낭비하고,부지를 특별회계로 매입한 탈법적 예산 전용

과 안전거리 기준을 무시한 행태에 대해 비판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오산 공군기

지에서 운용하는 탄약고는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채 탄약고를 운영하고 있다. (민가에서 

200m도 떨어져있지 않다)

3. 환경문제

캠프 험프리즈는 1989년 보일러실의 지하저장탱크에서 디젤유가 유출되는 환경사고가 발생한 것

을 시작으로 2000년 항공유 유출사건, 2001년 항공유 유출사건, 2003년 유류저장탱크 기른유출사

건, 2004년 송유관 유류유출사건등 지속적으로 유류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미군에 허가없이

는 접근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사고가 일어난 원인지점의 정화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

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캠프 캐롤 고엽제 사건으로 

전국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문제가 이슈화 되었고 캠프험프리즈도 평택시에서 환경오염조

사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으나 현재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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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군범죄

지난 7월 5일날 발생한 수갑사건은 오산기지 인근 로데오 거리에서 주차차량 이동 문제와 관련

해 시비가 붙자 미 헌병들이 시민 양모씨등 한국인 3명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발생했다. 사건에 

연루된 헌병은 모두 7명으로 이들은 영외 순찰 중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 이동을 요구했지만 양

모씨등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서 삿대질을 하고 밀치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껴 정

당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한국인 민간인들은 차를 이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헌병들이 갑자기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미군 헌병대가 주차 이

동 요구를 한 지역은 미군 영내가 아니기 때문에 미군 헌병대가 민간인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공군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인 민간

인에게 수갑을 채운것에 대해 사과를 하였지만 공무중사건을 이유로 경찰조사에 무성의한 태도

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가 끊이지않는 아유는 공무중사건에 대해서는 1차재판권을 행사

하지못한다는 불평등한 sofa 협정때문이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 무렵에는 현재의 미군관계자의 약 4배에 가까운 6만 여명

이 주둔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 미군범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미군범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미군기지정문 앞 상가일대에서 관행

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주정차단속, 업소단속은 소파(SOFA)상의 주한미군의 지위와 권한을 넘어

서는 것이어서 평택시민들을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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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2 군산 공군기지(Kunsan Air Base, Wolf-pack) 주요 현안

(평화바람)

 

1.기지 정문 옆 발전기 저장탱크 센스 오작동 기름유출 사고

- 발생 일시 : 2011년 5월 26일

- 발생 장소 :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농지

- 사건 개요 : 2011년 5월 26일 오전 9시경 기지내부와 연결된 농수로에서 악취와 기름띠가 발견 

되어 군산 해경과 면사무소에 이를 제보하였다. 제보를 받은 군산시가 현장에 나왔지만 사전에 

미군기지 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군산시가 미군기지 측에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공보관을 

통하란 소리만 들었다고 한다. 이후 군산시는 기지외부 수로에 기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일방

제 펜스를 설치하였고 해경을 시료를 채취해갔다. 미군은 오후 4시쯤 기지 내부로 들어오라고 

하고 수로의 방제 작업을 시작하였다. 미군측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5월 24일 미 공군기지 정문 

옆 비상발전기에 급유되던 라인의 센서이상으로 기름이 유출되었다고 밝혔다.

- 사건처리의 문제점 : SOFA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에 따라 사고를 일으킨 군산미군 측

은 지체 없이 한.미간 개설되어 있는 연락망으로 지자체에 오염 사실을 통보했어야 한다. 하지

만, 군산시는 미군측으로부터 사건발생 후 신고접수 될 때 까지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 주민에 

의해 기름유출사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군산미군기지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은폐하려 한 것

을 알 수 있다. 미군기지 내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기름이 유출된 원인지역에 대한 정화작업 

및 어떠한 사후처리가 발생되었는지 한국 정부는 알지 못한 상태이다.

-군산시의 계획 : 사건 이후 군산시는 군산시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 합동위원회를 개설하여 

기지내부와 기지주변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였으나 기지내부는 미군측의 거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기지주변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와 주민역학조사를 군산시예산 1억 4천만원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올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2. 군소음- 토끼소송 승소 

1999년에 시작된 군산 공군기지 전투기소음피해소송은,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과 녹색

연합 환경소송센터가 함께 준비하여 2005년 1월 28일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

등제1민사부는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 주민들과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현 녹색법률센터)가 주한

미공군기지 전투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사건에서 “국가는 1,965명의 주민에게 총 40억 4695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묵인되었던 지역주민의 환경피해와 생존권 침해에 대

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재확인하는 의미있는 판결이었던 것이다. 미군기지를 상대로 소음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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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집단 폐사 사건

- 사건발생 일시: 2007년 4월 26일, 2008년 1월18~24일, 2월 21일, 2008년 7월3일,

2008년 10월 6일, 2008년 12월 3일

- 사건발생장소: 군산시 옥서면 장원마을 토끼사육농장

- 사건 개요

*2008년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본토 쇼(SHAW) 공군기지 소속 F-16 전투기 20대가   

군산기지로 순환 배치되어 지형숙지 훈련을 진행.

*농장부근을 선회하는 훈련을 진행된 후, 18일부터 24일 사이에 임신 중인 어미토끼 6마리  

와 새끼토끼 130여 마리가 집단 폐사.

*농장주인은 초기에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라고 생각하지 못하다가, 2월20일          

아침 7시경부터 진동을 동반한 전투기 소음이 발생하였고, 에어쇼 연습당시 소음을        

측정하여 중 98dB을 확인하고 문제를 인지.

*2008년 1년 동안 약 500여 마리의 토끼가 집단 폐사.

- 사건조치 

*2008년 7월 9일, 3곳의 국립대학수의과대에 질의서발송, 토끼집단폐사 시국립수의과학검역

원에 병성감정의뢰,

*2009년 2월 9일, 중앙환경분쟁위원회 재정신청

*2009년 4월 9일, 재정신청 각하통지 통지 사유 ‘주한미군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가배상절차  

를 수행할 것’

*2010년 5월 28일, 민사소송제기, 1심 일부승소, 2백43만원배상판결, 국가항소,

*2012년 2월 10일, 고등법원 원고 일부승소 1백 51만원배상판결, 국가 대법원상고      

*2012년 6월 29일, 대법원  상고기각

- 토끼 집단폐사 민사소송의 의미  

미군을 상대로한 최초의 가축폐사 사건으로, 소음발생의 책임을 미군측에 두고 있고 있다

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다. 기존에 인간에 대한 소음피해 소송에서 피해지역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를 하였다. 근번 토끼 집단폐사는 토끼의 집단폐사의 원인이 소음에 있을

을 명확하게 밝힌 사건이다.

*토끼 집단폐사를 통해 소음피해가 동물 뿐 아니라 인간의 생존권도 위협한다.

신청을 하여 최초로 승소를 하였고, 이후 한국군과 미군을 상대로 배상책임소송을 하게되는 기

폭제가 되었다. 현재도 군산기기 주변의 주민들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

행 중에 있다. 전국에 군기지 소음으로 인한 소송인구는 약 60만명이다.



15

■ 사건경과

- 5월16일: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방송인 CBS5(KPHO-TV)의 탐사보도 

- 5월19일: CBS 노컷뉴스가 처음으로 1978년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  

캐롤에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를 250통 (55갤런, 전체 50t가량) 매립했다는  사실을 보  

도함. 환경부는 조만간 미군기지 주변 지역 환경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힘.

- 5월21일: 국방부와 환경부, 미8군사령부 관계자들 캠프캐롤 답사 

- 5월24일: 미국 정부는 스티브 하우스를 상대로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후 1시30

분부터 3시간여 동안 면접 조사를 벌이며 사실 확인 작업을 벌임.

- 5월26일: 존 존슨 미8군 사령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

:용산미군기지에서 SOFA 환경분과위원회 개최. 2004년 삼성물산 용역보고서와 1992년 미  

Ⅲ. 캠프 캐롤(Camp Carroll) 고엽제 매립사건 (녹색연합) 

1. 고엽제 매립 사건

캠프 캐롤 미군기지의 고엽제 매립의혹은 2011년 5월 19일, 전 주한미군 스티븐하우스의 증언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방송인 CBS5(KPHO-TV)의 탐사보도 이후 

한국의 미군기지에 대한 다양한 증언이 쏟아졌고, 사회적 파장을 의식한 한국정부와 미군은 기

존의 태도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한-미 공동조사단이 구성됐고, 증언자인 스티븐하우스

와 필 스튜어트는 캠프 캐롤 기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까지 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은 자체적으로 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사

실이 새롭게 밝혀졌고, 미 육군 공병단 1992년 보고서, 캠프캐롤 2004년 삼성물산 보고서, 2011

년 캠프캐롤 환경오염 치유 예비조사 보고서 초안등을 통해 미군기지의 내부와 주변지역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7개월 간 운영된 한미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철저히 정보와 현장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보고서가 작성됐으며, 기지 오염에 대한 정밀조사와 치유대책의 미비로 

인해 반쪽 조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2월 말 한․미공동조사단 최종결과보고서를 

발표한 이후로 캠프캐롤 고엽제 문제에 대한 정부와 미군의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상황이다.

하지만 캠프캐롤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것과는 별개로 캠프캐롤에 매립되었다는 고엽

제가 부평 캠프마켓으로 이동되어 페기되었다는 주장과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고엽제를 싣고 

DMZ에 살포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전국에 있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이 부

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부평 캠프마켓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에 반환되었던 기지 부지에(현

재 부영공원) 대한 환경조사가 시작되었다. 평택과 군산에서도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오염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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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공병단 연구보고서를 한국 측에 제공함.

- 5월27일: 한미공동조사단 캠프캐롤 조사 시작.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주한미군, 민       

간전문가 등 약20여명으로 구성. 기지주변 4곳에서 지하수 시료 채취.

- 6월16일: 캠프캐롤 미군기지 반경 2Km 이내의 지하수 및 하천수에 대한 수질분석결과 하  

천수 3곳 지점에서 적은양의 다이옥신 검출됨.

- 7월8일: 한미공동조사단은 경북 칠곡군청에서 회의를 개최, 7월6일 까지 헬기장 1지       

역에 대해 지구물리탐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징후 나타남에 따라 40개 지점에서 토 양    

시료를 채취해 고엽제 매립여부를 조사하기로 합의함.

- 7월24일: 스티브하우스와 필 스튜어드가 ‘주한미군 고엽제등 환경 범죄 진상 규명원상회복  

촉구 국민 대책 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 8월5일: 한미공동조사단 경북칠곡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D구역과 41구역 등 고엽제 매  

립 추정 지점의 지하수와 토양 밖의 지하수, 토양, 하천 퇴적토의 조사 결과를 발표함. 중  

간조사결과 기지 안에서 기준치의 50배에 이르는 발암물질 PCE가 검출됨. 고엽제에 대해  

서는 관련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함.

- 8월31일: 캠프캐롤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착수.

- 9월9일: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 관련 한․미 공동조사 중간 결과 발표.

- 12월29일: 캠프캐롤 고엽제 의혹 관련 한․미 공동조사단 최종결과 발표.

-2012년 9월 15일 : 캠프캐롤 지역주민 건강조사 결과 발표 예정

2. 한미 공동조사단 최종결과 보고서의 문제점1)

1) 조사의 목적과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적절하지 못했다. 조사기간 내내 가장 분명하게 강조된 

조사의 목적은 고엽제 매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으며 이 것이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고엽제 관련 물질 외에 다른 여러 물질들의 오염도 조사와 부대 주변지

역의 조사도 같이 진행되었는데 이들 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으며 그 조사의 

범위와 진행된 방식을 보면 사전에 그 필요성의 인식과 그에 합당한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을 가

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부대내부 오염조사의 경우 그 결과를 놓고 역으로 

목적을 말하자면 특히 D구역을 중심으로 기존에 파악됐던 오염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조사든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시점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는 D구역에 대한 예비적 수준의 오염도를 다시 

파악하느라 시간과 돈을 소모하는 일이 시급하고 적절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의 

여러 조사결과가 이미 부대 내부의 오염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기 때문에 오히려 

1) Camp Carroll Report, 2012, 주한미군고엽제등환경범죄진상규명과원상회복촉구국민대책회의, 서울대 이동수 교

수님 최종결과분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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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조사가 절실하게 필요했음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한 조사는 임기응변식으로 지극히 제한된 범위로만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도 이번 조

사의 목적과 범위가 타당하지 못했다.

2) 본 조사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인 고엽제 매립 여부를 밝히는 것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도록 방향이 적절하게 설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본 조사에서는 매립여부의 판단을 고엽제 성분

(2,4-D와 2,4,5-T)의 검출, 매립의 물리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드럼통의 발견, 고엽제에 함유되어 

있는 미량의 TCDD의 검출 여부 등 세 가지 결과에 의존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

엽제의 반감기, 매립 드럼통의 반출 등을 고려하면 처음 두 가지는 애초부터 매립여부의 판단방

법으로서 실효성이 매우 적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심토에서의 TCDD의 검출여부가 유일하게 실

효성이 있는 것으로 남는다. 이러한 면들은 조사가 계획되는 시점에 이미 검토가 되고 계획에 

반영이 되었어야 했을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번 조사에서 고엽제 조사는 하되 고엽제의 분해부

산물들을 가운데 반감기가 긴 화합물(예컨대, 2,4,5-trichlorophenol)들을 조사에 포함시켜야 했고,

매립되어 있는 드럼통뿐만 아니라 “반출된” 드럼통의 내역과 행방을 철저히 조사해서 공개하고,

심토에서의 TCDD조사도 그 검출을 위한 예비적인 수준의 조사에 그치지 말고 결과에 따라 정

밀조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본 조사의 최종발표에 따르면 고엽

제와 드럼통이 검출 혹은 발견되지 않았고, TCDD가 미량이기 때문에 고엽제 매립은 없었다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어서 그 조사결과들이 매립여부의 판단 근거로서 가지는 유효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불충분한 조사나마 그 결과에 충실한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다. 즉, 고엽제가 검출되지 않았으

며 드럼통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고엽제를 매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

용할 수 없다. 반면 TCDD의 농도가 표토로부터 점차 증가하다 지하 2~5m의 깊이에서 최고값을 

보이는 지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고엽제의 매립 가능성을 지지한다.

4) 따라서 이번 고엽제 관련 조사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 결론은 고엽제가 매립된 적이 있

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수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현재의 고엽제와 다이옥신의 오

염도 자체는 그 영향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오염도와 

그로 인해 발생했을 수도 있는 과거나 현재, 혹은 앞으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건강상의 악영

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의 결과로는 판단할 수 없다.

5) 과거의 조사결과와 더불어 이번 조사의 결과는 캠프캐럴 내부가 수십 종의 유해화학물질에 

의해 국내의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 주고 

있으며 일부 고농도로 검출되고 있는 유해물질의 농도는 감소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 조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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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평 캠프 마켓(Camp Market)과 부영공원의 환경오염 문제

(녹색연합)

부평 캠프마켓은 1933년 일본 육군의 대전차 공장으로 조병창이 들어섰던 군용지로서 1945년 미 

육군 제24군지원단이 접수한 후 한국전쟁까지 미군의 주요 보급창 기능을 수행한곳이다. 한국전

쟁당시 인천항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수 물자관련 배급과 공급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한국에 위치한 미군기지의 주요 보급창이다.

1.고엽제 처리의혹과 환경조사 시작

2011년 5월 19일, 전 주한미군 스티브하우스가 캠프캐롤에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증언이 보도되

었다. 이후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발견한 문서인 ‘1991년 미 육군공병단연구보고서’에서 캠프캐

롤에서 발생한 모래쓰레기가 캠프 마켓에서 처리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또한 2011년 6월7일 

퇴역주한미군인터넷사이트에 랜디왓슨 등 퇴역주한미군들이 ‘부평기지 내에 고엽제 드럼통들이 

창고와 ‘컴퍼니B’ 지하에 보관했고, DMZ 등으로 옮기기 위해 운반되는 과정에서 노출되었음을 

증언하면서 논란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천시와 부평공원의 시민사회 단체와 시민들은 부평미군기지의 재조사

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인천시는 캠프마켓에 고엽제가 캠프마켓

에서 처리되었다는 언론발표 후 지난 2008년, 2009년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캠프마켓 주변지역 9

곳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캠프마켓에서 고엽제가 처리되었다는 증언과 자료들이 나오자 부평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캠프마켓 주변지역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범위는 공여구

역주변지역 중 공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최대 100m 반경에 해당되며, 지난 2008년 부영공원 1

차 조사지역은 제외되었다. 조사는 토양조사 위주로 진행되었고, 부평구와 환경단체 및 환경전문

가들이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조사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말까지 진

행되었고 8월말 결과 발표 예정이다. 현재 발표된 중간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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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오염항목 및 분석결과

유류 TPH, Xylene, Benzen

유기용제 ahen 불검출

중금속 6항목 Pb, Zn

다이옥신(스크린 set) 최대 229.9pg-Eqs/g, 평균 20.2pg-Eqs/g

구분 1차조사 2차조사 소계

지점수 23 47 70

점수 115 235 350

[시료분석 결과-부영공원]

[부영공원  토양 1차 조사결과]

[오염 경향]

1) 지형, 지하수구배 상 오염원(Source)은 부영공원 내부 것으로 판단됨

2) 유류 및 중금속(Pb, Zn) 오염 : 과거 수송부 활동 지역 

3) Xylene 등 BTEX 오염 : 과거 막사 및 창고건물 지역

4) 산곡남초등학교 경계부 까지 오염 징후 나타남

5) 지표지하수의 수리구배를 따라 오염된 것으로 판단됨 : 오염심도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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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외교전문으로 파악된 반환미군기지 환경 치유 과정의 문제점

(녹색연합)

2006년에서 2009년까지 반환 미군기지 정화와 관련된 한미 양국 고위관리들의 회담과 협상 당시 

기지반환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기밀로 분류되어 일체 공개된 바가 없었지만 최근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문서들은 진실의 한 부분을 담고 있다. 이 문서들은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미

국무부의 외교문서 중 주한미군기지의 반환 과정에서 진행된 환경 치유에 관한 한미 협상 관련

된 문서들을 번역, 분석한 것으로 주한미군기지 환경과 관련된 17개의 기밀, 대외비로 분류된 외

교전문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2007년 미군기지 반환당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라포트(Laporte) 제안으로 무너진 환경협상력

한창 환경협상이 진행되던 2007년 2월, 전 주한미군 사령관 라포트(Laporte)가 임기를 마치기 전

에 마지막 역할로 소위 라포트(Laporte) 제안을 하고 떠난다.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

은 2007년 반환미군기지 협상당시 미군은 환경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포트(Laporte) 제안을 

별도로 한 것이다.

라포트(Laporte) 제안의 주된 내용은 ①지하저장 탱크 제거 약 1억불 투입(주한미군 단독추진)

②사격장 오염 제거 약180만 불 투입(주한미군 단독추진) ③ 캠프 페이지 등 5개 기지 지하수 

부유기름 6개월 간 제거(국방성 승인 시 주한미군 추가조치 가능) 필요 시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추가운영 가능 ④한국 정부는 위의 주한미군 조치가 기지반환에 필요한 충분한 환경조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면합의서 제공이다.

