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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1

개회사

‘KAL기 납북 부분송환 제48주년 토론회’

홍 일 표

국회인권포럼 및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 대표

안녕하십니까?

국회인권포럼 및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 대표 홍일표 의원입니다.

‘KAL기 납북 부분송환 제48주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는 황인철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님과 케이시 라

티그 북한이탈주민글로벌교육센터(TNKR)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69년 12월 11일 승객과 승무원 등 총 51명을 태우고 강릉을 떠나 김포로 향하던 대한항공 

YS-11 여객기가 대관령 상공에서 승객으로 가장한 간첩 1명에 의하여 북한으로 피랍된 사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은 1958년 2월 16일 대한항공의 전

신인 대한국민항공사 소속 ‘창랑호’ 납치에 이어 두 번째로 발생한 북한의 항공기 납치사건

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목을 의식한 북한은 전원 송환을 약속하였으나, 이듬해 2월 14일 

판문점을 통하여 송환된 인원은 39명뿐이었습니다. 황인철 대표의 부친 황원 씨를 비롯해 

우리 국민 11명은 48년째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인권상황을 관장하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16년 12월 

7일 한반도 내 북한에 의한 납치, 강제실종 등의 상황을 단순한 이산가족(separated families)

이 아닌 ‘비자발적 가족분리(involuntary separation of families)’로 규정한 보고서(Torn 

Apart: the Human Rights Dimensions of the Involuntary Separation of Korean Families)

를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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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동 보고서에서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은 모두 강제적 실종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내 납치 문제가 지난 수년간 유엔인권의사회 특별절차 의제로 다

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납치 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의 문서를 언급하기도 하였

습니다. 이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의한 납치 사례로 1969년 

KAL기 피랍 사건을 들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최근 발간한 ‘2016년도 연례보고서’에서도 1969년 항공기 강제납

치 사건을 주목할 문제로 조명하며 북한에 의한 납치 범죄 피해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

을 국제사회에 환기시켰습니다.

유엔이 관련 보고서를 거듭 발행한 것은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피

해자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한, 북한에 의하여 자행된 강제적 ‧비자발적 납치 만행

은 ‘공소시효 없는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KAL기 납북자 송환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유익한 토론회를 위하여 발걸음 해주신 국회, 학계, 인권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KAL기 납북자 송환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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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Remarks

Greetings.

My name is Hong Il-pyo, and I am a chairperson of the National Assembly Human Rights 

Forum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Parliamentarians’ Coalition for Asian Human Rights 

(IPCAHR).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distinguished guests from home and abroad 

attending this Forum Marking 48th Years since North Korea Freed Some of the Passengers of 

the Hijacked KAL Flight. Also, I would like to send my gratitude to Chairperson Hwang 

In-cheol of the 1969 KAL Abductees’ Families Association and Chairperson Casey Lartigue 

Jr. of the Teach North Korean Refugees (TNKR) here with us today as well as those who 

have worked hard to make all the preparations necessary for this forum.

On December 11, 1969, a Korean Air YS-11 aircraft was hijacked by a North Korean agent 

disguised as a passenger and directed to North Korea, above the Daegwallyeong area. With 

51 people including passengers and cabin crew onboard, the aircraft had left from 

Gangneung en route to Gimpo. This incident sent a shockwave through South Korean society 

as the second such hijacking tragedy, following the hijacking of the Changnang-ho of the 

then Korean Air, previously known as Korean National Airlines, on February 16, 1958. 

Under the gaz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North Korean regime stated that it would 

free all the abducted South Koreans. But only 39 passengers were repatriated through 

Panmunjom on February 14 of the next year. Chairperson Hwang In-cheol’s father Hwang 

Won and 10 other abductees have not yet been able to step back onto their homeland for the 

last 48 years. 

