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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2015 관람포인트
서울A

서울 ADEX는 평범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2 015. 10. 2 0 ~25 / 서울 공항

ADEX는 다른 그 어떤 전시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진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은 진열된 제품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기분좋은 변화를 상상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ADEX에 전시된 "제품"들은 그 누구의 삶에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살상무기인 확산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암살작전에
동원되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무인공격기(드론),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라
불리우는 소형무기. 오로지 파괴와 살상만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이 사고 팔리는 죽음의 시장,
바로 ADEX의 진짜 모습입니다.

독재자, 전쟁광도 환영받는 곳, ADEX
이곳을 찾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노라면 ADEX의 진짜 얼굴이 잘 나타납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정권도,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도
이곳 ADEX에서만큼은 "VIP"입니다. 자사의 최신 무기를 팔아 치우고자 하는 전쟁기업들은
이들 "VIP" 모시기에 혈안이 됩니다. 전쟁기업에게 있어 평화란 사업상의 위기와 다를 바 없으며,
분쟁과 갈등은 최고의 비지니스 기회입니다. 이들의 비지니스가 번창하면 할수록 세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전쟁 장사를 멈춰야 합니다!
ADEX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의 피가 묻은 돈으로 벌이는
전쟁장사꾼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무기들이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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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집니다. 전쟁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 www.stopadex.org 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참여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남북평화재단,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참여연대
문의 전쟁없는세상 peace@withoutwar.org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hanui.choi@amnesty.or.kr
* 본 리플렛은 		

의 2015 변화의 시나리오로 지원됩니다.

소형무기

확산탄 Cluster Bomb

•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권총, 소총, 기관단총, 유탄발사기, 산탄총, 휴대형 로켓포 및

• 집속탄 또는 모자(母子)탄이라고도 불림.

휴대용 미사일 등의 소형무기와 경무기를 지칭. 지구상에는 현재 9억 개의 소형무기가

• 한 개의 확산탄 안에 수십 또는 수백 개의 소폭탄이

있으며 매년 약 800만 개씩 소형무기가 생산되어 거래되고 있음.

채워져 있으며 공중에서 터지면서 안에 들어 있는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가

소폭탄들이 뿌려지며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폭탄.

전 세계에 소형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세계 소형무기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음.

• 넓은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시키는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소형무기 수출국이며 매년 약 1800억 원어치의 소형무기를

대표적인 대인살상용/대전차파괴용 산탄형 폭탄.

수출하고 있음.

미사일, 대포, 다연장로켓시스템 등으로 사용됨.

주요 생산업체 ARSENAL 2000 JSCo., ELBIT SYSTEMS, Finmeccanica SpA,

주요 생산업체 한화, 풍산, Textron 등

LIG 넥스원, Raytheon, RUAG, S&T 모티브, Textron Systems, 풍산, 한화

LIG
NEX1
풍산

무인기 Unmanned Aerial Vehicles(UAV)
• 드론(Drone)이라고도 불림. 조종사의 탑승 없이 원격 조종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비행체 또는 항공기.
• 군사용으로는 주로 카메라를 장착해 정보를 수집하는 무인정찰기와
미사일로 폭격하는 무인공격기가 있음.
•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테러와의 전쟁” 등에서
무인기를 대규모로 사용하면서 군사 임무에 폭발적으로 투입되기 시작.
한국은 2013년부터 무인공격기 개발 시작.
주요 생산업체 Northrop Grumman, BAE Systems, Boeing, ELBIT Systems 등