SOFA에 환경조항이 있음에도 미측이 자신들의 제안이 가장 최선이라며 제안한 것은 정확한 정

화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나타내는 것도 반환미군

기지 오염에 대하여 어느 수준으로 치유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2007년 협상 당시 미측은 라

포트(Laporte) 제안서를 제시하였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은 한국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치유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미측은 SOFA에 명시된 “인간건강에 대한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라는 

KISE 기준에 따른 오염치유 외에 추가적인 정화를 하는 것이라면 한측의 제안을 거절한다. KISE

의 내용은 워낙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기에 한국 협상자들은 미측이 제시한 기준의 실체와 자체적

으로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미측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미측은 라포트 제안을 한국에 준 “선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미군 자체 환경관리기준 보다 

추가적으로 실행한 것은 사실상 없다. 지하저장탱크 제거는 수년 전 부터 집행했던 과거 예산이

며 그나마 탱크 자체만 파내서 처리하는 예산으로써 오염토양 제거와는 무관하다. 사격장의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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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제거는 양이나 예산이 미미한 1개 반환예정 기지에 불과하였고, 바이오 슬러핑을 통한 5개 

기지의 6개월 간 부유기름 제거는 실제 집행예산이 30억 원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이재용 환경부장관은 미측이 8개항 조치 예산인 2억 5180만 불을 한국 정부가 오염

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받았다. 당시 환경부는 기지 전체 오염정화비

용을 2,700억 원 추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측의 8개항 제안에 흔들리게 되며, 환경부가 주장해

왔던 한국법 기준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뒷걸음치게 된다. 그러나 2월 14일 6차 한미안

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미측은 미군의 예산을 타 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3

월 21일 열린 7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토양/중금속오염 정화와 2.5억불 예산 집행 약

속을 거부하게 된다.

2) 국가안보 논리에 휘둘려 협상테이블 변경

한미 합동위원회의 환경분야를 논의하는 회의기구는 환경분과위원회다. 그런데 2007년 환경치유 

협상과 더불어 반환을 결정한 협상은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는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재배치 관련 후속 조치 사항 점검, 군사임

무 전환과 연합군사능력 발전 등의 내용을 다루는 기구이다. 환경분야를 논의하는 회의기구가 

있는데도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반환미군기지 환경문제가 논의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환경부와 미군이 정화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논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양 정부는 말한다. 이런 논리라면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서 

이루어진 협상은 한국과 미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이를 가장 최소화하는 결과를 도출했어야 한

다. 하지만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미국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 뿐 기

존 환경부가 주장했던 내용들은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

이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논의를 한 것 자체가 환경부의 발언기회를 축소시킴으로써 

국방부와 외교통상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 할 수 있

다. 환경부가 있는데도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정화 문제를 국방부와 외교통상부의 입장으로 협상

하려 한 점은 앞으로 미군과의 반환미군기지 협상이나 환경사고 협상 시 환경부를 배제하는 계

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3) 국내 기준 적용을 주장조차 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

2007년 미측의 환경치유 없이 미군기지 들을 대거 반환 받게 된 후 한미간 추가 협상은 이루어

지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08년 5월 15일 반환미군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첫 번

째 협상이 이루어졌고 2009년 3월 공동환경절차평가서(JEAP)에 합의하게 되었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2008년 5월 15일 반환미군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첫 번째 협상인 SOFA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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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합동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 장호진 북미국 심의관은 반환미군기지 환경치유에 한국 국내기준

을 적용할 것을 미국측에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한국 협상단이 제안한 3가지 안 

중 2가지는 우리 국내기준의 오염대책기준에 따른 치유였으며 1가지는 위해성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측이 제시한 2가지 안은 오염 대책기준으로서 시급한 정화 등 조치가 필요한 기준

이었는데, 이를 미군기지 환경치유 기준으로 한국 협상단이 제시한 것은, 오염된 상태에서 미군 

기지를 돌려받는 것을 스스로 용인한 것이다.

장호진 심의관은 특별합동위원회 비공식 회의 자리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10개의 안을 3~4개로 

줄여 한국측 협상을 주요부분에 집중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국내기준 적용, 정보 비공개 개선 등

을 제출했던 환경부의 의견을 축소하는 것으로 한국에 유리한 협상태도가 아니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잠정합의한 후 미측이 수정제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수정안이 잠정 합의안보다 후퇴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협상단이 이를 받아들여 

협정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2009년 3월 1일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 데이비드 시드니의 서울 방문 시 이백순 외교통

상부 북미국 심의관을 만나 최종적인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타결 협상을 하였다. 당시 이백

순 심의관은 청와대로부터 전권을 부여받고 소소한 5개의 문구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며, 미측은 

이중 몇 가지는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한국 측에서 포기한 채 타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백순 심의관은 협상안에 대해 미측이 관련 기구로부터 승인을 받은 최종안을 두고, 2008년 12

월 8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재협상이 한국 측이 보기에 지나치게 완화된 내용으로 결론에 이르

렀다‘면서도 협상을 타결하는 데 의의를 두고 이를 받아들였고, 다음 날인 3월 2일 제2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공식 승인되기에 이른다.

한편, 외교통상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SOFA 경로를 통해” 공동환경평가절차서

(JEAP)를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회의에서 최종 승인된 것으로 밝혀졌

다. 이미 2007년에도 반복되었지만 SOFA 합의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SOFA 절차 위반으로 지적

될 수 있다.

새로운 환경정화기준을 세운 것처럼 평가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역시 위해성평가결과를 

한미가 공동 수용해야하는데, 하야리야 기지에서 위해성평가 결과를 두고 미국측은 SOFA에 정

한 KISE에 해당하는 오염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렇게 협상이 고착상태에 있을 무렵, 부

산시가 2009년 12월 24일 하야리야 기지 조기반환 요청을 하자, 한미는 2010년 1월 13일 하야리

아 사례가 선례가 되지 않으며,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를 계속 적용한다는 조건하에 하야리

아 반환에 대한 합의건의문을 서명하였다. 결국 위해성평가는 또 다른 절차 하나를 더 만들었을 

뿐이지, 명확한 정화기준이 없다는 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것임이 드러난 것

이다. 그런데도 위키리크스가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월 3일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

관 커트 캠벨과 외교통상부 이용준 차관보가 만난 자리에서, 이용준 차관보는 기지 반환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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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된 길”에 가고 있으며, 1월 하야리야의 반환(transfer)은 “아주 민감”하지만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당시 3억 원으로 추정되던 하야리야 정화비용은 143억 원으로 뛰었다.

4) 미국 입장만 대변하는 한국 고위관리들의 협상 태도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문서들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한국 고위관리들의 협상 태도이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과 관련된 공직자들은 한미 외교관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국 정부의 

도움이 되는 협상 보다는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급급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정화 문제는 무엇보다도 한국 국민들의 환경권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반환받

는 기지의 토양과 지하수가 정화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자 요구사항이다. 한국

을 대표하는 협상가들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미측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협상 결과 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지를 반환받게 

되고, 반환된 기지를 한국 정부가 정화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SOFA 절차에 따라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미측이 정화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국민의 세금이 반환미군기지 정화에 사용되고 

있다.



24

　 군인,군속,가족의 총수 군인 군속 가족
2011년3월31일 104,552 총수만 발표
2010년3월31일 105,559 53,082 4,761 47,716
2009년3월31일 102,454 51,794 4,217 46,443
2008년3월31일 99,295 49,364 4,178 45,753
2007년3월31일 92,491 총수만 발표

보고 2

일본기지 종합보고

야기 류지 / 포럼, 평화, 인권, 환경단체

1.주일미군기지의 현상

(1) 주일 미병사수 세계 제1위  53,082명 (2010년3월31일 현재)

일본정부는 오래 동안 일본에 거주하는 미군 관계자수를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2

월 오키나와현에서 해병대 병사가 여중학생에 대한 성폭행 사건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일본정부

는 재발방지조치의 일환으로서 기지내 및 기지외에 거주하는 미군 관계자수를 1년에 한번 발표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2007년3월31일 현재의 군인,군속 및 가족들의 총수와 기지내 및 기지외 거주자수의 

내역이 발표됐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에는 총수만 아니라 군인, 군속 및 가족들에 관한 

내역도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는 다시 총수만을 알리기로 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가 알 수 있는 미군 병사수는 2010년3월31일 시점의 통계수입니다. 아래에 일본정부가 발표한 

군인, 군속 및 가족들의 통계 일람을 소개합니다.

（표1）일본에 주둔하는 미국 군인,군속 및 가족에 관한 통계 

*방위성 발표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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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명 주둔 미병사 수
제1위 일본 53,082
제2위 독일 52,332
제3위 한국 26,339
제4위 영국 9,677

제5위 이탈리아 9,239

군위 국명 시설면적(에이커) 시설수

제1위 그린란드 233,034 1
제2위 독일 147,824 137

제3위 일본 126,828 123
제4위 한국 32,435 87
제5위 호주 20,078 6
제6위 영국 8,376 69

제7위 이탈리아 5,615 83

많은 일본 시민들이 미군는 온 세계에 주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총성이 발

표한 자료를 보면 미군은 지금 세계 151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주둔 병사수

가 50명 이하의 나라가 118개국. 또한 1000명 이상의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는 아프가니

스탄과 이라크를 제외하면 9개국 밖에 없습니다.

아래에 그 상위 5개국을 표시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미군주둔 국가입니다. 주둔 미병사

수는 오래 동안 독일이 1위이고, 일본은 2위였습니다. 아직 냉전중이던 1990년에는 227,586명의 

병사들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0년 동안에 주둔부대는 많이 삭감됐습니

다. 한편 일본에서는 냉전시대가 끝난 후에도 주둔부대는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

어 일본은 2010년에 독일을 앞질러 세계최대의 미군 주둔국이 된 것입니다.

（표2）주둔 미병사수　국별비교

*한국은 2008년3월31일 현재,다른 나라는 2010년3월31일 현재. 미국국방총성 및 일본 방위성 자

료 참고로 작성.

(2) 주일미군시설 면적 세계 제3위

미국 국방총성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미군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지 및 시설 면적은 

126,828에이커로 세계제3위의 규모입니다. 126,828에이커는 513,273 k㎡가 됩니다.

일본 방위상의 자료에 따르면 주일미군 기지 및 시설 면적수는 308,935k㎡ 입니다. 미국측 발표

에는 훈련용 공역 및 해역의 면적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표3）미군시설의 면적과 시설수 국별비교

*2008년3월31일 현재. 미국 국방총성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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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액 2173억엔 2083억엔 1928억엔 1881억엔 1858억엔 1867억엔

순위 국명 직접지원(달러) 관접지원(달러) 총액(달러) 부담율
제1위 일본 32억2843만 11억8298만 44억1134만 74.5％
제2위 독일 2870만 15억3522만 15억6392만 32.6％
제3위 한국 4억8661만 3억5650만 8억4311만 40.0％
제4위 영국 302만 3억6353만 3억6353만 41.0％
제5위 이탈리아 2750만 2억1096만 2억2846만 27.1％

(3) 주둔비용부담 세계 제1위

일미 양국은 2011년1월21일,"오모이야리 예산(배려 예산)"에 관한 특별협정에 조인했습니다. 협정 

내용은 일본이 지출하는 "오모이야리 예산"을 앞으로 5년동안은 현행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었습니다. "오모이야리 예산"에는 시설정비 비용, 광열수비, 기지종업원의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일미안정보장조약 및 일미지위협정에 따라 일본에는 미군기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

다. 그러니 부지의 차지료 등에 관해서는 일본정부가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모이야리 예산

"으로 지출되는 경비는 원래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978년에 "엔고, 달라하락"

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법적인 근거는 없이 미국에 대한 "오모이야리(배려)"를 준다는 명목으로 

일본이 여러 주둔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 비용들은 특별협정을 근거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 및 가족들에 대한 세금 면제 조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들도 실질적

으로는 일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과거 6년간의 "오모이야리 예산"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4）"오모이야리 예산" 추이

*방위성 발표 자료 참고로 작성

　다음에, 좀 오래된 통계지만, 2002년 시점에서의 미국 동맹국가들이 지출한 주둔비용 부담액 

상위 5개국을 표시합니다. 2002년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동맹국가 27개국이 부담한 비용 합계는 

83억9716달러였고, 그 중 52.5%를 일본이 부담했습니다.

（표5）주둔경비부담 국별비교

*2002년 현재. 미국 국방총성의 자료를 참고로 작성.

①직접지원 예산으로서 지출되는 것이고, 사유지에 있는 미군기지의 차지료, 기지종업원 수당,

공공요금, 기지주변 대책비 등이 포함된다.

②관접지원 원래는 수입이 되지만 정부가 포기하고 있는 것이고, 공유지에 있는 미군기지의 

차지료,세금,관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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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후지 연간 훈련횟수 이와쿠니기지 연간 훈련횟수
현재 제안 현재 제안

미군 285　 285　 미해병대 22,738　 22,738　
항공자위대 4,744　 4,744　 항공자위대 28,682　 28,682　

MV-22 500　 미군 외래기 7,815　 7,815　

합계 5,029　 5,529　
민간기

104　
104　

MV-22 500　

증가율 10%　
합계

59,339　
59,839　

증가율 0.8%　

２．미군 항공기가 실시하는 저공 비행훈련

（1）오스프리가 일본본토에서 실시하는 훈련

미 해병대는 MV-22 오스프리를 후텐마기지에 배치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 배치게획에 관해서 

미국 해군성과 해병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MV-22항공기의 해병대 후텐마기지 비치계획

과 일본에서의 운용에 관한 환경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2010년4월 작성.) 일본

정부는 2012년 6월13일에 이 보고서의 영어 원문을 오키나와방위국의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다음

에 일본어 번역판을 오키나와현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로 오스프리가 일본본토에서도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그 훈련에는 저공 비행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일미군은 지금까지에도 저공 비행훈련을 실시

하고 있었고, 추락사고도 3번이나 일으킨 적이 있고,또한 비행 경로하에 있는 지역에게 소음피해

를 주고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저공비행훈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숨겨 왔습니다. 이번

에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겨우 그 실정이 공표된 것입니다. 오스프리가 일본본토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됐습니다.

1）캠프 후지(시즈오카 현)와 이와쿠니기지(야마구치현)에 분견대를 파견한다

①훈련참가기 대수　2대~6대

②실시일수　　　한달에 2일,혹은 3일

③훈련횟수　　　연간 500회 정도의 비행훈련

（표6）캠프 후지 및 이와쿠니기지의 훈련홧수 증가 

2）저공비행훈련

①사용 경로…저공훈련을 이하 6개의 경로를 사용해서 실시합니다..

○그린  루트　　아오모리(青森)-이와테(岩手)-미야기(宮城)-후쿠시마(福島)

○핑크  루트　　아오모리(青森)-아키타(秋田)-야마가타(山形)

○블루  루트　　야마가타(山形)-후쿠시마(福島)-군마(群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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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명칭 연간 비행 시간
블루 159
그린 80
오랜지 169
핑크 49
옐로 111

퍼플 203
합계 771

니이가타(新潟)-나가노(長野)-기후(岐阜)

○오렌지 루트　　와카야마(和歌山)-토쿠시마(徳島)-코우치(高知)-에히메(愛媛)

○옐로  루트　　오오이타(大分)-후쿠오카(福岡)-쿠마모토(熊本)-미야자키(宮崎)

○퍼플  루트　　오키나와 제도(沖縄諸島)→아마미 군도(奄美群島)→사츠난 제도(薩南諸島)

②훈련횟수　　연간330회　　（훈련증가율　21%）

③야간훈련　　1년에 10시간의 야간훈련（22시-7시）

④훈련은 고도 500피트(약150미터)까지, 속도는 시속120-250노트(약222-463킬로)로 실시

（2）저공비행훈련의 문제점

1）저공비행훈련의 실정

저공비행훈련은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공항기 부대 중 공격(폭격)을 임무로 수행하는 무대가 실

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공비행훈련은 실시하고 있는 무대는 이하와 같습니다.

①공군　　미사와기지（아오모리현）소속 F-16전투기부대

②해군　　아츠기기지（가나가와현）소속 F/A-18전투공격부대

③해병대　이와쿠니기지（야마구치）소속 F/A-18전투공격기부대  AV-8B수직이착육기부대

또한, 보고서에는 KC-130J 공중급유기(해병대 후텐마기지 소속)의 이름도 기재되고 있습니다.

저공비행훈련은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도록 비행해서 공경목표를 폭격하는 기술을 습특하

기 위해 실시됩니다. 그러니 산속에 있는 골짜기 등에서 훈련합니다. 또한 댐이나 항만 시설, 발

전소, 학교 등을 가상의 공격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시점에서 각 경로별 저공비행훈련 실시 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9）경로별 저공비행훈련 실시시간（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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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저공비행훈련 피해 

　과거에 3번, 저공비행훈련 중에 미군기 추락사고가 일어났습니다.

①1994년10월14일  아츠기기지 소속 A-6공격기가 코우치현 사메우라 댐에 추락

②1999년 1월20일  이와쿠니기지 소속 F/A-18전투공격기가 코우치현 앞바다에 추락

③1999년 1월21일  미사와기지 소속 F-16전투가가 이와테현 카마이시시의 산림에 추락

　또한 2011년3월에는 오카야마현에서 저공훈령을 실시하던 미군기의 충격파로 민가의 광이 무

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유리창이 께지는 피해나 소음 피해가 각지에서 보고되

고 있습니다 

저공비행훈련의 문제점

저공비행훈련에는 큰 문제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비행 고도가 낮아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

는 점. 또 하나는 비행 경로를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항공기와의 접촉 사고가 일어나는 가

능성이 있는 점입니다.

일본 국내법 "항공법시행규칙"으로 정해진 항공기에 관한 최저 안전 고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람 혹은 집들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항공기에서 수평 600미터 범위내에 있는 제일 

높은 장해물의 상탄으로 300미터 눞은 고도.

②사람 혹은 집이 없는 지역 및 수면상에서는 지표면 혹은 수표면으로 150미터 이상 높은 고도.

보고서를 보면 MV-22의 저공비행훈련은 고도 500피트(약15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제에 골짜기에서 비행하는 미군기나, 파일롯의 얼굴이 보일 정도로 

낮게 비행하는 미군기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일본 국내법으로 정해진 최저 안전 고도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미군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 RIM PEACE "가 1994년에 일어난 추락사고에 관한 

보고서 중에서 "주일미군사령부 통지 3530 저공비행훈련경로"라는 것을 발견됐습니다. 거기에 는 

이하와 같은 기재가 있습니다.

　

저공비행경로는 제5공모항공단과 제12해병항공군이 개발한 훈련경로이자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사이에 소속기가 저공비행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경로는 운유성과 항공국도 

모르는 것이고, (항공로 책자 등에게) 기재되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훈련 경로는 민

간기의 파일롯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없고, 이 저공비행 경로를 비행할 때의 장해물 

및 위험물애 대한 정보를 갱신 할 수도 없다. "잘 보고 피하기"(See and Avoid)를 실시하는 것이 

여기를 비행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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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도 저공비행훈련이 민간기와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잘 보고 피하는게 중요하다"(See and Avoid)고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

니다.

일본정부의 대응

94년에 일어난 추락사고 이후, 저공비행훈련은 큰 문제가 되고 국회에서도 많이 추궁됐습니다.

그 때 일본정부는 이런 대응을 했습니다.

미군의 비행경로에 관해서는 미군이 비행훈련의 목적달성, 비행시의 안전확보,주민들에게 주는 

영향의 억제 등의 필요성을 중족시키기위한 관점에서 일정한 비형경로를 의식하고 비행할 경우

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지금 질문하신 구체적인 경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군의 운용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는 아는 바가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사전에 밝혀달라고 미군에게 요구할 

생각은 없다. (1998년11월13일 아키바 타다토시 중의원의원의 질문취의서에 대한 정부 답변)

하지만 자치체에서 나오는 비판에 대해 1999년1월14일에 일미공동위원회가 "주일미군이 실시하

는 저공비행훈련에 관해서"라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일본에서 실시되는 군사훈련은 일미안정보장조약의 목적을 지탱하기 위해 유익한 것이다.공군,해

군,육군 및 해병대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술을 연성하고 있다.전투즉응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한 기술의 하나가 저공비행이자 이것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미군으로서는 

불가결한 훈련의 하나다,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미군은 저공비행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안정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한다. 그 동시에 주일 미군은 저공비행훈련이 일본 지역 주민

들에개 주는 영향을 최소로 한다.