In this regard,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overseeing human rights situations around the world released on December 7, 

2016, a report Torn Apart: the Human Rights Dimensions of the Involuntary Separation of 

Korean Families and defined situations in which an individual has been abduct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n enforced disappearance as an 

“involuntary separation of families,” instead of as separated families, in thi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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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HCHR said in this report that enforced disappearances are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at the issue of 

abduc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on the agenda of the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for the past few years. It also spoke of the “strong possibility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were committed in these cases of abduction,” in particular, as 

described in documents by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WGEID), affiliated with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 In addition, 

the OHCHR mentioned in the report the 1969 KAL hijacking incident as one of the 

best-known cases of proven post-war abductions by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In its latest 2016 Annual Report as well, the OHCHR highlighted that the 1969 KAL 

hijacking must receive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dicating that abduction 

crimes by the North Korean regime still have consequences.

The UN-affiliated organization published such another report related to this tragedy because 

the enforced and involuntary disappearance committ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remain as crimes against humanity without a statute of limitations unless North Korea makes 

a sincere apology and sends the remaining abductees back to their homeland. 

The forum being held today is aimed at seeking ways to bring home the abductees still alive 

in North Korea. I hope this forum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have a heated, in-depth 

discussion among experts.

Again, I would like to extend my appreciation to experts from all-leve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National Assembly, academia, and human rights agencies for taking time out of 

their busy schedules to attend today’s forum and making this discussion all the more 

meaningful. Going forward, I ask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concerted efforts to solve 

the issues related to the abductees in the KAL hijacking incident. Thank you.



환영사 5

환영사

‘KAL기 납북 부분송환 제48주년 토론회’

케이시 라티그 

TNKR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북한이탈주민글로벌교육센터(TNKR)의 케이시 라티그 공동대표입니다. 먼

저, ‘KAL기 납북 부분송환 48주년 토론회’를 공동주최해주신 홍일표 의원님과 대한민국 국

회인권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버님의 송환을 위

한 황인철 선생님의 노력을 변함없는 지지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토론자로 함께 해 주신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님, 이정훈 전 인권대사님, 그리고 시나 폴슨 유엔인권서울사무소 소

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969년 12월 11일 정오 12시 25분, 강릉을 떠나 김포로 향하던 대한항공 YS-11 여객기가 

이륙 10분만에 북한 고정간첩에 의해 하이재킹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50명의 무고한 대한

민국 국민들(승객 46명과 승무원 4명)이 북한으로 피랍되고 말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 정권은 그 중 39명은 대한민국으로 송환했으나 나머지 11명은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미귀환 11인 중 한 명이 당시 MBC PD로 재직하고 있던 황원 님입니다. 황원 

님의 아들 황인철 선생님은 지난 17년간 북한 정권을 향해 제발 자신의 아버지를 돌려줄 것

을 외치면서, 본 사안에 침묵하는 국내 사회에 대해 호소와 규탄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 오셨

습니다. 

TNKR에게 있어 이런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하는 것은 흔한 일

이 아닙니다. 하지만 2016년 3월 20일, 국제자원봉사자워크숍을 진행하던 중 우연히 황 선

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TNKR은 국내 탈북민을 돕는 단체이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고 자란 사람이라도 탈북민을 돕는 활동을 하거나 북한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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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가끔 학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황 선생님을 최초 TNKR의 학생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영어 선생님들과 공부를 하여 언젠가 국제무대에 나가 본인 스스로 

아버님 사안에 영어로 이야기할 준비를 하고, 또한 선생님의 캠페인을 도와줄 자원봉사자 

팀을 구성할 기회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TNKR과 합류하기 전 황 선생님은 종종 1인시위를 통해, 때로는 국내외 비영리단체나 정부

와 협력함으로 인해 북에 억류되어 있는 아버님의 송환을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비록 기

억도 가물가물한 아버지이지만, 황 선생님은 결코 이 세상이 납북된 아버님을 잊어버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2016년 6월 17일, 황 선생님은 TNKR 자원봉사자와 가족분들을 

포함한 15명의사람들과 함께 DMZ 인근 임진각 자유의 다리를 찾아가 북에 계신 아버님의 

송환을 촉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최초 우리가 함께 가진 행사였고, 그렇게 Bring My 

Father Home 캠페인은 시작되었습니다.

