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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DEX는 평범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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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인도 무기 확산탄, 트러블메이커 사드를 비롯해 미국 MD를 뒷받침하는 무기들,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라 불리우는 소형무기. 오로지 파괴와 살인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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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집니다. 전쟁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 stopadex.org 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참여단체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문의 전쟁없는세상 peace@withoutwar.org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peace@pspd.org
* 본 리플렛은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확산탄 Cluster Bomb

소형무기

• 집속탄 또는 모자(母子)탄이라고도 불림.

•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권총, 소총, 기관단총, 유탄발사기, 산탄총, 휴대형 로켓포 및
휴대용 미사일 등의 소형무기와 경무기를 지칭. 지구상에는 현재 8억 7,500만 개의

• 한 개의 확산탄 안에 수십 또는 수백 개의 소폭탄이

소형무기가 있음.

채워져 있으며 공중에서 터지면서 안에 들어 있는
소폭탄들이 뿌려지며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폭탄.

• 소형무기 생산업체는 100여 개 국가에 걸쳐 약 1,000개 이상으로, 소형무기 거래액은
2014년 기준 1년에 약 6조 7,945억 원에 달함. 스몰암스서베이에 따르면 한국은

• 넓은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시키는
대표적인 대인살상용/대전차파괴용 산탄형 폭탄.

2014년 기준 세계 5위권의 소형무기 수출국으로 약 3,950억 원어치의 소형무기를

미사일, 대포, 다연장로켓시스템 등으로 사용됨.

수출했음.
생산업체 Elbit Systems, Finmeccanica(Leonardo), LIG 넥스원, Raytheon,

주요 생산업체 한화, 풍산 등

S&T 모티브, 풍산, 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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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El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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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전쟁기업

• 고고도 지역방어체계. 날아오는 미사일을 레이더로 탐지하여
대기권 중상층 고도(40~150km)에서 다른 미사일로 요격하여 파괴하는 시스템.
•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MD)에 속하는 무기. 미국은 지금까지 MD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어왔음. 한국은 사드 배치,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한미일 연합 해상 MD 훈련 등을 통해 미ㆍ일 MD에 편입되고 있음.
• 사드 외에도 요격 고도에 따라 패트리어트 미사일, SM-3 요격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 방어 무기체계들이 있음.
•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북한을 넘어 중국의 움직임까지 탐지할 수 있어
중국, 러시아 등이 현재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생산업체 Lockheed Martin, Raytheon

• 이스라엘은 세계 무기 시장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
주요 군사 강대국들에 비해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무기 시장에서 생산과 수출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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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업체 AccuBeat, Aero-Maoz, Elbit Systems, Israel Aerospace Industries (IAI),

Israel Defense, Israel Weapon Industries(IWI), Netzer precision,
RADA Electronic Industries, Rafael Advanced Defense Systems,
SEMI Conductor devices, SIBAT, TROYA TECH Defense, Vision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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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파편을 흩뿌리며 폭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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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처럼 작용해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확산탄은 시리아, 예멘, 라오스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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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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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확산탄금지협약이 체결되어 국제적으로 불법화된 무기지만

한국관

미국관

했습니다. 주사도 맞았습니다. 저는 세 번이나 맞았어요. 주사를 맞고 가루가 섞인 밥을

이스라엘관

먹으면 저는 모터가 달린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적들은 개처럼 보였고, 제 머릿속에는

미국, 한국 등은 협약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온통 그들을 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말리에서 포로로 잡힌 한 소년병)

대표적으로 한국의 기업 한화와 풍산이 만들고 있습니다.

Lockheed Martin

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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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무기 :
진정한 대량살상무기

사드 : 트러블메이커
사드는 남북 간 거리가 가까운 한반도에선 군사적 효용성이 낮은 반면,

SI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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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전쟁기업 :
이웃의 고통은 나의 이익?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트러블메이커입니다. 아직 개발이 다
완료되지도 않았고, 각종 결함들도 보고되는 무기죠. 국회 동의,

이스라엘의 전쟁기업들은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에

주민 동의도 거치지 않은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은 졸속적으로

사용되는 무기체계를 공급해 수익을 올리며, 이를 “전장에서 검증된”

불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드 배치로 성주,

제품이라 강조하고 마케팅을 합니다.

김천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엘빗 시스템즈는 2014년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과

하지만 사드 배치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동북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들이죠.
그중 전 세계 매출 1위 무기 회사인 록히드 마틴과 4위 레이시온이
사드 체계를 생산합니다. 이들은 사드를 비롯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SM-3 요격 미사일 등 MD에 속하는 무기들이 더 많은 곳에 배치되고
더 많이 팔리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서안지구 군사작전을 통해 전례 없는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 서울 ADEX 2017 실내 전시장은
한국관, 미국관, 이스라엘관, 프랑스관, 영국관 등 주로 국가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엘빗과 영국 탈레스가 합작하여 개발한 무인 전투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한 무차별 폭격에 사용되어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그중 미국관에는 사드 등 미사일 방어 무기체계, 소형무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집중되어 있고,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이스라엘로의 무기 판매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관에는 대표적인 확산탄 생산ㆍ수출업체 한화와 풍산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기업들은 남수단을 비롯해 세계 곳곳의

이스라엘관에는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무기를 공급하는 이스라엘 업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분쟁 지역에 무기를 공급하며 자국민을 학살하거나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폭압적인 정권에게도 무기를 파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Israel War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