이 합의로 인에 일본정부는 미군이 일본국내에서 저공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구체적인 비행경로에 관해서 미군에개 정보를 개시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고 , 또 일본측에서 미국에게 안정성 확보에 관해서 구체적인 문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 보고서로 저공비행의 훈련경로 및 실시횟수가 공표됐습니다. 일본정부는 미국정부

에 대해 저공비행훈련에 관한 더 많은 정보의 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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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3

오키나와 종합보고

에이지 토미타 / 후텐마기지폭음소송단 

1. 자기소개

시즈오카현[靜岡縣] 출신. 현재,후텐마기지가 있는 기노완시[宜野灣市]에 살고 있다.

후텐마비행장 야간 및 아침의 비행금지를 요구하는 "후텐마 폭음소송단" 원고인.

2. 재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설명

○ 세계의 미군기지

세계 약 40개국,약 716개소의 미군기지가 존재한다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은 제외)

세계 각지에 약 30만명의 미병사들이 주류하고 있고,미국내의 기지 및 영해에 있는 약 120명과 

합치면 150면명의 병사가 존재한다.

군사지출은 연간 6,140억 달러 (약 50초엔)이상,세계1위. 2위부터 10위까지의 지출액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

○ 재일미군기지

일본국내에는 123개소의 미군기지가 있다.(시설면적은 세계 제3위)

재일 미병사수는 36,712명. (병사수는 세계 제1위인 미군주류국)

○ 재오키나와 미군기지

일본적국의 미군전용시설 중 74%가 오키나와에 집중하고 있다.(전국에 있는 미군전용시설 84개

소 중 33개소가 오키나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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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오키나와 미병사수는 25,843명.(재일 미명사 70%를 차지한다.)

또한, 미군속 1,994명과 가족들 19,463명을 보함하면 미군관계자의 합계수는 47,300명이 된다.

재오키나와 미병사의 명세

육군    3,728명(재일미병사 중 59%)

해군    5,384명(64%)

공군   14,605명(51%)

해병대 23,583명(87%)

○ 미군기지투쟁의 현상

7월23일,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오스프리 12대가 반입됐다.미군은 9월초에 이와쿠니기지에서 비

행시험을 실시한 후 10월부터 오키나와를 거점으로 본격적인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후텐마비행장에 "결함기" 오스프리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에 오키나와 현

민은 철처히 반대한다.

6월17일에 오스프리 배치에 반대하는 "기노완시민대회"가 개최됐고, 그 이후도 오스프리 배치를 

막기 위한 시민집회 및 시위가 정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취향이 있는 활동도 시작되고 

있다.

-1.오스프리 배치 반대 투쟁

○ 후텐마기지 정문 앞 연좌시위

오스프리 배치 계획에 대한 항의활동의 하나로 7월9일부터 8월4일까지 약 한달 동안 후텐마기

지 정문 앞 공원(미군제공구역)에 천막을 치고, 매일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현민 및 미군에 대

한 선전활동을 실행했다. 연좌시위를 하는 동안 많은 현민들이 찾아와서 음료수나 점심을 차입

해주거나 모금에 협력해줬다.그러나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했는지, 천막을 누군가가 칼로 찢

어버리는 사건도 일어났다. 지금도 같은 장소에서 매일 아침에 선전활동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 풍선 항의 활동

기노완시에 있는 여성들의 모임 "카마두과 들의 모임"[カマドゥー小たちの集い]는 오키나와국제

대학교 마군헬리 추락 사건부터 8년째를 맞이하는 8월13일에 풍선을 올려 "오스프리 NO"의 의

사를 표시하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미군 헬리기 비행훈련에 대해 풍선을 올림으로써 항의하

려는 활동이다.

풍선을 올려서 비행장 주변을 비행하는 헬리기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미군이 사용하는 비행장

이면 법률위반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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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비행장은 일본 항공법으로 정해진 일반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항공법의 대상에서 제외된

다.따라서 철탑 등의 간축물이나 애드벌룬은 법으로 규제되지 않는다. 기지사용에 관한 규정이 

정해진 "일미지위협정"에도 "적응되는 조문은 없다"고 한다.

미군에 대한 국내법 면제조치를 오키나와현민이 거꾸로 활용한 것이다.

○ 재오키나와 미군사령부 정문 앞 "단식투쟁"

우에하라 세이신(85), 코바시가와 토모유키(69) 두 분은 후텐마비행장의 폐쇄와 오스프리 배치 

중지를 요수해서 8월15일부터 캠프 즈케란[瑞慶覽] 이신다[石平]정문 앞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했

다. 우에하라 선생님은 닥터스톱이 걸려서 이틀째에 이탈했으나, 잇따른 유지들이 릴레이 단식을 

계속했다. 태풍의 내습이나 몸 상태 등을 고려해서 22일에 일단 종료됐다.

-2 타카에 헬리포트 건설저지 투쟁

1996년 "SACO 합의"에 인해 북부훈련장의 반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히가시촌[東村]에 있는 타

카에[高江] 지역에 6군데의 새로운 헬리포트를 건설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타카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히가시촌에는 15개의 헬리포트가 있는데 거기에 또 타카

에 마을을 둘러싸듯이 새로운 헬리포트가 6개나 건설되는 것에 대해 생활이 파괴된다는 공포를 

느낄 수 밖에 없었다. 2007년 7월2월, 방위국[防衛局]은 타카에 주민들의 헬리포트 건설반대 결

의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그 날부터 타카에 주민들은 자기 생활을 미뤄서라도 공사를 막

는다는 각오로 연좌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올해 7월1일에는 "오스프리 NO! 타카에 연좌시위 5주

년 보고회"가 개최됐다.

처음부터 새로운 헬리포트 건설은 "오스프리 배치"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신 헬

리포트 6군데 중 2개의 헬리포트가 붙어 있는 데가 2군데 있어 거기는 "오스프리 포트"라고 지

적되어 있었다. 6월에 공표된 미군 환경심사보고서로 오스프리 배치에 관한 운용계획이 밝혀졌

고 사람들의 예측은 명확한 사실이 됐다.

타카에 주민들은 헬리포트 공사를 용인하고 있는 히가시촌 촌장에게 "이번 신 헬리포트 건설에

는 오스프리 포트 건설도 포함되어 있다. 오스프리에 반대한려면 신 헬리포트 건설 공사에도 당

연히 반대 해야돼고, 방위국이 진행하려고 하는 공사를 거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요청을 

했으나 촌장은 "오스프리 오키나와 배치 및 북부훈련장에서의 훈련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헬리

포트 건설로 인해 북부훈련장의 과반이 반환되는 것은 기지의 정리 및 축소에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는 용인한다"고 비논리적인 생각으로 공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배경이 있어 방위국은 21일부터 다시 공사를 강제로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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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헤노코 신기지 건설 저지 투쟁

후텐마비행장의 헤노코[邊野古] 이전계획에 반대하는 연좌시위는 7월에 "연좌시위 3000일"을 맞

이했다. 2010년 1월에는 나고시[名護市] 시장선거에서 건설 반대파인 이나미네 수수무 후보가 당

선했고, 그 해 9월에는 나고시의회 의원선거에서 반대파가 과반수의 의석을 확특했다. 지금 오키

나와 현민 90%가 헤노코 신기지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일본본토의 신우익(종교단

체)들이 헤노코의 신기지 유치파들과 연대하고 "헬리기지 반대 협의회"의 활동거점인 "천막촌"을 

철수하려고 비열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헤노코 해변과 캠프 슈와브의 경계선에 있는 펜

스에 달려 있었던 "현수막"('신기지건설반대' '오스프리 배치반대'라는 메시지가 쓰여 있었다.)이

나 지원자들이 달려준 "리본"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벗겨버린 사건이 일어났다. 그 후 "헤노코 환

경을 지키는 모임"이라는 단체가 헬리기지반대협의회 사무서에 "너무 추저분하기 때문에 철거했

습니다"라는 팩스를 보내왔다. 헬리기지반대협의회는 즉시 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려서 "의견의 

차이를 억압하는 비열한 언론탄압"이라고 엄히 비판했다. 이번 8월8일 밤, 나고시민회관에서 "헤

노코구민들의 진실한 목소리를 전국에 넓히는 시민집회"라는 모임이 열렸다. 거기에는 시마부쿠

로 요시카즈 전 나고시장이 등단해서 "기지의 유치와 복부진흥금과의 링크론"이라는 지론을 전

개했다. 그들의 여러 활동은 앞으로 2년후로 다가온 나고시장 선거를 초점으로 하고 있고 기지 

유치파의 시장을 부활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4. 2가지의 폭음소송단의 투쟁

오키나와에서는 지금 2가지의 큰 "폭음소송"이 진행중이다.

하나는 2011년4월28일에 제기된 "제3차 카데나기지폭음소송" (원고수:22,058명, 과거의 폭음소송

단 중 최대의 소송단) 동아시아 최대규모인 "미공군 카데나기지[嘉手納基地]"에서는 F15전투기를 

중심으로 한 상주기뿐만 아니라 일본본토 및 미국본토에서 항상 비래하는 외래기로 인해 소음 

수준이 더욱 더 심해지고 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시간대는 사람들이 자야 하는 시간

이다. 그러나 카데나기지에서는 1일 평균15회, 연간 5,400회에 달하는 위법적인 소음이 발생하고 

있고 주변 주민들은 수면방해로 괴로워하고 있다. 올해는 일본본토복귀 40년째. 그 동안 오키나

와의 기지내에서 일어난 사고 및 사건은 506건, 그 중의 333건이 카데나기지에서 일어난 것이고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하나는,2012년3월29일에 제기된 "제2차 후텐마폭음소송"(원고

수:3,129명)이다. 제1차 재판에서는 소음의 위법성이 인정되고 일본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

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주민피해보다 일미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돈으로 배상은 

했으나 소음피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하는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 후텐마기지 주변에서 미

군 헬리기 및 군용기들이 75-80 WECPNL의 소음/폭음을 뿌리고 있다. 원고단은 "평화로운 날들

을 돌리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아침 7시부터 밤 7시까지는 65db이상의 소음을 금지한다","밤 7

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40db이상의 소음을 금지한다"는 주장으로 제2소송에서는 밤낮의 소음금

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미군 헬리기가 CH46에서 MV22에 전환되면 후텐마비행장 주변의 소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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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하게 될 것이다.

5. 오키나와 "고엽제 문제"

지금까지 몇번이나 화제에 올라온 오키나와의 "고엽제 문제".

이 문제를 조사해 온 저널리스트 존 미첼이 8월7일 미육군화학물질청(CMA)이 2003년에 작성한 

보고서 "존스턴섬의 생태 어세스먼트"의 내용을 밝혀졌다. 그것에 따르면 오키나와가 일본에 복

귀한 1972년까지 드럼통 2만5천개 분량에 이르는 "오랜지제"라고 불리는 고엽제가 오키나와현내

에 저장되어 있엇다고 한다. 또 치바나[知花]탄약고에 저장되어 있었던 독가스를 미국령 존스턴

섬에 나르는 "레드핫 작전(독가스 이송작전)"이 실시된 다음 해인 1972년에 고엽제를 또 다시 존

스턴섬에 옮겼다고 한다. 이번 8월22일, 베트남전쟁 당시 고엽제를 접척한 퇴역군인의 딸 "고엽

제피해자 2세"의 헤더 바우더 그리고 퇴역군인들의 증언와 오키나와 고엽제문제를 찾아낸 존 미

첼을 초대한 집회가 열렸다. 둘은 "곤엽제는 세대, 그리고 국경을 넘은 문제다. 진상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해 베트남, 카나다, 호주,한국과 함께 국제연대의 방법을 모색해주면 한다"고 호소했다.

베트남과 미국에 있는 고엽제 피해자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헤더씨는 "아버지는 고엽

제 영향으로 50살 때에 병사했다. 저도 오른쪽 무릎 아래에 선천적결손이 있어 어릴 때 부터 고

민이 많았다. 고엽제 피해는 세대를 넘어서 계승된다.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 중에 고엽제에 접촉한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첼 씨는 후텐마비행장 땅에도 고엽제의 드럼통이 묻혀 있었던 사실과 그 때 기지내직원들이 

매립사업에 참가했다는 것을 밝혔다. 오키나와에 고엽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일본정부가 인정하

지 않는 것에 대해 "퇴역군인들을 오키나와에 초대하고 싶다. 건강 문제가 있지만 요청이 있으면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5월에 류큐아사히방송국[琉球朝日放送局]이 "고엽

제를 쐰 섬"이란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이 있어 오키나와현민에서도 진상 규명과 환경조사 실

시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6

발제 2

제주해군기지, 평화적 생존권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 권리투쟁

장하나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1. G2 시대의 제주해군기지

한국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한국의 대부분 물동량과 자원수입이 제주도 남부해역을 통

과하고 있고 부산과 진주의 군항이 이 지역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새

로운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해군기지 건설 필

요성에 대해서 중국을 언급한 적은 없었으나 이를 곧이 곧대로 믿을 국민은 한명도 없을 것이

다. 이미 중국 내의 여론을 보면, 1) 한미군사협력을 고려할 때 제주 해군기지는 미군이 중국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길목이 될 것이며, 2) 제주 해군기지는 이어도와 관련된 중국

과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2)이라는 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정보보호협상 논란에서 보여지듯, 한국 정부는 국민들도 모르게 밀실에서 일본과의 군

사정보 교류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군의 재편과정이자, 한

-미-일 세 국가의 삼각동맹으로 연결된 패권주의의 강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계획에 한국군이 동참하게 됨에 따라 주한미군이 동

북아 기동군으로서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한국이 미

국과 중국의 군사적 갈등과 군비경쟁에 휘말리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2007년 제기되었던 제주의 공군기지 건설계획은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명칭만 바뀌어서 여전

히 제주에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G2로 대표되는 미-중 간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 제

주가 실질적으로 전장(戰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게 국방부의 전략대로 제주 전역이 군사기지가 된다면, 이는 제주도민은 물론이고 

육지의 안전 역시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얼마 전 박근혜 후보가 제주에 와서 제주 

2) 이남주, “제주해군기지건설과 한중관계”, 『제주해군기지 타당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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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가 “하와이 같은 민군복합 관광미항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로 발언한 바 있다. 군사

기지로 인해 하와이의 낮아진 식량 자급도와 환경 오염 등을 고려한다면 미항(美港)이라는 말 

자체가 기만적 수사에 불과하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하와이는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

문에 섬 자체를 기지화 해도 이것이 곧바로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제주는 다르다. 제주 전역이 기지가 된다면, 이것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자기 목 끝에 

칼을 겨누는 형국이 될 것이다. 이것이 제주의 해군기지가 곧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뒷받치는 근거이다.

제주해군기지는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에 얼마나 큰 이득

이 될 것인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며, 여전히 이에 대해서 국가는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못하

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남방해역보호와 이어도 수역 보호라는 명목은 사실상 해군이 아닐 해경

이 수행해야 할 업무이다.

역사가 이전보다 진보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국내외의 갈등문제에 있어서 폭력

으로만이 아닌, 제도나 정책 적 수단을 국가가 취할 수 있게 된 데 있다. 따라서 국가 안보는 군

사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문화적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다. 오히려 과잉

된 위협인식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군사적 해법이 유일하다고 보는 행위 자체가 한국을 

신냉전체제로 편입시키는 퇴보적 발상에 불과한 것이다.

2. 지킴이 활동을 통해 본, 뜨거운 배움의 장으로서의 강정 

1)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환기

나는 제주 출신으로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 제주해군기지 읍·면·동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자기 삶을 지키고자 하는 강정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었다.

해군은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수많은 거짓말을 반복해왔다. 기지 건설과

정에서 처음부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도 했고, 토지 강제수용은 절대 없다고도 했다. 그

러나 현재 국가가 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뱉은 말을 이행하는 것 대신, 오히려 삼성물산과 대림

산업의 사적 이익을 변호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 또한 강정에서의 경찰 폭력은 날로 심각해

져서, 최근 3년간 500명이 넘는 연행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착과 연행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모욕적인 폭행과 폭언을 경험하는 것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렇듯 국가의 공적인 권력은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도모하는 것 대신, 가장 사적인 방식으로 행사되고 있었다.

하지만 강정주민과 지킴이들을 옭아매는 ‘업무방해죄’에서 적용되는 ‘업무’의 성격은 무엇인가?

국방의 상층 결정권자들은 해군을 매개로 한 한미일 동맹체제와 군비증강만 외치는데, 이 언설

은 강정에서는 ‘경제발전’과 ‘이익’그리고 이를 만들어내는 ‘공사 업무’라는 말로 둔갑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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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자체의 성격과 위법성을 문제삼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는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주민과 

지킴이들에게 위악적으로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건데, 현재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업무’는 공공을 위한 업무가 아니다.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국가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

시되어 있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평화적인 생존의 권리를 침해하

는 것이자, 한반도를 더 큰 위협에 빠트리는 중대한 위법적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화적 생존권’이란 미래시제의 ‘가치’나 ‘지향’이 아니라, 지금-여기 존재하는 

헌법적 ‘권리’로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2) 비폭력 직접행동에 대한 배움

제주도 읍·면·동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지켜본 강정지킴이들은 맨 몸이 재산인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은 채로, 그저 맨몸으로 수십명의 경찰과 용역들을 상대해왔다. 특

히, 지난 3월 7일 구럼비 발파가 시작된 이후, 구럼비로 운송되는 화약을 막기 위해 화약고 앞을 

막았던 일이 있었다. 일명 ‘PVC 투쟁’이라고도 불리웠던 이 활동은 사람이나 시설에 위해를 가

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의 공사 집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해

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는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레미콘 업자들 한명 한명에게 이 공사의 부

당함을 알리고 공사를 지연시켜 줄 것을 호소하는 지킴이들이 있다. 실제 이 과정에서 몇 명의 

레미콘 업자들은 양심상 도저히 못하겠다며 레미콘차를 돌려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다.3)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폭력에 대항하는 폭력은 진정한 대안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겼다.

비폭력이란 폭력에 대항해서 폭력을 쓰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다. 비폭력은 승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세우지만, 폭력은 항상 상대방의 죽음을 앞세워 위협한다.4) 이러한 투쟁 방식 때

문에, 6년 동안 그렇게 투쟁하고도 강정 주민들과 지킴이들에게는 삶의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

다. 죽음이 아닌 삶을 앞세웠으므로.

3) 정치의 기본으로서의 공동체성의 원리

지금 강정에서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 중에는, 우연히 강정에 여행 왔다가 이곳 분위

기에 반해 집으로 돌아갈 비행기를 일주일 씩 연장하다, 그것이 6개월 1년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매우 많다.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모두가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그 유명한 ‘강

정앓이’ 때문에 강정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 개인적인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3) 이분들은 나중에 주민들의 촛불집회에 찾아와서, 본인들의 갈등에 대해 눈물 흘리며 이야기 한 일도 있

었다.

4) 자크 세믈렝, 『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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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어느새 강정을 지켜야만 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정체화 하는 것, 나는 이것이 자유로

운, 자발적인 연대의 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개인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것

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고하고,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지킴이들로 배웠다. 그리고 이는 내가 만

들어 가고 싶은 ‘정치’의 상이 되었다.

