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의원님께

항상 국민을 위해 헌신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북한에 납북 억류 중인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피해· (KAL) 

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일 금 은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달콤한 초콜릿을 선물하는 발렌14 ( )

타인 데이였지만 제게는 년 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와의 재회가 무산50

된 가슴 아픈 날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황원 는 년 월 . , MBC PD 1969 12

일 공중 납북된 대한항공 기의 인질 명 중 한 분이었습니다11 YS-11 50 . 

북한은 이듬해 월 일 명 중 명만을 송환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2 14 50 39

포함한 우리 국민 명은 송환을 끝내 거부했습니다11 .

이후 단란했던 우리 가족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효자였던 아버지를 뵙지 못하였고 어머니는 홀로 생, 

계를 꾸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족은 월북 가족 이라는 . ‘ ’

연좌제 딱지가 붙을까봐 수십 년간 제대로 하소연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는 지난 년간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우리 아버지의 고통에 비50

할 바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외에도 . 기장 유병하, 부기장 최석만 스튜, 

어디스 성경희정경숙 카메라맨 김봉주 한국슬레이터 강릉지점장 최정· , MBC , 

웅 강릉 합동인쇄소 대표 이동기 국민운동 경기지부장 장기영 의사 채헌덕, , , , 

회사원 임철수. 이렇게 누군가의 아들딸 가족인 우리 국민 인이 반세기, 11

가 지나도록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일 유엔에서는 북한이 우리 국민 명의 생사와 행방 13 11

정보 제공 소통 허용을 촉구하는 성명, 을 냈고, 일 유엔 강제적 비자발14 ·

적 실종 실무그룹 기자회견에서는 부의장인 백태웅 하와이대 로(WGEID) 

스쿨 교수님이 실무그룹은 북한의 긍정적 답변을 통해 새로운 협력과 인

권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디 우리 국회에서도 한마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비롯한 기 납북자 KAL

명의 무사 귀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11 .

감사합니다.

년 기 납치피해가족회 대표  황 인 철 올림1969 KAL

(010-4744-7391)



유엔 전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년 전 항공기 납치 사건 당시 납치된 명 송환 촉구50 11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549

제네바 년 월 일 유엔 인권 전문가들 은 년 전 대한민국 국내선 항공기 납치 당시 강제실(2020 2 13 ) * 50– 
종된 명의 송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촉구한다11 .

명의 승객이 탑승했던 대한항공 기는 년 월 일 납치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강제 착51 YS-11 1969 12 11
륙했다 년 월 일 명이 풀려났으나 나머지 명의 승객 및 승무원은 여전히 행방불명이다. 1970 2 14 , 39 11 .

전문가들은 이번 금요일에 명의 탑승객이 송환된 지 년을 맞이하게 된다 나머지 명의 가족들이 “ 39 50 . 11
사랑하는 이들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불확실성 속에 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렸다는 점은 절대 용50
납할 수 없는 일 이라 말했다” .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시급히 이들 생사와 행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과 친척 간 “ , 
자유로운 소통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전문가들은 또한 납치 당시 일부 납치대상자가 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 의무에 따라 요구되는 납치 실종 또는 고문 혐의에 관한 독립“ , , 
적 수사가 현재까지 진행된 바 없다 고 더했다” .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
데이터베이스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강제실종 미제 사건이 개 등록되어Disappearances) 275

있다 실무그룹은 이전에도 해당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고려할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것을 안전보장이사회 에 촉구한 바 있다(Security Council) .  

년에 조사위원회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국제 납치 피해자와 2014 (Commission of Inquiry)
기타 송환이 거부된 이들을 대상으로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

지금이야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해당 명 뿐 아니라 기타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을 밝히기 위“ 11
해 진정한 협력을 시작할 때 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

전문가들은 해당 문제에 관한 우려를 표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

유엔 북한 년 납치 답해야 인권문제 해결 시작점 되길" , 1969 KAL "…  (2020-02-15)
https://imnews.imbc.com/news/2020/world/article/5661242_32640.html

유엔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현지시간 일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 14
고 실종 사건 해결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1969 (KAL) .

실무그룹 부의장인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는 기 납치 사건과 관련해 주제네바 북한대표부를 "KAL
통해 여러 차례 북한 당국에 피해자의 생존 여부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면서 인도주의적인 측면에" , "
서 제기하는 문제임에도 북한이 인권적 공세라고 반응해 안타깝다 고 전했습니다" .

그러면서 실무그룹은 북한이 실종 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협력과 인권 문제 " , 
해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습니다" .

지난 년 월 강릉에서 출발해 김포로 향하던 여객기는 이륙 분 만에 간첩에 장악돼 북한1969 12 KAL 10
으로 항로를 바꿨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승객과 승무원 명 가운데 명을 돌려보, 50 11
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