Raytheon

SIBAT

Hall Ⓓ
TEXTRON

한화

Hall Ⓒ
Lockheed Martin

Hall Ⓑ

이스라엘 전쟁기업
• 이스라엘은 세계 무기 시장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
규모 면에서는 주요 군사 강대국들에 비해 작은 편이지만 이스라엘 무기기업들은
세계 주요 무기 시장에서 생산과 판매에 앞장서고 있음.
• 이들 업체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렴, 공습에 사용되는 무기체계를 공급하고
팔레스타인을 "신무기 시험장"처럼 활용해 국제적 명성을 쌓음.
한국은 무인기를 비롯해 이스라엘 무기를 다수 수입해 사용하고 있음.
주요 생산업체 AERO-MAOZ, CI Systems Ltd., ELBIT SYSTEMS, IAI, IMI,
OMNISYS, Orion Advanced Systems Ltd., RADA ELECTRONIC INDUSTRIES,
RAFAEL, SCD, SI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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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탄 = 죽음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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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파편을 흩뿌리며 폭발하기 때문에
‘강철의 비’ 또는 ‘죽음의 비’라는 별명을 가진 무기입니다. 민간인과
군사표적을 구분하지 않고 공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민간인들이

소형무기는 불법거래시장 인기 상품이기도 합니다.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안성맞춤이지요. 소형무기는 국제무기거래액 중 극히 일부를 차지하지만

죽거나 다쳤습니다. 핸디캡인터내셔널 통계에 따르면 확산탄 피해자의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실제로 소형무기로 인해

98%는 민간인이며, 그 중 1/3 이상이 어린이입니다. 또한 폭발하지 않고

매년 50만 명이 사망하고 그 중 80%가 어린이와 여성입니다.

남은 불발탄들은 이후에도 오래도록 남아 있다가 지뢰처럼 작용해

“그들은 우리에게 총 쏘는 법, 사람들 심장과 발을 겨누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확산탄은 시리아, 예멘,

Hall Ⓒ

한국의 기업 한화와 풍산이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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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 얼굴 없는 살인자

한화

SIBAT
LIG
NEX1

풍산

무인기는 전장과 수백~수천km 떨어진 곳에서 원격으로 조종하기 때문에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얀색의 가루가 섞인 밥과 빨간색 가루가 섞인 소스를 먹어야

Hall Ⓓ

했습니다. 주사도 맞았습니다. 저는 세 번이나 맞았어요. 주사를 맞고 가루가 섞인 밥을
먹으면 저는 모터가 달린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적들은 개처럼 보였고,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들을 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말리에서 포로로 잡힌 한 소년병)

Raytheon

미국, 한국 등은 협약 가입을 거부, 생산과 수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Hall Ⓑ

TEXTRON

2008년 확산탄금지협약이 체결되어 불법화된 무기지만

Lockheed Martin

라오스 등에서 최근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형무기 :
진정한 대량살상무기

진실
4

이스라엘 전쟁기업 :
이웃의 고통은 나의 이익?

마치 게임을 하듯 사람을 죽입니다. 화면으로만 보고 공격하기 때문에
전투원인지 민간인인지 정확히 구별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이스라엘의 전쟁기업들은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에

민간인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무인기에 의해 공격표적 1명이 살해될

사용되는 무기체계를 공급해 수익을 올리며, 이를 “전장에서 검증된”

때마다 민간인 49명이 희생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제품이라 강조하고 마케팅을 하기도 합니다.

밭에서 채소를 따다 무인기 공격을 받고 목숨을 읽은

이스라엘의 대표적 전쟁기업인 엘빗 시스템즈의 경우 2014년 여름

파키스탄의 한 할머니의 손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드론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부터 하늘을 나는 드론을 보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다음이 제 차례인가요?”
하늘에 떠 있는 드론, 마냥 즐길거리가 아닙니다.
언제 당신 차례가 올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과 서안지구 군사작전을 통해 전례 없는 수익을

Drone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기업들은 남수단을 비롯해
※ 서울 ADEX 2015 실내전시장은 총 아홉 개의 HALL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무기를 공급하며 자국민을 학살하거나

그 중 HALL ⒷⒹ에는 살상무기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확산탄, 무인기, 소형무기 등을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폭압적인 정권에게도 무기를 파는 것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HALL Ⓒ에는 이스라엘 기업들이 모여있습니다.

악명이 높습니다. 서울 ADEX 2015에도 많은 이스라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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