누가 뭐랄 것도 없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것, 그 안에서 생성의 에너지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이제 막 새로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새내기 정치인으로서, 내가 구현

하고 싶은 정치의 방식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자칫 잘못하면 중앙의 정치, 상층의 정치에

만 매몰되기 쉬운 환경인데, 강정에서 이러한 정치의 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은 내게 정치의 

기본을 알게 해준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3. 하반기 국회에서의 활동: 국정감사와 예산삭감

해군기지 문제를 국회 내에서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는 9월 정기국회에서의 

국정감사와 예 결산 심의 절차이다. 작년에는 올해 예산의 96%가 삭감되어서, 사실상 전액 삭감

이나 다름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올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재작년 남은 예산

이 이월된 결과이다. 따라서 만약 올해 예산까지 삭감할 수 있게 된다면, 내년 공사는 중단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주통합당 차원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사업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당론 발

의 준비 중에 있다. 이는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발로 뛰면서 의원들 한분 한분의 서명을 일일

이 받았던 노력의 결과이다. 해군기지 특위가 구성된다면, 1) 주민 동의를 포함한 절차적 정당성 

여부, 2) 환경 및 문화재 훼손 여부, 3) 현지 주민 및 시민 인권침해 논란, 4) 제주해군기지(민 군

복합형 기항지) 건설 관련 설계 시뮬레이션 문제, 5)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무역항 중복지정에 따

른 문제점, 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 여부 등 해군기지를 둘러싼 그간의 쟁점

에 대해 근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 새누리당의 협조가 아직 남아 있어서 실제 특

위 구성에 대해 아직 변수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간의 노력으로 민주당 안에서 몇몇 해

군기지 찬성 의원들의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실제 국회 내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공사 

즉각 중단,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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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오키나와 투쟁

타카하시 토시오 / 후텐마기지 폭음소송단 사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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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오키나와가 전하는 평화 선언문

전쟁동맹을 걷어내고 굳건한 평화동맹을 

선언하자!

오늘 우리는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에서 동아시아 미군기지환

경문제 해결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진행하였다. 지금 제주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내세워 자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화목하던 강정마을의 

공동체는 산산이 파괴되었으며, 구럼비, 붉은발말똥게, 연산호등 아름다운 자연생

태계도 위협받고 있다.

자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국가안보’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국정부만 모르고 있다.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에서 참

여한 평화운동가들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제주해군기

지 건설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국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동북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오히

려 긴장과 전쟁위협만 격화시키는 위험한 결정이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

군 기지는 미군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제공될 수 있다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최근 한-미, 일-미간의 공동군사훈련을 넘어선 한-미-일 공동군

사훈련과 삼각동맹의 중심에 제주해군기지가 놓여있음을 잘 알고 있다.

평화는 총과 칼로 결코 지켜지지 않는다. 최첨단의 총과 칼을 가지면 가지려 할수

록 동북아시아, 세계의 군비경쟁은 격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평화는 묘연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최근 오키나와에서는 소위 ‘미망인 제조기’라 불리우는 오스프리 

배치로 인해 오키나와 현민들의 투쟁이 고조되고 있으며 오는 9일 오키나와 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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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오키나와 현민들이 요구해온 후텐마 미군기지의 현내  

이전반대(폐쇄, 철거)를 보란 듯이 묵살하며 오히려 일미 정부는 오스프리배치를 

통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전력강화가 연장선상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한-미-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험한 전쟁동맹을 

걷어내고 공고한 평화동맹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렵고 험

난할지라도 평화에 대한 열명과 낙관으로 한걸음 한걸음 당당히 걸어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2012년 9월 7일 

제5회 동아시아 미군기지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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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메세지

2012 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문제 

국제심포지엄에 대한 메세지

이토카즈 게이코 / 오키나와 참의원

2012년 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문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

하드리겠습니다. 이 심포지엄이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고 한국과 일본 및 오키

나와의 연대 활동을 더욱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먼저,이번 국제 심포지엄에 꼭 참석하고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의 현상, 특히 

이번 10월에 오키나와 미해병대 후텐마비행장에 배치될 예정인 오스프리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배치 계획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현민들의 단호한 

결의를 전하고 싶다고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 정국은 혼미 생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며 9월8일에 회기말을 

맞이하는 국회에서는 해산 및 총선거도 예상될 상황입니다. 또한 오키나와현에서

는 오스프리 배치에 반대하기 위해 9월9월에 현민궐기대회가 개최될 것이 결정되

어 제가 오키나와를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아쉽고,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마안한 마음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저는 오스프리에 문제와 헤노코, 타카에, 후텐마의 군사기지 

반대투쟁에 관해서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스프리는 지금

까지  많은 추락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결함기"입니다. 그런 것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기지"라고 불리는 후텐마비행장에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용서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저는 이번의 현민대회를 꼭 성공시키고, 배치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기운을 높이고 일본정부가 오스프리 배치계획을 포기할 때까지 불퇴전의 결

의를 갖고 행동하겠습니다.

오스프리는 오키나와 뿐만 아니라 일본본토 각지에서 비행 훈련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오키나와 및 이와쿠니를 포함해 7개의 저공비행훈련 코스가 지정되어 있



지만, 그 코스 밑에 있는 자치체를 중심으로 오스프리의 안정성을 추궁하는 움직

임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스프리의 

위험성에 대한 의식과 언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그리고 각지에 았는 반대운동을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스프리 배치는 미군기지의 정리 및 축소의 움직임을 막는 장애가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헤노코 신기지건설과 타카에 헬리포트 건설은 오스프리 배

치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헤노코 신기지건설이 이미 실행 불가능한 계획이 된 

지금, 미해병대는 후텐마기지를 고정화시킬 생각으로 오스프리 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도 역시 해병대의 억지력 유지와 전력 및 병력을 강화하기 위

해 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스프리가 배치되면 동아시아의 긴장

이 높아지고, 오키나와는 영원한 군사거점이 될 것입니가. 오스프리 배치를 막는 

것이 기지 없는 오키나와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것아라 생각합니다. 배치를 꼭 막

아내야 합니다.

이 섬포지엄이 많은 사람들과 오스프리 배치의 위험성이나 배치 목적 등을 활발

하게 논의하고, 오스프리 배치가 동아시아의 평화에 역행하는 것이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고 오키나와 사람들의 반대운동에게 많은 힘을 주는 자리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또한 후텐마비행장의 폐쇄 및 반환, 대체시설 현외 이전, 헤

노코 신기지건설 계획 백지화, 타카에 헬리포트 건설 계획 백지화 등 오키나와 미

군기지 정리 및 축소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양해와 연대를 부탁드리

겠습니다.

심포지엄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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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グラム

16:00 開会式 挨拶、歡迎辭、祝辞

厶ン・ジョンヒョン神父、ガン・ドンギュン江湞村会長、キ厶・ジェユ
16:20 発表1    韓・米・日三角同盟と済州海軍基地

ジョン・ウクシク　平和ネットワ ク代表

16:40保護1    韓国基地総合保護

ガン・サンウォン　平澤平和センター 
16:50保護2    日本基地総合保護

八木隆次 フォ ラム平和・人権・環境
17:05保護3     沖縄基地総合保護

富田　英司 普天間基地爆音訴訟団

17:20 休憩

17:30 発表2    済州海軍基地,平和的生存権を具現するための積極的な権利闘争
長・ハナ 民主統合堂 国会議員

17:50発表3         沖縄闘争
Takahashi Toshi 沖韓- 衆連'

18:20 宣言文 韓国・日本・沖縄の平和宣言文朗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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発表 1

韓・米・日三角同盟と済州海軍基地 

ジョン・ウクシク　平和ネットワ ク代表

1. はじめに

　日米同盟の長い間の念願であった日・米・韓の三角同盟構築が可視化されつつある。ここには

「骨の髄まで親米・親日」という李明博政権の登場、北朝鮮の核とミサイル問題、中国の台頭、米

国のアジアへの回帰、東アジアの領土紛争、日本の右傾化などが複雑に絡み合っている。このよう

な状況展開は、紙一重で東アジアの新たな冷戦を触発しかねないという点で、大きな憂慮を抱かせ

る。済州島のカンジョン村に建設が強行されている海軍基地問題についても、このような観点から

見るべき重要性が高まっている。済州海軍基地建設が強行されれば、カンジョン村の「小さな平

和」は勿論、東アジアの「大きな平和」も脅威にさらされるからだ。

　視野を広げ、ここ数カ月の間に東アジアで展開されてきた状況を総合してみると、それが決して

取り越し苦労ではないという事がわかるだろう。米中間の東アジア覇権競争が本格化し、李明博政

権が日・米・韓の三角同盟構築に秘密裡且つ深く編入されてきた事が分かれば、済州海軍基地が私

たちにとって利益をもたらす資産でなく、むしろ多大な損失をもたらすものとなる公算がより高く

なってきたからだ。

　済州海軍基地を対米国、あるいは対中国、そして米中関係の脈絡で問題提起すると「何故韓国軍

の基地をしきりに米国や中国と結びつけるのか？」という反論が多く上がってくる。済州海軍基地

が韓国軍の海軍基地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しかし、韓米相互防衛条約及び在韓米軍地位協定



64

(SOFA)等により、米軍が使用したければ使用できるという事もまた冷厳な現実である。済州海軍基

地に関する議論は、米国の東アジア戦略と米中覇権競争の脈絡で必ずその利得と損失を見極めなく

てはならない。

2. 米軍のアジアへの回帰と日・米・韓 三角同盟

　イラクとアフガニスタンで10年間の戦争を終え、莫大な財政赤字により軍備削減が不可避となっ

た米国が「アジアへの回帰(pivot to Asia)」を宣言した。2012年1月、バラク・オバマ大統領が直接
発表した＜米国のグローバル・リーダーシップ確保：21世紀における国防の優先課題〉という報告

書を通して、その宣言はなされた。この報告書ではアジア太平洋地域が政治、経済、軍事安保にお

いて世界の中心地に浮上したとして「我々はアジア太平洋地域でやむを得ず再均衡(rebalance)を追

求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新軍事戦略発表後、米国はその歩みを速めている。まず、軍備削減計画にも関わらず、アジア太

平洋地域では軍事力を増幅する方針だ。2015年の実践配置を目標に、建造中である新型空母艦

「ジェラルド・R・フォード号(USS Gerald R. Ford)」を追加で確保し、空母船団を5隻から6隻に

増やすなど、現在52％のアジア太平洋地域の海軍力を2020年までに60％まで増やす計画だ。また、

海上ミサイル防御体制(MD)強化の為、イージス弾道ミサイル防御体制(ABMD)も2012年現在26隻か

ら2018年までに36隻へと増やす計画である。

　二つ目に、3つの三角同盟を構築し、中国に対する包囲・封鎖網を強化している。ここで3つの三

角同盟というのは、日・米・韓、日・米・濠、日・米・印を指す。これらの事実を通してわかる事

は、米国が主導し日本を基軸に据えた東方・西方・南方から対中国包囲網を狭めようとしていると
いう事だ。特に米国はこれら3者の関係の間で日・米・韓関係が重要視している。最近議論となった

日韓軍事協定問題もこのような脈絡から生まれた。両者の同盟である米韓、日米同盟に続いて日韓

の間にも軍事関係を結べば、日・米・韓の三角同盟も可能だと信じているが故である。

　3つ目は東南アジア国家の関係復元と強化を通して、中国に対する包囲網を狭めていくという計画

だ。米国は2010年から「南シナ海(南中国海)で航海の自由が保障されることは米国の国益」とし、

この地域で中国と東南アジア各国の間の領有権紛争に積極的に介入する構えを見せている。すでに

良く知られているように、中国は南シナ海(南中国海)でフィリピンとスカボロ礁(黄岩島)、ベトナム

等とは南沙諸島(スプラトリー諸島)、西沙諸島(パラセル諸島)の領有権を巡って葛藤をもたらしてい

る。そうなると、米国はこれらの国家に対し軍事支援、合同軍事訓練の実施、追加的な基地及び寄

港地の確保などといった方法を通して軍事協力を拡大しており、これに対する中国の反発も高まっ

ているのが実情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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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ように、米国の軍事戦略が中国封鎖に照準をあて日々変わりつつあり、それに合わせて韓米

同盟と韓国の立場・役割も急速に変わりつつある。このような様相は2012年6月に発表された韓米外

務・国防担当閣僚会議(2+2会談)の共同声明によく現れている。まず、韓米同盟が地域同盟とグロー

バル同盟へと転換していることが目につく。共同声明を見てみると、「韓国は米国がアジアへの関

心と寄与を増大させることを歓迎し、米国は、韓国が朝鮮半島を超えて世界の平和と安保への役割

を強化させてゆく事を歓迎する」と出ている。これは韓米同盟の地理的範囲が全世界へと拡大して

いるという事を意味する。

　事実上、日・米・韓の三角同盟が可視化されつつ韓国が対中国封鎖の前哨基地に変質している。

これと関連して2+2会談の共同声明では「人道主義的支援、災害救助、海洋安保、航海の自由、大

量殺傷武器(WMD)非拡散を含め、日・米・韓3者の協力範囲を拡大する」として「日・米・韓安保
討議を含め、3者の安保協力・共助のためのメカニズムを強化することとした。」と発表された。最

近議論になっている日韓軍事協定もこのような脈絡で推進されているもので、7月上旬のカンボジ

ア、プノンペンで開かれた日米韓外相会談でワシントンに実務級運営グループを置くことにしたの

も、日米韓3者同盟の制度化の水準を上げようとする趣旨によるものだ。また、この三国は6月下

旬、済州南方海域で史上初めて合同海上訓練を実施した。

　韓国が米国主導の東アジアミサイル防衛体制(MD)に深く編入されたという事もあげられる。MD

は米国の先制攻撃能力を倍増させ、中国やロシアとの戦略的均衡を崩す恐れがあるという点で国際

平和を最も脅かす要因として注目されてきた。金大中・盧武鉉政権がMDと距離を置こうとした訳

もここにある。しかし、李明博政権になってから米国MDへの編入は加速している。2+2共同声明に

も「北朝鮮のミサイル能力協かに対応し、両国の長官たちはミサイルの脅威に対する包括的な連合

防御体制(comprehensive and combined defenses)を強化する法案を模索する事とした」とある。

ここでいう「連合(combined)」とは、在韓米軍と韓国軍のMD能力を事実上一体化するという意味

で、「包括的(comprehensive)」は日本を含む「地域MD」構築の意図を現したものだと見て取るこ

とができる。

　ミサイル同盟のMD一体化も急ピッチで進んでいる。二つの国の最近の動きから注目すべきこと

は2つある。一つは日本の海上自衛隊が2隻のイージス艦をアップグレードしMD能力強化を推進し

ている事だ。アップグレードの核心的な内容は米国のレイセオン社と日本の三菱重工業が共同で開

発しているSM-3 Block IIAを日本のイージス艦に装着するという事である。そうなると、日本の

イージス艦のミサイル迎撃範囲と高度は大きく向上することが予想される。

　またもう一つに、米国が日本の南部にMD用早期警報レーダーであるX-バンドレーダー配置を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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めているという事がある。米国はフィリピンにもX-バンドレーダー配置を検討している。このよう

な米国の計画が実行された場合、「青森県-日本南部-フィリピン」へと続くMDレーダー網を構築で

きることになる。これは北朝鮮の全域は勿論、潜在的には中国とロシアの領土の相当部分をカバー

でき、東アジアの安保情勢に波乱を呼ぶだろう。

3. 済州海軍基地の戦略的危険性と代案

　そうなると、中国封鎖を狙った米国の東アジア戦略に韓国が深く編入されている状況下で、済州

の海軍基地はどのような意味をつのだろうか？これまで述べた通り、済州海軍基地は一義的には海

軍機である。しかし、在韓米軍地位協定(SOFA)によると、米軍は「適切な通告」をすれば「大韓民

国の港又は飛行場に入港料又は着陸料を負担せずに出入りする事ができる」。言い換えれば、済州

の海軍基地の使用可否は米国の選択に委ねられているという事だ。

　ならば、米国は済州海軍基地を利用しようとしているのか？筆者はその可能性が相当に高いと踏

んでいる。それはこれから述べる4つの理由からである。まず、「太平洋勢力」を自負しアジアへの

回帰を表明した米国は、東アジアにこれまで以上に多くの寄港地が必要になってくる。二つ目に、

海軍力の60％をアジア太平洋地域に集中させるという計画は、それだけ米軍艦艇が増やされるとい

う事であり、これは追加で基地と寄港地が必要だという事を意味している。3つ目に、米国は韓国・
沖縄を含む日本・グアムを単一戦場圏とし、韓国がこれらの地域への弾道ミサイル迎撃に寄与すべ

き事を要求し、李明博政権もこれを受容している。更に、済州島近隣水域は沖縄やグアムへ飛んで

ゆくミサイル迎撃を試みるのに最適な位置だ。4つ目に、米国は海洋安保と通航の自由確保を東アジ

アでの戦略の核心に据えつつ中国との対決姿勢を強めているが、済州島は南シナ海(南中国海)-台湾

海峡-東シナ海(東中国海)-黄海(西海)を結ぶ米中間の葛藤の海で戦略的要衝地に該当する。

　米国が日本南部に最新鋭レーダーを配置しようとする理由も充分に考察する必要がある。まず、

日本の南部が在日米軍及び在韓米軍基地を防御する際に重要な位置だという点を考慮すべきであろ

う。米軍はアフガニスタン駐屯の海兵隊を削減し、これらの一部を沖縄に再配置する計画である。

そうなると、沖縄駐屯海兵隊の数は1万5千名から1万9千名に増えることになる。X-バンドレーダー

を日本の南部に配置しようとする理由が、沖縄米軍基地を北朝鮮と中国の弾道ミサイルから保護す

る意図から始まっているという分析が可能になる。

　米国はまた、在韓・在日米軍基地の防御力を向上させるため、パトリオットシステムより迎撃高

度と範囲が広い終末高高度防衛ミサイル防衛体制(THAAD)を韓国と日本に配置する法案を検討して

いる。X-バンドレーダーは敵の弾道ミサイル発射探知と識別情報をTHAADへ送る機能だ。こう

いった脈略で見たとき、X-バンドレーダーの配置はTHAADの配置へとつながる公算が高い。そ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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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もレーダーと迎撃ミサイルは「セット」で配置されるケースが多いからだ。

　X-バンドレーダーは最新鋭の迎撃ミサイルであるSM-3を装着したイージス艦(ABMD)にも探知・
識別情報を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ABMD自体もSPY系列のレーダーを装着しているが、X-バンド

より探知距離が短い。これによってX-バンドの支援を受ければ、ABMDの活動半径も飛躍的に広げ

ることができる。その上、オバマ政権は移動式海上体制であるABMDをMDの最高峰としてこのプ

ロジェクトへの予算を増大させており、日本もこれに積極的に呼応している。

　このように、米国がABMDとこれに連動したX-バンド戦略を強化する中で、中国に対する軍事的

封鎖網を強化しようとする意図が敷かれている。中国は最近、米国の空母を攻撃できる対艦弾道ミ

サイルを公開するなど、軍事力の強化に拍車をかけている。「アジアへの回帰(pivot to Asia)」を

宣言した米国の核心目標は、中国のこのような遮断・拒否戦略を無力化するさせることであり、

MDは正にその核心的機能を担うことになる。

　米国のこのような動きは、カンジョン村に建設が強行されている済州海軍基地の戦略的危険性に

改めて光を当てる。X-バンドレーダーの日本南部への配置は、韓米、日米韓の海上MD体制が済州

海軍基地を中間基地として利用する可能性をより高めるからだ。更に、米国が東アジアMDの核心

目標を米軍の軍事力の拠点である沖縄・グアム・ハワイと台湾防御に置いていて、済州島はこのよ

うな目的に最も符合する戦略的位置にあるという点で、これらの主張は決して杞憂には値しない。

　もし米国が済州海軍基地を中国封鎖戦略の一環として使う事になれば、韓中関係は大きく揺さぶ

られずを得ない。中国が韓国の最大の交易国であり、朝鮮半島の安保と平和、そして統一の過程で

重大な役割を担う国家だという点で、韓中関係の破綻は韓国の繁栄と平和に致命的な損失をもたら

すであろう。韓中関係の悪化が東北アジアの平和構築にまた一つの懸念材料となリ得る事は必至

だ。朝鮮半島と東北アジアの平和と共同繁栄のためにも、済州海軍基地を白紙化すべきことは明確

である。

　しかしながら、南方海域の安保を確保するための対策は必要だという反駁も出てくるだろう。筆

者はこういった役割は既に韓国の海洋警察がしている事だし、ここに海軍の役割を付け加える様な

形で十分対応可能だと考える。仮に、済州島の和順港に推進中である海洋警察専用埠頭と済州港に

拡張される予定である占領埠頭を海軍が寄港地として活用する方法を講じることもできる。そうす

れば重複投資を防止し、数兆ウォンの予算削減も可能になるだけでなく、海洋警察と海軍の緊密な

協力体系を構築し迅速で効率的な南方海域の安全確保も可能になる。そしてカンジョン村を「世界

生態平和の村」に指定し「世界平和の島」精神を実現できる拠点に育成する方法も追及すべきで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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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既にカンジョン村では済州海軍基地に反対し、沢山の人々の非暴力・平和的抵抗が世界的にも
平和の聖地として認識されている。発想さえ変えればカンジョン村を「世界生態平和の村」にする

事も決して夢のような話ではないはず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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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事業概要

- 事業名 : 平澤第2滑走路施設工事

- 事業位置 : 京畿道 平澤市 新场洞 k-55 基地内

保護 1

韓国基地総合保護

ガン・サンウォン　平澤平和センタ

Ⅰ. 2012 平澤米軍基地主要懸案 (平澤平和センター)   

平澤に位置する烏山空軍基地(Osan Air Base, K-55, Osan AB)とキャンプ・ハムプリズ(Camp 

Humphreys, K-6)。この二つの基地には環境問題や航空機騒音、米軍犯罪等が生じてきた。2011年か

らの主要は次に記す。

 

1． 烏山空軍基地へ違法な第2滑走路建設

第2滑走路事業は2006年駐韓米軍側の要請を国防部が受け入れ、防衛費分担金で支援する事業であ

る。現在、烏山空軍基地(K-55)内で運営する既存滑走路は1953年新設、1959年再包装され今に至る

まで使用中だ。国防部は通常20年ほどの滑走路の寿命がすでに過ぎてあるので、滑走路上での航空

機の故障、戦時の緊急出動等の状況で離着陸が出来なくなる場合に備えて第2滑走路が必要だと主張

している。故に烏山空軍基地内の第2滑走路を建設し、既存滑走路補修の間に軍事作戦を行い、既存

滑走路補修完了後には第2滑走路を予備滑走路として使用すると説明した。

第2滑走路は現在運営中の滑走路から北方向に約200mほど離れた場所に長さ2.7kmX幅45mでそっく

りの物を建設する計画だ。この為、滑走路の北に位置するパトリオット砲、バルカン砲、レーダー

施設などを移動させる１段階工事が進行中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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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事業規模 : 981,354 ㎡(滑走路用地226,206㎡ および、安全地代用地755,148㎡)

- 事業施行者 : 国防施設本部

- 事業期間 : 2011年 4月 ~2013年 9月

形式的なアセスメント

烏山空軍基地の第2滑走路建設はアセスメントを実施せず、秘密裏に事を運んでいたが、平澤市民

200人の行政訴訟の判決により立ち遅れたアセスメントを進行させた。ところが、駐韓米軍側が明か

した目的（滑走路を建設する理由は2倍以上の戦闘機離着陸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離着陸回数に変

りは無いと言う前提で作成したアセスメントであって論難を招いている。

 

LPP敷地供与目的を違背

韓・米が合議したLPP(連合土地管理計画）行政の＇安全地域権＇第6条＇によると、供与目的以外

の新施設は建設出来ない。これは国防部が烏山空軍基地周辺50万坪を米空軍弾薬庫移転部敷地と飛

行場安全距離確保、地域住民の請願解決等の為供与したと明かした立場と明らかに異なる。従って

国防部長官の事業承認は権力の悪用行為であり、LPP協定によって供与してある当初の目的を違背

している。

2．烏山空軍基地の弾薬庫安全距離を無視したゴルフ場の建設

国防部は烏山空軍基地近隣、平澤市西炭面黃口池里と金角里一代46万2929.9㎡を弾薬庫安全区域と

して指定されてあるにも拘らず、2012年1月に332臆を投資しゴルフ場を建設するという計画を発表

した。このゴルフ場建設が問題になる理由は弾薬庫の600ｍ以内にはゴルフ場はもちろん、施設物は

種類を問わず設置してはいけないからである。

規定に反するゴルフ場建設に国防予算を浪費し、敷地を特別会計で買い入れた脱法適予算転用と安

全距離基準を無視した態度についての批判と論欄が引き継いでいる。この件だけで無く烏山空軍基

地の住民の安全を顧慮しない弾薬庫の運用も問題となっている。(民家から200ｍも離れていない現

状である。）

3．環境問題

キャンプ・ハムプリズは1998年ボイラー室の地下貯蔵タンクからディーゼル油が流出する環境事故

が生じた事をはじめに2000年航空油流出事件、2001年航空油流出事件、2003年油類貯蔵タンク油流

出事件、2004年油送管油類流出事件等が相次いで発生した。だが、接近に米軍の許可が要るせいで

実際事故は起きた地点の浄化か行われているかの確認を取れない現状である。このような状況で

2011年キャンプ・ハムプリズも平澤市で環境汚染調査への意思を表したが、うやむやな状態で今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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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件経過

- 1998年 8月 9日 キャンプ・ハムプリズで集中豪雨で浸水された部隊のボイラー室の地下貯蔵
タンクからディーゼル油(タンク用）500ガロンが流出、近隣農業地約5000坪に被害を与え得た事

件が発生

- 2000年 7月 22日 松炭米君基地で航空油約3700ガロン(14.7kl, 70ドラム) 流出

-2001年 2月 キャンプ・ハムプリズでガソリンスタンド地下拝観配管破損で航空油(JP-8) 1100ガ

ロン流出

- 2003年 1月 キャンプ・ハムプリズで油類貯蔵タンク交代過程で油輸出発見
-2004年　2月 27日 キャンプ・ハムプリズからヘリコプター燃料供給中油送管破損で約30,000ガ

ロンの油類流出

*平澤地域はTKP油送管(平澤-城南 74km)が今に至るまで存在していて、油流出ですでに相当な

土壌汚染が進行されてあると診られる。  

至っている。

4.米軍犯罪

2012年7月5日の手錠事件は烏山基地隣のロデオ道で駐車車両移動に関する争いから米憲兵らが市民

ヤン氏及び韓国人3名に手錠を掛け発生した。

事件に関わる米憲兵は7名であり、彼らは領外巡察中業務を行うため車両移動を指示したが、ヤン氏

とその同行者らが指示に従わなかった。当時の現場ではお互い指をさし、押し合う等の身辺の脅威

を感じ、正当に公務を執行したと主張している。だが、韓国人4名は車を移動させたにも拘らず手錠

を掛け連行しようとしたと主張する。

問題は米憲兵隊が駐車車両移動を要求した地域が米軍の領内でない為、米憲兵隊には一般人に車両

移動を要求する正当な権限がない点だ。この事件により、米空軍司令官と駐韓米軍司令官は韓国籍

一般人に手錠を掛けた部分は謝したが、公務中事件という理由で警察調査に対し誠意のない態度で

一貫している。このような行為が絶えない理由は公務中事件に関しては１次裁判権を行使できない

不平等なSOFA協定からである。

米軍基地移転事業は完了する2016年頃には現在の米軍関係者の約4倍に至る6万人程が駐屯予定だ。

現在米軍犯罪率は日々増加する一方である。この様な状況では平澤市民を不安に落す米軍犯罪は

きっと増えるはずだ。まだ、米軍基地正門前商店街で慣例に従って行われている駐車や店舗の取締

りはSOFA上の駐韓米軍の立場と権限を越えていて、平澤市民の生存権を脅か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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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2 群山 空軍基地(Kunsan Air Base, Wolf-pack)重要原案

(平和バラム)

1.基地正門隣の發電機貯蔵タンクセンサー誤作動油流出事故

- 発生日時 : 2011年 5月 26日

- 発生場所 : 群山市玉西面仙緣里農地

- 事件概要 : 2011年 5月 26日 午前9時頃、基地内部と繋る農水路から悪臭と油が発見され、群山海

警と村役場にこの事を知らした。これで群山市関係者が現場にでたが、事前、米軍基地側からは連

絡がなかった。そのゆえ群山市関係者から米軍基地側に連絡をたが、公報館を通してくれという話

しか聞かされた。以降、群山市は基地外部水路に油が拡散する事を防ぐため、オイル防除フェンス

を設置、海警は試料を採集した。米軍は午後4時頃基地内部への出入を許可し水路の防材作業に取り

組んだ。米軍側の報道試料によると、5月24日米空軍基地 正門隣の非常發電機へ供給していたライ

ンのセンサー以上で油が流出いたと明かした。　

- 事件処理の問題点 : ＇SOFA環境情報共有及び接近手続き＇により、事故を起こした群山米軍側

は直ちに韓 米間ネットワークを通じて地方自治体の法に汚染現状を報告するべきだった。だが、群

山市は事件発生後群山海警に申告が受け付けらるまで米軍側から何の報告ももらえなかった。注民

からの油流出事故の申告が無かったなら、群山米軍基地が今回の事件を徹底的に隠蔽しようとした

とも診られる状況である。米軍基地内部で発生した事件である為、油流出の原因地域に対する浄化

作業や事後処理は行われたかすら韓国政府には解らない状態である。 

-群山市の計画 : 事件の後、群山市は群山市議会、市民団体と一緒に民官合同議員会を開設し基地内

と基地近隣の調査を計画したが、米軍側の拒否で基地内の調査を進行する事は出来なかった。基地

近隣の環境基礎調査と注民疫学調査は群山市の予算1臆4千万ウォンで進行中であり、現在用役企業

の選定を終え今年末までの調査完了を予定としている。

2. 軍騒音- 兎訴訟勝訴 

1999年始まった、群山空軍基地の戦闘機騒音被害訴訟は群山米軍基地わが地取り戻し市民集いとグ

リーンコリアの環境訴訟センター(現、緑色法律センター)が一緒に準備し、2005年1月28日裁判所が

住民の勝訴を発表した。ソウル高等第1民事部は群山米空軍基地近隣住民とグリーンコリアの環境訴

訟センターが住韓米空軍基地戦闘機の離着陸で発生する騒音被害に関して国家に掛けた損害拝掌請

求訴訟の控訴審事件で“国家は1,965名の住民へ総額40臆4695万ウォンを支給する。”と言う原告一部

勝訴の判決を下いた。その間国家安保を理由に黙認されてきた地域住民の環境被害と生存権侵害に

ついての国家の賠償責任を再確認する意味のある判決だった。米軍基地に掛けた騷音賠償申請で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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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兎集団斃死事件

- 事件発生日時: 2007年 4月 26日、2008年 1月18~24日、2月 21日、2008年 7月3日、          

            2008年 10月 6日、2008年 12月 3日

 - 事件発生場所: 群山市玉西面ジャンウォン村　兎飼育農場

 - 事件概要: 

  *2008年1月13日から18日まで米国本土ショー(SHAW) 空軍基地所属F-16戦闘機20台が　

群山基地に循環配置され地形熟知訓練を進行。 

  *農場付近を旋回する訓練の後、18日から24日の間に妊娠中の親兎6羽と子兎 

130余羽が集団斃死. 

 

*農場主は初期の騷音と振動から発生した被害とは思わず、2月20日朝7時頃振動を伴う戦闘機騷

音が発生し、エアーショー練習当時騷音を測定し98dBの数値を確認、問題を認知した。

  *2008年1年間 約500羽の兎が集団斃死。

 - 事件措置 : 

  *2008年 7月 9日、3個所の国立大学獣医科へ質疑書を発送、兎集団斃死時

   国立獣医科学検疫院へ病性鑑定以来、 

  *2009年 2月 9日, 中央環境紛争委員会裁定申請

  *2009年 4月 9日, 

裁定申請却下通知、通知理由＇駐韓米軍の環境問題につき国家賠償を遂行すること＇

  *2010年 5月 28日, 民事訴訟申請、1審一部勝訴、243万ウォン賠償判決、国家控訴、

  *2012年 2月 10日, 高等裁判所原告一部勝訴、151万ウォン賠償判決、国家大裁判所上告

  *2012年 6月 29日, 大裁判所上告棄却

 - 兎集団斃死民事訴訟の意味  

   

米軍相手におこした最初の家畜斃死事件として、騷音発生の責任を米軍側に置く最初の裁判所

判決だ。既存の人間に対する騷音被害訴訟で被害地域住民が訴訟を掛け一部勝訴認められたが

、今回の兎集団斃死はその原因が騷音である事を明確にした事件である。 

  *兎集団斃死で騷音被害が動物だけでなく、人間まで脅威すると言う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初勝訴し、以降韓国軍と米軍に賠償責任訴訟を掛ける起爆剤になったとも言える。現在にも群山基

地近隣の住民は韓国政府を相手に訴訟をおこし、裁判が進行中である。全国適に軍基地騷音に関す

る訴訟を起こしている人口は約60万人に至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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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事件経過

- 5月16日: 米アリゾナ州フェニックス地域放送CBS5(KPHO-TV)の探査報道

- 5月19日: CBSノーカットニューズが始めて1978年庆尚北道漆谷郡倭馆邑に位置する米軍基地

キャンプ・キャロルに枯葉劑 ‘エージェントオレンジ’を250箱(55ガロン,総50t程度)埋立した事を

報道する。環境部はすぐ米軍基地近隣地域の環境調査を行うと発表。

- 5月21日: 国防部と環境部、米８軍司令部関係者らのキャンプ・キャロル踏査
- 5月24日: 米国政府はスティーヴン・ハウスに対し、彼の弁護士事務所で午後1時30分から約3

時間にわたり 、面接調査で事実確認を行う。

- 5月26日: ジョン・ジョンソン米８軍司令官がMBCラジオ番組'ソン・ソクヒの視線集中'でイ

ンタビュー

Ⅲ. キャンプ ・キャロル(Camp Carroll) 枯葉劑 埋立事件 (Green Korea) 

1. 枯葉劑 埋立事件

キャンプ・キャロルの枯葉劑埋立疑いは2011年5月19日、元駐韓米軍スティブン・ハウスの証言を
切っ掛けに世に明された。アメリカのアリゾナ州フェニックス地域放送であるCBS5(KPHO-TV)の探

査報道以降韓国の米軍基地似対する多様な証言が続々出た。社会的波長を認識した韓国政府と米軍

は態度を一変し、積極的に対応した。韓米共同調査団が構成され証言者のスティーヴン・ハウスと
フィール・ スチュアートはキャンプ・キャロルを直接訪問、現場確認まで行った。

この事件を切っ掛けに米軍は自ら基地内部への徹底的な調査を行っている事が明かされた。米陸軍

工兵団の1992年報告書、キャンプ・キャロル2004年のサムソン物産報告書、2011年キャンプ・キャ
ロル環境汚染治癒予備調査報告書草稿等から、米軍基地内と近隣地域汚染が深刻な状態である事を

確認した。7ヶ月間運営されてきた韓米共同調査団の調査結果報告書は情報や現場への接近が徹底的

に制限された状況でされた物であり、基地汚染に対する精密調査と治癒対策不備が及んだ片肺調査

に過ぎないと批判された。12月末、韓米共同調査団最終結果報告書を発表した以来キャンプ・キャ
ロル枯葉劑の問題に対し政府と米軍の処置は未だにきちんとしていない。

だが、キャンプ・キャロルへの調査が整っていない現状とは別個でキャンプ・キャロルに埋立され
たと思われる枯葉劑が富平キャンプ・マーケットに移動、廃棄されたという主張と春川のキャン

プ・ページで枯葉劑を乗せ、DMZの方に散布したと言った主張が次々と提起され、全国米軍基地の

環境汚染に関する問題点が目立ってきた。特に富平キャンプ・マーケットはこの件を切っ掛けに過
去返還された基地の敷地(現在のブヨン公園)調査を始めた。また、平澤と群山からも米軍基地近隣

地域に対する関係汚染調査進行に切っ掛けに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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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龍山米軍基地でSOFA環境環境分科委員會を開催。2004年サムソン物産用役報告書

都1992年米陸軍工兵団研究報告書を韓国側に提供。 

- 5月27日: 韓米共同調査団のキャンプ・キャロル調査開始。環境部と韓国環境公団、住韓米

軍、民間専門家等、約20人構成され基地近隣4個所で地下水試料を採取。

- 6月16日: キャンプ・キャロル 米軍基地半径2Km以内の地下水及び、河川水の水質分析結果

河川水の地点3個所で少量のダイオキシン検出。

- 7月8日: 韓米共同調査団は慶尙北道漆谷郡庁で会議を開催、7月6までヘリ場1地域に対しての

地球物理探査を実施した結果異常徴候が現れ、40個所の地点から土壌試料を採取し枯葉劑埋立

可否を調査することに合意。

- 7月24日: スティーヴン・ハウスとフィール・ スチュアートが‘駐韓米軍枯葉劑等、環境犯罪

真相究明原状回復促求国民対策会議’の招請で訪韓。

- 8月5日: 韓米共同調査団 慶尙北道漆谷郡庁で記者会見を行い、D区域と41区域等、枯葉劑埋

立推定地点の地下水と土壌から露出された地下水、土壌、河川レゴソルの調査結果を発表。中

間調査結果、基地内で基準値の50倍に至る発癌ブ物質PCEが検出。枯葉劑に関する徴候は無

かったと発表。 

- 8月31日: キャンプ・キャロル近隣地域住民の健康影響調査着手。

- 9月9日: キャンプ・キャロル枯葉劑埋立疑惑関連、韓․米共同調査中間結果発表。

- 12月29日: キャンプ・キャロル枯葉劑疑惑関連、韓․米共同調査最終結果発表。

-2012年 9月 15日 : キャンプ・キャロル地域住民健康調査結果発表予定。

2. 韓米共同調査団最終結果報告書の問題点5)

1)調査の目的と範囲が明らかまたは適切で無いこと。調査期間の間明らかに強調された調査の目的

は枯葉劑埋立可否を判断する事てあり、これが主な目的の中の一つであることは妥当である。だ

が、枯葉劑意外の色んな物質の汚染度調査と部隊近隣地域の調査も一緒に進行するなかでこれらの

調査目的は明確で無かった。その調査の範囲と進行方式から時前にその必要性の認識とそれに価す

る明らかな目的や計画をもっていなかったと判断できる。今回の部隊内汚染調査の場合、その結果

から逆に目的を探せば、特にD区域を中心に今まで把握してきた汚染度を再確認する事だったとも

いえる。どんな調査でも調査をすると結果が出てくる為、それなりの意味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

だが、調査時点以前から既に把握してあるD区域の予備適レベルの汚染度を再確認するため時間と

費用を掛ける事が適切であったと主張するには語弊がある。過去行ってきた数々の調査結果が既に

5) Camp Carroll Report, 2012, 駐韓米軍枯葉劑等環境犯罪者真相究明と元状回復促求国民対策会議、ソウル大学

イ・ドンフン教授の最終結果分析から抜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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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隊内の汚染が深刻だった点を確認させてくれるため、却って部隊の近隣への影響を評価すること

の出来る広範囲な調査が切実だったにもかかわらず、これに対する調査は適当にあくまでも制限さ

れた範囲で行われた点からも今回の調査の目的と範囲は妥当では無かった。

2) 本調査の主目的の一つである、枯葉劑埋立可否を明かす事もそ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の方向が適

切に設定されたと言いにくい。本調査では埋立可否の判断を枯葉劑成分(2,4-Dと 2,4,5-T)の検出、埋

立の物理的証拠になれるドラム缶を発見、枯葉劑に含有されている微量のTCDDの検出可否等三つ

の結果に依存していたに違いない。だが枯葉劑の半減期, 埋立ドラム缶の搬出等を顧慮すると、当

初の二つは始めから埋立可否の判断方法として失効性が非常に低い物であって、結果的に深土から

のTCDD検出可否が唯一失効性が有るように見える。こういった部分は調査計画の時から検討し、

計画に反映させるべきだ。ならば、今回の調査で枯葉劑調査は行うが、枯葉劑の分解副産物の中で

半減期画長い化合物(例えば、2、4、5-trichlorophenol)も調査にめるべきだった、それだけでなく埋

立されていたドラム缶意外にも“搬出された”ドラム缶の内訳と行方を徹底適に調査し、深土からの

TCDD調査も検出の為の予備的レベルの調査で無く結果による精密調査に集中する様計画するべき

だ。だが、本調査の最終発表によると枯葉劑とドラム缶は検出また、発見されてない上にTCDDは

微量の為枯葉劑 埋立は無かったと誤判を下していて、その調査結果の埋立可否の判断根拠として持

つ有効性に対する正確な認知が出来てなかったに違いない。

3) 不十分な調査で、その結果に充実な結論すら出て無い。すなわち、枯葉劑が検出されなかった上

にドラム缶も発見出来てないと言う結果は枯葉劑を埋立していないという主張を指示する根拠に使

用できない。反面、TCDDの濃度が表土から増加し、地下2~5mで最高地を表す地点が発見された事

は枯葉劑の埋立可能性を支持する。 

4) よって、今回の枯葉劑関連調査結果から得られる主な結論は「枯葉劑が埋立された事があったか

も知れない。」と言う事である。また、付随適に出せる結論としては「現在の枯葉劑、ダイオキシ

ンの汚染度自体はその影響を心配する程ではない。」と判断される。だが、過去の汚染度とその影

響で発生したかも知らない過去、現在もしくは未来にまで続く可能性がある健康上の悪影響につい

ては今回の調査の結果では判断が着けない。 

5) 過去の調査結果と共に、今回の調査結果はキャンプ・キャロル内部が国内どの地域よも数多くの
有害科学物質に汚染されていると言う事実を明確にしている。一部高濃度検出された有害物質の濃

度は減少していない事も確認できる。従って、これに対する積極的後続措處が必要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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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富平 キャンプ ・マーケット(Camp Market)とブヨン公園の環境汚染問題

(Green Korea)

富平 キャンプ・マーケットは1933年日本陸軍の大戦車工場で兵器廠が位置していた軍用地として、

1945年米陸軍第24軍支援団が接収した後、韓国戦争まで米軍の主要補給総としての機能を遂行した

場所だ。韓国戦争当時仁川港に近い場所に位置していた為、 軍需物資の配給、供給を現在も遂行し

ている米軍の主要補給総である。

1.枯葉劑処理疑惑と環境調査開始

2011年5月19日、元駐韓米軍スティーブ・ハウスがキャンプ・キャロルに枯葉劑を埋立したと言う証
言が報道された。以降在米言論人アン・チヨン氏が発見した文書である「1991年米陸軍工兵団研究

報告書」からキャンプ・キャロルで発生した砂ごみがキャンプ・マーケットで処理されたと言う内
容を確認した。また、2011年6月7日退役駐韓米軍インタネットサイトでランディー ワッソン等退役

たちが富平基地内枯葉劑ドラムカンを倉庫と‘カンパニーB’地下に保管し、DMZ等への移送のため運

搬する過程で露出されたと証言し、論欄を広げた。

こういった事実は明かされると、 仁川市と富平公園の市民社会団体と市民は富平米軍基地の再調査

を要求する集会を行い1人デモを始めた。仁川市は枯葉劑がキャンプ・マーケットで処理されたとい
う言論発表から2008年、2009年調査結果に基づきキャンプ・マーケット近隣地域9個所で資料を採集

した。  

キャンプ・マーケットで枯葉劑が処理されたといった証言と資料が継ぎでると富平区は‘駐韓米軍供

与区域近隣地域等支援特別法’を根拠にキャンプ・マーケット近隣地域調査を実施した。調査範囲は

供与区域近隣地域の中で供与区域外郭境界から最大半径100ｍにあたいする。2008年 ブヨン公園１

次調査地域は除かれた。土壌調査を中心に行われ、富平区は環境団体及び、環境専門家たちが民 官

共同調査団を構成し進行させた。調査は2011年12月から2012年6月末まで行われ、8月末結果発表を

予定している。現在発表された中間結果は次の様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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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種別 汚染項目及び分析結果

油類 TPH, Xylene, Benzen

有機溶劑 ahen 不検出

重金属6項目 Pb, Zn

ダイオキシン(スクリン set) 最大 229.9pg-Eqs/g, 平均 20.2pg-Eqs/g

区分 1次調査 2次調査 小計

地点数 23 47 70

点数 115 235 350

工種別 数量 汚染項目及び分析結果

土壌分析

油類 １０３ TPH, Xylene, Benzen
有機溶劑 ３９ 全て不検出

重金属6項目 ９２ Pb, Zn

ダイオキシン ４８
最大229.pg-Eqs/g

平均20.2pg-Eqs/g

汚染項

目

1地域基

準

２地域

基準

1地域超

過点数

２地域

超過点

数

最大 最小 平均

TPH 500 800 11 8 7656.00 0.00 296.00
Benzen 1 1 1 1 1.92 0.00 0.03

Xylene 15 15 3 3 35.98 0.00 1.08
Pb 200 400 2 1 1226.77 19.13 57.84
Zn 300 600 1 1 737.57 11.00 63.08

[資料分析結果-ブヨン公園]

[ブヨン公園 土壌1次調査結果]

[汚染傾向]

1) 地形、地下水勾配上の汚染源(Source)はブヨン公園内部のものと診られる。

2) 油類及び、重金属(Pb, Zn)汚染:過去輸送部活動地域

3) Xylene等BTEX汚染:過去幕舎及び倉庫地域

4) 山谷南初等学校境界部にまで汚染徴候が現れる。

5) 地表地下水の水理勾配に沿って汚染されたと診られる : 汚染深度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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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外交全文から把握された返還米軍基地の環境治癒過程の問題点

(Green Korea)

2006年から2009年まで返還米軍基地の浄化に関する韓米両国高管の会談と協商当時、基地返還と関

連したすべては機密と分類され一切公開されなかったが、最近ウィキリクスで公開された文書らに

真実の一部を載ってある。この文書はウィキリクスを通じて公開された米国務部の外交文書中の駐

韓米軍基地の返還過程から進行した環境治癒に関する韓米協商関連の文書を翻訳・分析した物で駐
韓米軍基地 環境とかかわる17個の機密、機密に分類された外交全文で明かされた内容である。2007

年米軍基地返還当時現れた問題点は下に述べる。 

1) ラポ ト(Laporte)提案で崩れた環境協商力

環境協商の最中だった2007年2月、元駐韓米軍司令官ラポート(Laporte)が任期を終える前、最後の役

割として所謂「ラポート(Laporte)提案」をした。ウィキリクスからの事実は2007年返還米軍基地協

商当時、米軍は環境条項が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別個でラポート(Laporte)提案をしたのだった。 

ラポート(Laporte)提案の主な内容は①地下貯藏タンク除去約１億ドル投入(駐韓米軍単独推進) ②射

撃場汚染除去約180万ドル投入(駐韓米軍単独推進) ③キャンプ・ページ等５個所の基地地下水浮遊
油６ヶ月間除去(国防省承認時、駐韓米軍が追加措置可能)必要時韓国政府予算で追加運営可能 ④韓

国政府の上記駐韓米軍措置は基地返還に必要とされる十分な環境措置と言う事を確認する書面合意

書提供である。 

SOFAに環境条項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米側が自らの提案を最善だと提案してきたのは正確な浄化

基準が無いからである。韓国と米国が最も大きい意見の差が表す部分も返還米軍基地汚染に対しど

の位まで治癒するべきかである。2007年協商当時米側はラポート(Laporte)提案書を提示したが、一

般適に韓国は韓国法に明視された基準に従い治癒する事を要求した。 

だが、米側はSOFAに明視された“人間健康に対し広がった急迫で実質的危険”と言ったKISE基準に

よる汚染治癒意外、追加適浄化をするなら韓側からの提案を断る. KISEの内容はすごく広範囲で不

明確であるため、韓国協商者らは米側が提示した基準の実体と自体適に作成した検討報告書の公開

を要求したが、米側はこれを提出していない。

米側はラポート提案を韓国への“プレゼント”と表現したが、事実上米軍自体環境管理基準から追加

的に行ったものは無い。地下貯藏タンク除去は数年前から執行してきた過去の予算で、タンクだけ

でも掘り出し処理する予算であり、汚染土壌除去とは関わりがない。射撃場の鉛、銅除去は量や予

算が微々たる1個所の返還予定基地にすぎなかった。バイオスラーピングを通じた５個所の基地の浮

遊油の６ヶ月間除去は実際執行予算が30億ウォン未満だったから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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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ころで、イ・ゼヨン環境部長官は米側の8項目措置予算の2億5180万ドルを韓国政府が汚染浄化に

使用出来るよう報告された。当時環境部は基地全体汚染浄化費用を2,700億ウォンに推定していた

為、米側の8項目提案にぐらつく様になり、環境部が主張してきた韓国法基準で治癒するべきだと言

う立場に会わなくなる。だが、２月１４日６次韓米安保政策構想会議(SPI)で米側は米軍の予算で事

業への転用は出来ないと立場を確実にした。３月２１日行われた７次韓米安保政策構想会議(SPI)で

土壌/注金属汚染浄化と2.5億ドル予算執行の約束を拒否するようになった。

2) 国家安保論理に振り回され、協商テ ブル変更
韓米合同議員会の環境分野を論議する会議機構は環境分科委員会だ。だが、2007年環境治癒協商と

共に返還を決定した協商は韓米安保政策構想会議(SPI)から成り立った。

韓米安保政策構想会議(SPI)は龍山基地移転、駐韓米軍の再配置関連後の続措置時候の点検、軍事任

務転換と連合軍事能力発展などの内容を扱う機構である。環境分野を論議する会議機構があるにも

かかわらず、韓米安保政策構想会議(SPI)で返還米軍基地環境問題が論議されたのは理解できない部

分である。 

環境部と米軍が浄化に対する立場の差を縮めることはでき無かった為、韓米安保政策構想会議(SPI)

で論議するようになったと両国の政府は言う。この様な論理なら韓米安保政策構想会議(SPI)での協

商は韓国と米国の意見を受け入れ、意見の差が最小化できる結果を出せたはずだ。だが、韓米安保

政策構想会議(SPI)での結果は米国の意見をすべて収容するだけで、環境部の主張はほとんど収容さ

れなかった。 

これは韓米安保政策構想会議(SPI)で論議した自体は環境部の発言機会を縮小させ、国防部と外交通

商部を彼らの望む方向で協商を進行させようとしたとも診れる。環境部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返還

米軍基地の環境浄化問題を国防部と外交通商部から協商しようとした点はこれから米軍との返還米

軍基地協商や環境事故協商時環境部を排除する切っ掛けになる可能性があると診られる。 

3) 国内基準適用の主張すらせぬ李明博政府

2007年米側の環境治癒無で米軍基地が大挙返還された後、韓米間追加協商は叶われなかった。李明

博政府になった後、2008年5月15日返還米軍基地環境治癒に関する一件目の協商が行われ、2009年3

月共同環境節次評価書(JEAP)に合意した。

ウィキリクスによると、2008年5月15日返還米軍基地環境治癒に関する一件目の協商であるSOFA

特別合同議員会で外交通商部ジャン・ホジン北米審議官は返還米軍基地環境治癒に韓国国内基準を
適用することを米側に要請しないと明かした。当時韓国協商団が提案した３つの案中２つは韓国国

内基準による治癒だった、もう一つは危害性評価を導入する事だ。我らが提示した２つの案は汚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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対策基準として急ぎで浄化等の措置が必要な基準だったが、これは米軍基地環境治癒基準で、韓国

協商団が提示したのは汚染状態で米軍基地を返してもらう事を自ら認めたのである。 

ジャン・ホジン審議官は特別号道議員会の非公式会議の場で環境部が提示した、10案を3～4案に減

らし、韓国側の協商を主要部分に集中させると述べたが、国内基準の適用、情報の非公開改善等を

提出した環境部の意見を縮小する事で韓国に有利な協商態度ではなかった。

より深刻な問題は共同環境評価節序書(JEAP)に暫定合意後米側が修正提案を提示し、この修正案が

合意案より後退だと言うことをしりながら韓国協商団がこれを受け入れ協定に合意した事である。.

2009年3月1日米国防部東アジア太平洋太担当副次官デイヴィッド シドニーのソウル訪問時イ・ベク
スン外交通商部 北米審議官に会い最終的な共同環境評価節序書(JEAP)妥結協商が行われた。当時

イ・ベクスン審議官は大統領から全権を受取り、細々しい５つの文句の修正案を提案し、米側はこ

の中から一部だけを受け入れ、韓国側は諦め妥結した。 

イ・ベクスン審議官は協商案について米側が関連機構から承認をもらった最終案をおいて、2008年

12月8日 暫定合意案に関する‘再協商が韓国側からは必要以上緩和された内容で結論に達した。＇と

言いながらも協商を妥結する部分に意義を持ってこれを受け入れたという、その翌日の３月2日第21

次韓米安保製作構想(SPI)会議で公式承認に至る。

ところが、外交通商部報道資料によると韓 米両国は“SOFA経路を通じて”共同環境評価節序書

(JEAP)に合意したと明かしたが、韓米安保政策構想会議(SPI)会議で最終承認された事が明らかに

かった。既に2007年でも繰り返され多が、SOFA合意節序で無いためSOFA節序違反で指摘される可

能性がある。 

新しい環境浄化基準を立てた様に評価した共同環境評価節序書(JEAP)も危害性評価結果を韓米共同

収容するべきだが、キャンプ・ハヤリヤで危害性評価結果を置いて、米側はSOFAが決めたKISEに

価する汚染が無いと言う立場を固守した。こうして協商が固着状態に落ちいた頃、釜山市が2009年

12月24日キャンプ・ハヤリヤ早期返還要請をすると、韓米は2010年1月13日キャンプ・ハヤリヤの事
例は先例にならない、共同環境評価節序書(JEAP)を適用し続ける条件でキャンプ・ハヤリヤの返還
の合意建議文に署名した。結局、危害性評価はもう一つの節序を作り出しただけであって、明確な

浄化基準は無いとSOFA環境条項の問題点を解決する事が出来ないということが見えてきたのであ

る。だが、ウィキリクスが公開資料によると2010年２月3日米国務部東アジア太平洋担当副次官カー

ト キャンベルと外交通商部イ・ヨンジュン次官補が出会った席で、イ・ヨンジュン次官補は基地返
還が「ちゃんとした道」で進行している、1月キャンプ・ハヤリヤの返還(transfer)は“すごく敏感”だ

が成功適だと評価した。当時3億ウォンに推定だれていたキャンプ・ハヤリヤの浄化費用は143億

ウォンになってしま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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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米国の立場だけ代弁する韓国高官の協商態度

ウィキリクスで公開だれた文書の中から最も目立つ部分は韓国高官達の協商態度である。 

外交通商部と国防部等に関わる公職者等は＇韓米外交関係の為＇と言った名分から韓国政府の為に

なる協商より、米国から提示された協商案を受け入れる事に汲々している態度を見せ付けたと思わ

れる。 

返還米軍基地の環境浄化問題は何より韓国国民の環境権に関わる事として、返還された基地の土壌

と地下水の浄化は当然な我らの権利、要求事項である。韓国を代表する協商家達がこれを堅く要求

せねば、我が国民の健康に直接的な影響が与えられる。 

だが、米側の立場を収容するだけの協商結果。真面に浄化が行われてない基地を返還され、返還さ

れた基地を韓国政府が浄化しなければいけない状況が生じてしまう。SOFA 節序に従い、返還され

る米軍基地は米側からの浄化が義務となってあるが、結果的に我が国民の税金が返還米軍基地の浄

化に使用されてしまってある現状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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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人・軍属・家族の総数 うち軍人 うち軍属 うち家族

2011年3月31日 104,552 総数のみ発表
2010年3月31日 105,559 53,082 4,761 47,716
2009年3月31日 102,454 51,794 4,217 46,443
2008年3月31日 99,295 49,364 4,178 45,753
2007年3月31日 92,491 総数のみ発表

保護 2

日本基地総合保護

八木隆次 / フォ ラム平和・人権・環境

１．在日米軍の現状
（1）在日米軍兵士の数　世界第1位　53,082人（2010年3月31日現在）

日米政府は長らく、日本に住むアメリカ軍関係者の数を公表してきませんでした。しかし2008年2月

10日に沖縄県で起きた海兵隊員による女子中学生への暴行事件によって、日米政府は再発防止措置

の一環として、基地内・基地外に居住する軍関係者の人数を、年に１回公表することにしました。

最初の発表は、2007年3月31日現在の軍人・軍属・家族の総数と、基地内居住・基地外居住の内訳で
した。2008年・2009年・2010年は、総数だけではなく、軍人・軍属・家族の内訳も発表されるよう
になりました。しかし2011年には総数のみに戻ってしまいました。そのため現時点で私たちが知る

アメリカ軍兵士の数は、2010年3月31日現在のものです。以下に日米政府が発表した軍人・軍属・家
族の数を一覧にして記載します。

（図1）日本に駐留するアメリカ軍人・軍属・家族の数

*防衛省発表の資料より作成。

多くの日本市民は、アメリカ軍は世界中に駐留していると思っています。実際、アメリカ国防総省

が発表した資料を見ると、アメリカ軍は151か国に駐留しています。しかしそのうち118か国で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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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位 国名 駐留米軍兵士数

第1位 日本 53,082
第2位 ドイツ 52,332
第3位 韓国 26,339
第4位 イギリス 9,677
第5位 イタリア 9,239

順位 国名 施設面積（エーカー） 施設数

第1位 グリーンランド 233,034 1
第2位 ドイツ 147,824 137
第3位 日本 126,828 123
第4位 韓国 32,435 87
第5位 オーストラリア 20,078 6
第6位 イギリス 8,376 69

第7位 イタリア 5,615 83

駐留兵士の数は50人以下です。さらに1,000人以上の兵士が駐留している国は、アフガニスタンやイ

ラクなどを除くと、9か国しかありません。

以下に上位5か国を記載しました。日本は、世界最大の駐留国です。駐留アメリカ軍兵士の数は長ら

く、ドイツが1位で日本は2位でした。冷戦中の1990年には、ドイツには227,586人の兵士が駐留して

いました。しかしその後の20年間で、駐留部隊の削減が進みました。一方、日本では冷戦後も駐留

部隊は削減されませんでした。そのため2010年に、ドイツを抜いて世界最大のアメリカ軍駐留国に

なってしまったのです。

（図2）駐留アメリカ軍兵士の数　国別比較

*韓国は2008年3月31日現在、他は2010年3月31日現在。 アメリカ国防総省ならびに防衛省の資料よ

り作成。

（2）在日米軍施設面積　世界第3位

　アメリカ国防総省が作成した資料によると、日本がアメリカ軍に提供している基地・施設の面積
は126,828エーカーで、世界第3位です。126,828エーカーは513,273平方キロメートルになります。

なお防衛省の発表では在日アメリカ軍基地・施設の面積は308,935平方キロメートルです。アメリカ

側の数値には訓練用の空域や海域が含まれるものと思われます。

（図3）アメリカ軍施設の面積と数　国別比較

*2008年3月31日現在。アメリカ国防総省の資料より作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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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度 2007年 2008年 2009年 2010年 2011年 2012年

金額 2173億円 2083億円 1928億円 1881億円 1858億円 1867億円

順位 国名 直接支援 間接支援 総額 負担割合

第1位 日本 32億2843万ドル 11億8298万ドル 44億1134万ドル 74.5％

第2位 ドイツ 2870万ドル 15億3522万ドル 15億6392万ドル 32.6％

第3位 韓国 4億8661万ドル 3億5650万ドル 8億4311万ドル 40.0％

第4位 イギリス 302万ドル 3億6353万ドル 3億6353万ドル 41.0％

第5位 イタリア 2750万ドル 2億1096万ドル 2億2846万ドル 27.1％

（3）駐留経費負担　世界第1位

日米両国は2011年1月21日、「思いやり予算」に関する特別協定に調印しました。協定は、日本が支

出する「思いやり予算」を、今後5年間は現行水準（2011年度1881億円）で維持するものです。「思

いやり予算」の中身は、基地や住宅の施設整備費・光熱水費・基地従業員の給与などです。

　日米安全保障条約と日米地位協定によって、日本はアメリカ基地を提供する義務があります。そ

のため基地の借地代金の支払いなどは、日本政府が行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かし「思いやり予

算」で支出される項目は、本来はアメリカが負担するものです。それが1978年に「円高・ドル安」
となったことから、法的根拠はないがアメリカに対する「思いやり」として支払われるようになり

ました。現在では特別協定を支払いの根拠にしています。またアメリカ軍・軍人・家族は、様々な

面で税金が免除されています。それらも実質的には日本の負担となっています。

以下は過去6年間の「思いやり予算」の推移です。

（図4）「思いやり予算」の推移　

*防衛省発表の資料より作成。

　次に少し古い数字ですが、2002年の時点での、アメリカ同盟国による駐留経費負担のトップ５を

記載します。2002年の資料では同盟国27か国が負担している経費の総計は83億9716億ドルで、その

中の52.5パーセントは、日本の負担です。

（図5）駐留経費負担　国別比較

*2002年現在。アメリカ国防総省の資料より作成。

①直接支援 予算として支出されるもので、私有地にあるアメリカ軍基地の土地代金・基地従業員
の賃金・公共料金・基地周辺対策費など。

②間接支援 本来は収入になるが政府が放棄しているもので、公有地にあるアメリカ軍基地の土地

代金・税金・関税など。



86

キャンプ富士での年間の訓練回数 岩国基地での年間の訓練回数

現在 提案 現在 提案

米軍 285　 285　 米海兵隊 22,738　 22,738　
航空自衛隊 4,744　 4,744　 航空自衛隊 28,682　 28,682　
MV-22 500　 米軍外来機 7,815　 7,815　
合計 5,029　 5,529　 民間機 104　 104　

MV-22 500　
合計 59,339　 59,839　

増加率 10%　 増加率 0.8%　

２．アメリカ軍航空機による低空飛行訓練

（1）オスプレイが日本本土で行う訓練

アメリカ海兵隊は、MV-22オスプレイを、普天間基地に配備しようとしています。配備に際してア

メリカ海軍省と海兵隊は環境影響評価を行い、「MV-22航空機の海兵隊普天間基地への配備と日本

での運用に関する環境報告書」（以下、報告書）を作成しました（作成日2012年4月）。日本政府は

2012年6月13日に、報告書の英語原文を沖縄防衛局のホームページで発表するとともに、日本語訳を

沖縄県に提出しました。

　報告書は、オスプレイが日本本土でも定期的な訓練を行うこと、訓練には低空飛行が含まれてい

ることを明らかにしました。在日米軍は、これまでにも低空飛行訓練を行っており、3度の墜落事故

を起こし、ルート下の地域に騒音被害を与えてきました。しかし日米政府は、低空飛行訓練の詳細

を明らかにしてきませんでした。それが今回の報告書によって判明したのです。

　報告書は、オスプレイが日本本土で行う訓練について以下のように記載しています。

1）キャンプ富士（静岡県）と岩国基地（山口県）への分遣隊の派遣

①訓練参加機数　2機から6機

②実施日数　　　1か月に2日から3日

③訓練回数　　　年間500回程度の飛行

（図6）キャンプ富士と岩国基地での訓練増加

2）低空飛行訓練

①使用ルート…以下6つのルートで低空飛行訓練を行います。

○グリーン・ルート　　青森～岩手～宮城～福島
○ピンク・ルート　　　青森～秋田～山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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ルート名称 年間飛行時間

ブルー 159
グリーン 80
オレンジ 169
ピンク 49
イエロー 111
パープル 203
合計 771

○ブルー・ルート　　　山形～福島～群馬～新潟～長野～岐阜
○オレンジ・ルート　　和歌山～徳島～高知～愛媛
○イエロー・ルート　　大分～福岡～熊本～宮崎
○パープル・ルート　　沖縄諸島→奄美群島→薩南諸島
②訓練回数　　年間330回　　　（訓練増加率　　21パーセント）

③夜間訓練　　1年間に10時間の夜間訓練（22時～7時）

④訓練は高度500フィート（約150メートル）までの高さと、時速120から250ノット（約222～463キ

ロ）で。

（2）低空飛行訓練の問題点

1）低空飛行訓練の実態

低空飛行訓練は、日本に駐留するアメリカ軍航空機部隊のうち、攻撃（爆撃）を任務とする部隊が

行っています。現在、低空飛行訓練を行っている部隊は以下の通りです。

①空軍　　三沢基地（青森県）所属　　F-16戦闘機部隊

②海軍　　厚木基地（神奈川県）所属　F/A-18戦闘攻撃機部隊

③海兵隊　岩国基地（山口県）所属　　F/A-18戦闘攻撃機部隊　　AV-8B垂直離着陸機部隊

　なお報告書には、KC-130J空中給油機（海兵隊・普天間基地所属）の名前も記載されています。

　低空飛行訓練の目的は、敵のレーダーに捕捉されないように飛行して目標を爆撃する技術を身に

つけることです。そのため山間の谷間などを飛行します。またダム・港湾施設・発電所・学校など
を、仮想の攻撃目標にしています。

　報告書によれば、現時点でのルート別の低空飛行訓練の実施時間数は以下の通りです。

（図9）ルート別低空飛行訓練の実施時間（2011年）

2）低空飛行訓練の被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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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メリカ軍は過去に3回、低空飛行訓練中に墜落事故を起こしています。

①1994年10月14日　　　厚木基地のA-6攻撃機が、高知県の早明浦ダムに墜落

②1999年 1月20日　　　岩国基地のF/A-18戦闘攻撃機が、高知県沖に墜落

③1999年 1月21日　　　三沢基地のF-16戦闘機が、岩手県釜石市の山林に墜落

　また2011年3月には岡山県で、低空飛行をする米軍機の衝撃波で、民家の土蔵が崩壊する事故が起

きました。それ以外にも各地で、ガラスが割れるなどの被害が出ています。

　その他にもルート下の各地で、騒音被害が報告されています。

3）低空飛行訓練の問題点

　低空飛行訓練には大きな問題点が二つあります。一つ目は、飛行高度が低く、国内法に違反して

いることです。二つ目はルートが公表されていないため、民間航空機との接触事故の可能性がある

ことです。

　日本の国内法である航空法施行規則では、航空機の最低安全高度を以下のように定めています。

①人または家屋の密集している地域では、航空機から水平距離600メートル以内の最も高い障害物の

上端から300メートルの高度。

②人または家屋のない地域および水面上では、地表または水面から150メートル以上の高度。

　報告書ではMV-22の低空飛行訓練は、高度500フィート（約150メートル）以上で行うと記載され

ています。しかしこれまでに、谷合を飛ぶ米軍機や、パイロットの顔が分かる高さで飛ぶ米軍機が

目撃されています。米軍機は、国内法の定めた最低安全高度を守っていないのです。

　在日米軍の動向を監視している市民団体「RIM PEACE」の調査によって、1994年の墜落事故の

報告書の中にある、「在日米海軍司令部通知3530　 低空飛行訓練ルート」が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

りました。その中には以下のような記載があります。

低空飛行ルートは第5空母航空団と第12海兵航空群が開発した訓練ルートで、日本に駐留している間

に所属機が低空飛行訓練を行うためのものだ。これらのルートは運輸省（当時、訳注）航空局に認

知されてもいないし（航空路誌などに）記載もされていない。したがってこれらの訓練ルートは民

間機のパイロットに公式に知らせる手立てがないし、この低空飛行ルートを飛行する際の障害物・
危険物についての情報を更新することもできない。「よく見て避ける」(See and Avoid)がこの

ルートを飛行する際に最も重要なことだ。

　アメリカ軍側も、低空飛行訓練が民間機との接触事故を起こす可能性を認識しているのです。し

かしその上で、有効な対策が「よく見て避ける」(See and Avoid)としているところに、大きな問

題があります。

4）日本政府の対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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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年の墜落事故以降、低空飛行訓練は問題となり、国会でも追及されました。この時の日本政府

の対応は以下のようなものでした。

米軍の飛行ルートについては、米軍が、飛行訓練の目的達成、飛行の安全確保、住民への影響抑制

等の必要性を安定的に満たすとの観点から、一定の飛行経路を念頭において飛行することがあるこ

とは承知しているが、御質問の具体的ルートの詳細等は、米軍の運用にかかわる問題であり、承知

しておらず、また、これらを事前に明らかにするよう米側に求める考えはない。

（1998年11月13日　秋葉忠利衆議院議員の質問主意書に対する政府の答弁）

　しかし自治体などからの批判もあり、1999年1月14日に日米合同委員会が「在日米軍による低空飛

行訓練について」という文書を発表しました。その前文に以下のように書かれています。

日本において実施される軍事訓練は、日米安全保障条約の目的を支えることに役立つものである。

空軍、海軍、陸軍及び海兵隊は、この目的のため、定期的に技能を錬成している。戦闘即応体制を

維持するために必要とされる技能の一つが低空飛行訓練であり、これは日本で活動する米軍の不可

欠な訓練所要を構成する。安全性が最重要であることから、在日米軍は低空飛行訓練を実施する際

に安全性を最大限確保する。同時に、在日米軍は、低空飛行訓練が日本の地元住民に与える影響を

最小限にする。

　この合意によって日本政府は、アメリカ軍が日本国内で低空飛行訓練を実施していることは認め

ました。しかしこの合意以降も、具体的なルートについては、明らかにするように求める考えはな

いとの見解を変えませんでした。また日本側からアメリカ側に、安全性の確保について具体的な問

い合わせをすることもありませんでした。

　今回、アメリカ側の報告で、低空飛行訓練のルートや実施回数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日本政府

はアメリカ政府に対して、低空飛行訓練に関するより多くの情報の開示を求めるべき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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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護 3

沖縄基地総合保護

　　富田　英司 / 第二次普天間爆音訴訟団・原告人

１．自己紹介・・・
静岡県出身で、現在普天間飛行場のある宜野湾市に住んでいる。普天間飛行場の夜間・早朝の飛行
差し止めを求める「普天間爆音訴訟団」の原告人である。

２．在沖米軍基地の説明

①世界の米軍基地

・世界の約４０カ国に約７１６カ所（イラク・アフガンの米軍基地は入っていない）の米軍基地が
存在している。

　世界各地に約３０万人の兵士を駐留させており、米国内の基地や領海には約１２０万人の兵士、

あわせて１５０万人もの兵士がいる。

　軍事支出も年６，１４０億ドル（約５０兆円）以上で世界一。２位から１０位の９カ国を足した

額より多い。

②在日米軍基地

・日本に１２３カ所の米軍基地がある。（施設面積は世界第３位）

・在日米軍兵士数は３６，７１２人。（兵士数は世界第１位の米軍駐留国）

③在沖米軍基地

・日本全体の米軍専用施設の７４%が沖縄に集中している。（全国の米軍専用施設８４カ所のう

ち、沖縄には３３カ所）

・在沖米軍兵士数は２５，８４３人。（在日米軍兵士の７０%を占め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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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お、軍属１，９９４人と家族１９，４６３人を含めると米軍関係者の合　 計は４７，３００人

となる。

・在沖米軍兵士の内訳
　　陸軍　　３，７２８人。（在日米軍兵士の５９%）

　　海軍　　５，３８４人。（在日米軍兵士の６４%）

　　空軍　１４，６０５人。（在日米軍兵士の５１％）

　　海兵隊２３，５８３人。（在日米軍兵士の８７％）

３．米軍基地闘争の状況

　７月２３日に米軍岩国基地にオスプレイ１２機が搬入された。米軍は９月上旬に岩国基地で試験

飛行を実施し、１０月から沖縄を拠点に本格運用する計画である。

　世界一危険な普天間飛行場に「欠陥機」オスプレイを配備することに沖縄県民は断固反対であ

る。

　６月１７日にオスプレイ反対の「宜野湾市民大会」を開催し、その後もオスプレイ配備阻止の市

民集会・デモを定期的に取り組んでいる。さらに、創意工夫した様々な闘いも取り組まれている。

１．オスプレイ配備阻止の闘い

①普天間大山ゲート前での座り込み抗議行動

　オスプレイ配備に対する抗議行動の一つとして、７月９日～８月４日までの約１ヶ月、基地の

ゲート前の公園（米軍への提供地）にテント村を設営して、毎日朝と夕方、県民や米兵に対する宣

伝活動をおこなった。

　座り込み行動の期間中、多くの県民がテント村を訪れてくれ「飲み物・ランチ」の差し入れ、ま

たカンパ（１０万円以上集まる）をしてくれた。

　ただ、何者かによって夜間にテントを刃物で切られる、という嫌がらせ妨害を受ける事件も起

こった。

　現在は、同じゲート前の場所で朝の宣伝活動を毎日続けている。

②風船（バルーン）による抗議行動

　宜野湾の女性グループ「カマドゥー小たちの集い」は、８月１３日（沖縄国際大学に米軍ヘリが

墜落した８周年の日）に、みんなで風船を上げて「オスプレイＮＯ」の意思表示をしようと、市民

に呼びかけた。風船を上げて米軍ヘリの飛行に抗議する活動である。

　このように風船を上げて、飛行場周辺を低空飛行する米軍ヘリに抗議する行為は米軍が使用する

飛行場では法律違反にはならない。



92

　米軍飛行場は日本の航空法で定める一般空港ではないので、米軍飛行場は日本の航空法が適用さ

れない。従って、鉄塔等の建築物やアドバルーンは法令で規制されない。基地使用を規定する日米

地位協定にもこのケースに「適用する条文はない」という。

　米軍に対する国内法免除措置を沖縄県民が逆手に活用したといえる。

③在沖米軍四軍司令部のゲート前で「ハンガーストライキ」

　８５歳の上原成信さんと６９歳の小橋川共行さんは、普天間飛行場の閉鎖とオスプレイ配備の中

止を求め、８月１５日よりキャンプ瑞慶覧・石平ゲート前で抗議のハンガーストライキを始めた。

　上原さんは２日目でドクターストップがかかり離脱したが、後をつなぐ有志によるリレー・ハン
ガーストライキとしてハンストが継続された。

　台風の襲来や体力の消耗などを考慮して、８日目を迎えた２２日でいったん終了する。

２．高江ヘリパッド建設阻止闘争

　１９９６年の「ＳＡＣＯ合意」により、北部訓練場の約半分を返還する条件として、高江に新し

いヘリパッドを６ヶ所建設する計画が発表された。

　東村高江の住民にしてみれば、すでに東村には１５ヶ所のヘリパッドがあり、そこに新たに高江

部落を取り囲むように６カ所の新ヘリパッド（民家に一番近いヘリパッドはわずか４００mの距

離）が建設されるのであり、当然高江住民は生活が破壊される脅威を感じた。

　２００７年７月２日、防衛局は高江住民のヘリパッド建設反対の決議を無視する形で強行に工事

を着工した。

　その日から、高江の住民は自分の生活を犠牲にして、座り込みによる工事阻止行動を続けてい

る。今年の７月１日には、「オスプレイＮＯ！高江座り込み５周年報告会」を開催した。

　当初より、新たなヘリパッド建設は「オスプレイ配備」のためではないかと言われてきた。６カ

所の新ヘリパッドのうち、２つがくっついているものが２ヶ所あり、それらは「オスプレイパッ

ド」と指摘されていた。

　６月に公表された米軍の環境審査報告書で、米軍のオスプレイ配備の運用計画が明らかになり、

そのことが明確になった。

　高江住民は、ヘリパッド工事を認める地元の東村村長に「今度の新ヘリパッド建設はオスプレイ

パッド建設も含んでいる。オスプレイ配備に反対するなら、当然新ヘリパッド建設にも反対し、防

衛局の工事を拒否するのが当然ではないか」と要請するが、東村村長は「オスプレイの沖縄への配

備および北部訓練場での運用は反対するが、ヘリパッド建設で北部訓練場の過半の返還がなされ、

基地の整理縮小につながるので、工事を容認する」との非論理的なことを述べて、防衛局の工事を

認め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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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を受け防衛局は２１日より工事を強行に再開している。

３．辺野古新基地建設阻止闘争

　普天間飛行場の辺野古移設に反対する座り込み阻止行動は、７月に「座り込み３，０００日」を

迎えた。

　２０１０年１月の名護市長選で反対派の稲嶺進さんが当選し、同年９月の名護市議会議員選挙で

も反対派が多数になり、沖縄県民の９割が辺野古新基地建設に反対している。

　ところが、本土の新右翼（宗教団体）が辺野古の新基地誘致派とつながり、ヘリ基地反対協議会

の運動拠点である「テント村」の撤去をめざした卑劣な活動を展開している。

　稲嶺市長を中傷する横断幕「テント村を撤去しない稲嶺進名護市長を、不法占拠幇助罪でリコー

ルせよ！＜辺野古漁業施設の不法占拠を許さない名護市民の会＞」を市内各所に張り出し、街宣車

で市内宣伝を展開している。

　また、辺野古浜にあるキャンプ・シュワブの境界フェンスに付けられた「横断幕」（新基地建設
反対やオスプレイ配備反対と書かれた）や「リボン」（辺野古に支援に来てくれた人たちが結んで

くれたもの）が、突然と何者かによって無断にはぎ取られる事件が起こった。

　その後、ヘリ基地反対協議会の事務所に「辺野古の環境を考える会」と名のる団体から「あまり

にも汚らしいため、撤去しました」とのＦＡＸが入る。さっそく、ヘリ基地反対協議会は県庁で会

見し「意見の違いを封殺する卑劣な言論弾圧だ」と強く批判する。

　８月８日夜、名護市民会館において「辺野古区民の真実の声を全国に広げる市民集会」という主

催者名で集会が開催された。

　この集会には、前名護市長の島袋吉和氏が登壇し、持論である「基地誘致と北部振興金とのリン

ク論」をとうとうと述べた。

　彼らのもろもろの活動は、２年後に迫った名護市長選を焦点にしており、

基地誘致派の市長をもう一度復活させようと画策している。

４．二つの爆音訴訟の闘い

　沖縄では、二つの大きな「爆音訴訟」の闘いが取り組まれている。

　一つは、２０１１年４月２８日に提訴した「第三次嘉手納基地爆音差止訴訟」（原告人：２２，

０５８人で過去の爆音訴訟最大の訴訟団）。

　東洋一の規模を誇る「米空軍嘉手納基地」には、Ｆ１５戦闘機を中心とした常駐機に加え、常時

本土（岩国基地など）や米本土からの外来機が乗り込み、爆音の上積みがなされている。全体の３

割以上まで外来機である。政府は負担軽減といいながら、外来機の乗り入れを野放し、放置してい

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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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夜の１０時から翌朝の６時というのは、人間は睡眠をとらねばならない。ところが、嘉手納基地

では１日平均１５回、１年間に５，４００回も違法な騒音で周辺住民は睡眠妨害をきたしている。

　今年は本土復帰から４０年目。この間、沖縄の基地で起こった事件事故は５０６件、そのうち実

に３３３件が嘉手納基地で起こっており、全体の６６％を占めている。

　もう一つは、２０１２年３月３０日に提訴した「第二次普天間爆音訴訟」（原告人：３，１２９

人）。

　第一次訴訟では、騒音の違法性は認定され、国の損害賠償責任が認められた。しかし、国は住民

被害よりも日米関係を重視し、賠償のみで根本的に騒音被害を救済していない。

　普天間飛行場周辺で米軍ヘリや米軍機は、７５～８０ＷＥＣＰＮＬ（うるさ指数）の騒音・爆音
をまき散らしている。「静かな日々を返せ！」ということで、日中午前７時から午後７時までの

間、６５デシベルを越えてはならない。夜の午後７時から翌日の午前７時までの間、４０デシベル

を越えてはならないと、今回の第二次訴訟では昼夜の騒音差し止めを求めている。

　現在の米軍ヘリが、ＣＨ４６型からＭＶ２２オスプレイに変更されれば、普天間飛行場周辺の騒

音はさらに激しいものになるだろう。

５．沖縄の「枯れ葉剤」問題

　これまで幾度となく問題になってきた沖縄の「枯れ葉剤」問題。

　この問題を調査してきたジョン・ミッチェル氏が８月７日、米陸軍化学物質庁（ＣＭＡ）が２０

０３年に作成した報告書「ジョンストン島の生態アセスメント」の内容を明らかにした。

　それによると、沖縄が日本に復帰した１９７２年まで、ドラム缶２万５千個分に上る「オレンジ

剤」と呼ばれる枯れ葉剤が県内に貯蔵されていたという。また、知花弾薬庫に貯蔵されていた毒ガ

スを米領ジョンストン島に運んだ「レッドハット作戦（毒ガス移送）」翌年の１９７２年に、米空

軍が同じジョンストン島へ枯れ葉剤を運び出したという。

　８月２２日、ベトナム戦争で枯れ葉剤に接触した退役軍人の父をもつ「枯れ葉剤被害者」２世の

ヘザー・バウザーさんと、退役軍人の証言と沖縄をつないだジャーナリストのジョン・ミッチェル
さんを招いた集会が開かれた。

　両者は「枯れ葉剤は世代、国境を越えた問題。真相究明と問題解決に向けベトナム、カナダ、

オーストラリア、韓国との国際連帯を追求してほしい」と呼びかけた。

　ベトナムと米国の枯れ葉剤被害者をつなぐ役割を果たしているヘザーさんは「父は枯れ葉剤の影

響で５０歳で病死した。私も右膝下などに先天的欠損があり、子どもの頃からずっと悩んできた。

枯れ葉剤被害は世代を超えて受け継がれていく。もう黙っている時期ではない。家族や知人に枯れ

葉剤に触れた人がいたら声を上げてほしい」と訴えた。

　ミッチェルさんは普天間飛行場の地中に枯れ葉剤のドラム缶が埋まっていたこと。その際、基地

従業員がその作業に従事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95

　沖縄における枯れ葉剤の存在を日米両政府が認めないことに対し「退役軍人を来県させたい。病

気を患っているが、来てほしいという声があれば実現できると思う」と提起した。

　５月に琉球朝日放送が「枯れ葉剤を浴びた島」を放送したこともあり、県民からも真相究明と環

境調査実施の要求が高ま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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発表 2

済州海軍基地、平和的生存権を具現するための積

極的な権利闘争
　長・ハナ / 国会議員

Ⅰ. G2時代の済州海軍基地

　韓国政府は済州海軍基地の建設は韓国の大体の物動量と資源収入が済州道の南部海域を通じて、

釜山と晋州の軍港がこの地域との距離が遠いためこの地域を保護する新しい海軍基地が必要だと主

張している。しかし韓国政府が直接に海軍基地の建設の必要性に関して中国を言及したことは無い

がこれをありのままに信じる国民は一人も無いはずだ。すでに中国内の世論を見たら、１）韓米軍

事協力を考慮すると済州海軍基地は米軍が中国にもっと近く接近する道になる、２）済州海軍基地

は離於島と関連になった中国との紛爭に対応するため6)と言う部分が続いて提起している。

特に、最近問題になっている韓日情報保護協商の論難にも見られるように, 韓国政府は国民たちも

知らぬ中に日本との軍事情報交流を推進していたのだが、このすべてが中国を牽制するための米軍

の再編過程および、韓・米・日の三国の三角同盟に繋がるヘゲモニズムを強化になる展望が支配的
だ。

　米軍の戦略的柔軟性(Strategic flexibility)計画に韓国軍が同参することによって駐韓米軍が東北ア

ジアの機動軍として機能する可能性が高くなった中、済州海軍基地の建設のため韓国が米国と中国

の軍事的葛藤と軍備競爭に巻き込まれることになるのは火を見るように明らかだ。また、２００７

年提起になった済州の空軍基地の建設計画は"南部探索救助部隊"という名稱だけ変わって相変わら

ず済州で推進中だと分かった。これはG2に代表になる米-中の中に覇権争いで済州が実質的に戦場に

なるこたが出来る状況を意味する。

でもこんなに国防部の戦略のまま済州全域が軍事基地になったら、これは済州道民はもちろんで陸

地の安全も脅かされるしか無いのだ。いくらか前に朴槿惠候補が済州に来て済州海軍基地が"ハワイ

6) イ・ナムジュ, “済州海軍基地と韓中関係“, 『済州海軍基地妥当性に関する国会討論会』,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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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ような民軍複合観光美港になるように努める”と発言したことがある。軍事基地が理由でハワイの

低くなった食料自給度と環境汚染などを考慮すると美港という言葉自体が欺瞞的修辞にすぎる。あ

ともっとも重要なことはハワイは本土と遠く離れているため島自体を基地化してもこれがまっすぐ

に本土に対する威嚇に直結にならない。でも済州は違う。済州全域が基地になったら、これは地理

的にみたところ事実上自分の喉に刀で狙う形局になるはずだ。これが済州の海軍基地が済州だけの

問題では無く韓半島全体の安保に威嚇のかける深刻な事案だと裏書く根拠である。

済州海軍基地は韓国で追加的に基地を建設するのが国家安全保障にどれくらい特になるかも解析も

まちまちで、相変わらずこれに関して国家はちゃんとした答弁をしてないのだ。以前言及した南方

海域保護と離於島の水域保護との名目は実は海軍じゃなく海警がすべき業務である。

歴史が以前より進歩すると平価出来る一手は国内外の葛藤問題にあっての暴力だけじゃ無く、制度

と政策的手段を国家がと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従って国家安保は軍事的な方法じゃなく外交,

経済, 文化的の方式にいくらでも具現することが出来る。むしろ過剩の威嚇認識とこれを解決する

方法としての軍事的解放が唯一だとみる行為自体が韓国を新冷静体制に編入する退歩的発想にすぎ

る。

2.守り活動でみる、暑い学ぶ場所での江湞

1) 平和的生存權への換気

私は済州出身で、国会委員になる前に済州海軍基地邑·面·洞の対策委員会の事務局長で活動したこ

とがある。この過程で国家が自分の生活を守るようにする 江湞住民たちにどんな方式て暴力を行使

したのか如実に見ることができた。

海軍は海軍基地を建設する過程で住民たちに数々の嘘を反復した。基地の建設過程の最初から住民

に意見を反映すると言って、土地強制収容は絶対無いと言った。でも現在国家がしているのは自分

で言った言葉を履行するかわり、むしろ三星物産と大林産業の私的利益を弁護する役割をしてい

る。またも江湞でも警察の暴力は一日増しに深刻になって、最近3年間５０0名を超えて連行してい

て固着と連行のとき警察に侮辱的な暴力と暴言を経験するのはもうはや日常になってしまった。こ

のように国家が公的な権力で公共の利益と安寧を図る代わり一番私的な方式で行使していた。

でも江湞住民たちと守りたちを括る'業務妨害罪'で適用になる'業務’の性格は何でしょうか？国防の

上層の決定権者たちは海軍を媒介にした韓·米·日の同盟体制と軍費増強だけを叫ぶけど、この言説

は江湞では'経済発展’と'利益’そしてこれを作れる'工事業務’という言葉に化ける。この'業務’自体の

性格と違法性を問題にしない状態で、国家は平和を守る住民と守りたちに偽悪的に苦痛を転嫁して

いる。再び強調するが、現在海軍基地の建設のための'業務’は公共のための業務じゃない。軍費競爭

をけしかける国家の私事な理解関係に根拠しているだけだ。

憲法第10組は'すべての国民は人間としての尊嚴と價値待つ、幸せを追求する権利を持つ。国家は個

人がもつ不可侵の基本的の人權を確認してこれを保障する義務を持つ’と書いている。しかがって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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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海軍基地を建設するのは住民たちの平和的な生存の権利を侵害して、韓半島をもっともおおきな

脅かす重大な違法的行為になるのを強調する. こんな意味での'平和的生存權'というのは未来時制の'

価値’と'指向'じゃなく、今-ここ　 存在する憲法的'権利’として市民たちに積極的に具現できるべき

だ。

２) 非暴力直接行動を習う

済州邑·面·洞対策委員会をしながら見ていた江湞守りたちは空身が財産な人たちだった。この人た

ちは何の武装をしないまま、ただ空身で何十人の警察と用役を相手にしていた。特に以前３月７日

グロンビ發破が始まった以後、グロンビに運送になる火薬を止めるため火藥庫の前を止めたことが

あった。一命'PVC鬪爭'といわれるこの活動は人と施設に危害をかけ無くても国家の工事執行を遅延

できる方法だった。また今この時間にも海軍基地の工事場正門の前では工事場の中に入るレミコン

業者一人、一人にこの工事の不当を教え、工事を遅延するのを訴える守りたちがいる。実際この過

程で何人かのレミコン業者たちは良心上到底できないて言って、レミコン車を回した。7)

この過程を見ながら、私は暴力に対抗する暴力は真な代案じゃないという信心を催してきた。非暴

力って暴力に対抗して暴力を使わず行動するのだ。非暴力は勝利のため喜んで自分の生命を先にす

るけど、暴力はいつも相手の死を先にして脅威をする8)。こんな鬪爭の方式のため6年間こんなに鬪

爭しても江湞住民たちと守りたちには生きのエネルギーがあったようだ。死じゃなく生を先にした

から。

３)政治の基本としての共同体性の原理

今江湞で守りの活動をしている人の中には、偶然に江湞に旅行を来たあと、ここの雰囲気に惚れて

家に帰る飛行機を一週間延長して、それが６ヶ月、1年になった人たちがすごく多い。生活費を稼ぐ

与件にならないのでみんな貧乏だけど、それでもある有名な'江湞病み’が理由で江湞を出ることがで

きない人たちがここに集めている。個人的な欲望から始まった動機がいつのまにか江湞を守るべき

人として自分自身を正体化すること、私はこれが自由な、自発的な連帯の力から起こったと思う。

これは個人の欲望から始めたのでそれ位に強固して、その分強力だと守りたちから習った。そして

これは私は作ってみたい'政治’の象になった。

誰が何というのもなく集まって集団的に何かを図ること、その中で生成のエネルギーを作って行

く、それが今すぐ新しく政治に踏み込む新人政治人として、私が具現してみたい政治の方式だ。国

会委員という席がちょっとへたにすると中央の政治、上層の政治だけに埋沒し安い環境なので、江

7) この方たちは後に住民たちのキャンドル集会に来て、本人たちの葛藤を涙を流しながら話したこと
がある。
8) Jacques Séémelin、 『非暴力』 



99

湞にこんな政治を経験する機会は私にとって政治の基本を分かるようにした大切な資産なのだ。

3. 過半機国会での活動：:国政監査と予算削減

海軍基地の問題を国会内で検証して平価する公式的な通路は9月の定期国会での国政監査と豫·決算

審議手続きである。昨年には今年の豫算が９6%が削減になって、事実上全額削減と違いない成果を

収めた。でも今年工事を進行することになったのは一昨年の残りの豫算が繰り越すになった結果

だ。ついてもしかして今年の豫算まで削減することが出来るなら、来年の工事は中断するしかな

い。これをために現在国会内で出来る色んな方法の戦略を構想をしている。

なお、民主統合党の次元では'済州海軍基地の事業関連葛藤解決のための特別委員会’を党論發議を準

備中である。これは済州出身国会委員たちが直接走りながら他の委員一人一人の署名を取り受けた

結果なのだ。海軍基地特委が構成されると、１)住民の同意を含めた節次的な正当性可否.　 ２)環境

と文化財の毀損可否,　 3)現地住民と市民の人權侵害論難、４)済州海軍基地（民·軍複合型寄港地)建

設関連シミュレーションの問題. ５)軍事施設保護区域と貿易港の重複指定による問題点. ６)国会予

算決算特別委員会の勧告事項の移行可否など海軍基地を囲むその間の争点を根っから論議する場所

が開く。セヌリ党の協助がまだ残ってあるので実際に特委構成にしてまだ変数が残っているのが事

実だが、今までの努力で民主党の中で何人かの海軍基地を賛成する委員たちの心を変わってきたよ

うに、実際の国会内で特別委員会が成って工事の卽刻中断、全面にわたって再検討が出来るように

もっと努力すべき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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発表 3

 沖縄闘争
沖韓- 衆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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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日本－沖縄による平和宣言文

戦争同盟を取り去り、

強固な平和同盟を宣言する！

今日私たちは海軍基地が建設されている済州カンジョン村で東アジア米軍基地環

境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国際シンポを行った。

今、済州では銃声のない戦争が起っている。韓国政府が '国家安保'をおし立てて

自国民を死地に追いこんでいるからだ。

韓国政府の一方的な済州海軍基地建設によって、のどかだったカンジョン村の共

同体は粉々に破壊され、 クロムビ、赤脚馬糞カニ、 軟サンゴなどの美しい自然生

態系も脅威を受けている.

自国民を死地に追いこむ '国家安保'が自然生態系を破壊する '人間の愚かさ'が、

どのような結果をもたらすか、わからないのは韓国政府だけだ。 韓国と日本、沖繩

から参加した平和活動家たちは、住民の意見を無視したまま一方的に進められる済

州海軍基地建設を中断することを重ねて求める。

韓国政府は済州海軍基地建設が東北アジアの平和に役に立つと言うが、むしろ緊

張と戦争の脅威ばかりを激化させる危険なものである。

朝鮮半島の韓国軍基地は、米軍の必要によっていつでも提供されうるという不平

等な韓米関係を指摘しなくとも、最近の韓-米、 日-米間の共同軍事訓練を通り越し

た韓-米-日共同軍事訓練と三角同盟の中心に済州海軍基地が置かれていることがよく

分かる。

平和は、銃と剣によっては決して守ることはできない。最尖端の武器（銃と剣）

を持とうと思えば思うほど東北アジア、世界の軍備競争は激化することになり、こ

れによって、平和が崩れていくほかなくなる。

また最近、沖繩ではいわゆる '未亡人製造機'と呼ばれるオスプレイ配置によって

沖繩県民たちの闘いが高まっており、来る 9日沖繩県民大会を開催すると言う。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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繩県民たちが求めて来た普天間米軍基地の県内移設反対の声を黙殺し、むしろ日米

政府はオスプレイ配置を通して沖繩に駐屯している米軍の強化を推し進めている。

私たちは、済州海軍基地と沖繩に駐屯する米軍の戦力強化が、この延長線上にあ

ることがはっきりと分かる。

私たちは韓-米-日政府が推進している危険な戦争同盟を取りさり、強固な平和同盟

を作って行くべきである。

私たちの歩いて行く道が難しくて困難でも、平和に対する熱望と楽観で一歩一

歩、堂々と歩んでいくことをこの席で宣言する。

2012年9月7日

　第5回東アジア米軍基地環境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国際シンポジウム参加者一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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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０１２年東アジア米軍基地環境問題国際シンポ

ジウムによせて

参議院議員 糸数慶子

２０１２年の東アジア米軍基地問題国際シンポジウムの開催を心からお喜び申し上げますととも

に、本シンポジウムが東アジアの平和に貢献し、韓国と日本・沖縄の連帯がより強固なものとなる
ようご期待いたします。はじめに本国際シンポジウムにはなんとしても参加を果たし、沖縄の米軍

基地の現状、特に本年１０月にも予定される在沖米海兵隊の普天間飛行場へのオスプレイ配備問題

を取り上げ、沖縄県民の配備反対の民意を報告したい、と念じていました。

しかしながら国政において政局が混迷の度を深め、本国会の会期末である９月８日が最大の山場と

なり、解散総選挙の事態も予想されます。また、沖縄県では９月９日にオスプレイ配備反対の県民

総決起大会が開催されることから地元を離れることが許されず、誠に残念ではありますが本シンポ

ジウムへの参加を見合わすこととなりました。参加に向けご尽力をいただいた関係者の皆様には申

し訳なく存じます。本シンポジウムにおいて私は、オスプレイに関する事と、辺野古・高江・普天
間の基地反対闘争の現状を発表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した。言うまでもなく、オスプレイは幾度と

なく墜落を繰り返す欠陥機であり、その欠陥機を「世界一危険な基地」である普天間飛行場に配備

することは、断じて許されません。なんとしても配備反対の県民大会を成功させ、配備阻止の大き

なうねりをつくり、日米両政府を配備断念に追い込む決意です。オスプレイは沖縄だけでなく、そ

の飛行訓練は日本全国に及んでいます。沖縄、岩国を含む七つのオスプレイ低空飛行訓練コースの

翼下にある自治体は安全性を追求し、その動きは全国民へと広がりをみせています。この事態にお

いて重要なのはオスプレイの危険性に対する共通認識と安全確認のための情報の共有、さらに反対

運動の連帯です。オスプレイは米軍基地の整理、縮小や負担軽減にとって元凶であると認識してい

ます。辺野古新基地建設と高江のヘリパッド建設の目的はオスプレイ配備にあります。辺野古新基

地建設はもはや実現不可能であり、在沖海兵隊は普天間基地の固定化を踏まえ配備を急いでいま

す。日米両政府は、海兵隊の抑止力の維持と戦力、兵力の強化の下、配備を強行することは間違い

ありません。オスプレイの配備は東アジアの緊張を高め、沖縄は恒久的な軍事拠点と化すでしょ

う。オスプレイ配備に関する一切を阻止することが基地のない平和な沖縄への道程なのです。なん

としても阻止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本シンポジウムにおいてもオスプレイ配備の危険性やその目的等が議論され、明らかに東アジア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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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和に逆行するものであるとの認識が共有され、配備反対にお力添えをいただけることを期待いた

します。また、普天間飛行場の即時閉鎖、返還と、その代替施設の県外への移設、それに伴う辺野

古新基地建設の断念、併せて高江のヘリパット建設断念等、沖縄の米軍基地の整理、縮小にご理解

をご支援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高橋さんへ。翻訳等、ご苦労さまです。誤字や脱字のチェック、表現等の直し、文面に添削な

ど、一切をお任せいたします。担当・糸数和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