순수히 참여자 숫자(15명)만 따지면 임직각 행사는 실패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15년간 홀로 싸워오신 황 선생님에게 있어 그 15명은 백만대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독일, 

대한민국, 스위스, 프랑스, 미국, 심지어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도 함께 한 그 날, 우리는 다

양한 형태의 피켓을 들고 북한 정권을 향해 아버님의 송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드높였습니

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구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 명의 

사람도 제대로 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 한 사람을 위해 작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혹은 작

은 기부를 하는 게 얼마나 그 한 사람에게 큰 힘이 되고 영혼마저 살릴 수 있는지 깨닫지 못

합니다. 

끝으로 제가 태어나서 받은 가장 아름다운 찬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황 선생님의 여동생 세

실리아 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

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들을 찾아 줍니다.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침내 

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황 선생님과 가족분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함께 하길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황 선생님과 함께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알리

고, 궁극적으로 아버님을 집으로 모셔 오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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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ing Address

Greetings. My name is Casey Lartigue,the co-founder of the Teach North Korean Refugees 

Global Education Center (TNKR). Let me first thank Mr. Hong Il-pyo and the National 

Assembly Human Rights Forum for co-hosting this important panel discussion marking 48 

years since North Korea freed only 39 (of the 50) passengers of the Korean Air (KAL) 

YS-11. I would also like toextend my appreciation to Mr. Kim Seok-woo, Mr. Lee 

Jung-hoon, and Ms. Signe Poulsen for once again supporting Mr. Hwang on his ongoing 

efforts to raise awareness about his father’s abduction.

On December 11, 1969, a North Korean agent hijacked domestic flight Korean Air YS-11 

from Gangwon to Gimpo just 10 minutes after take-off at 12:25 pm. All 50 people on board 

(46 passengers and 4 crew members) were abducted by North Korea. 

As you know, the North Korean government eventually released 39 people, but held the other 

11. One of those kidnapped is Hwang Won, then a producer with MBC. For about 17 years, 

his son, Mr. Hwang, has been asking the North Korean regime to return his father, doing a 

balancing act of raising awareness and pressure. 

It is not often that we get to collaborate with people who are connected to historical events, 

but on March 20 2016, I met Mr. Hwangat the International Volunteers Workshop. TNKR is 

an NGO focusing on North Korean refugees, but we also allow South Koreans in as learners 

if they help North Korean refugees or can demonstrate a specia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We invited Mr. Hwangto join TNKR as a student studying with volunteer English 

tutors so he can prepare to share his message in English and build a team of volunteers to help 

him with his cause. 

Before teaming up with TNKR, Mr. Hwang often heldone-man demonstrations, occasionally 

working wi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NGOs and governments in his attempt to have his 

father returned from North Korea. He has refused to let the father he barely knew be forgotten 

by the world. On June 17 2016, he led a rally at Imjingak's Freedom Bridge (near the DMZ) 

along with 15 volunteers from TNKR and family members. That was our very first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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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which led to the birth of the "Bring My Father Home" Campaign.

Based on pure numbers, the rally would be considered a failure, with only 15 of us 

participating. To Mr. Hwang, after doing this on his own for 15 years, it looked like an army 

a million-strong had joined him. Volunteers from Germany, South Korea, Switzerland, 

France, the USA and even North Korea had joined him, gladly raising various signs urging 

North Korea to free Mr. Hwang’s father. So many people talk about saving the world, but 

they can't even help one individual. Many don't realize that their presence at events and small 

donations can help a cause and lift the spirits of those involved. 

In closing, I would like to shareperhaps the most beautiful compliment I ever received. It 

came from Cecilia, Mr. Hwang’s younger sister:"You are the person who makes invisible 

people visible. You listen to people, find out what they need, and try to find people who can 

help them so their voices can be heard. I finally feel that I have the power for my voice to be 

heard."

We hope we can continue to make their voices heard, that others will stand with Mr. Hwang 

and help him raise greater awareness about this case and ultimately bring his father h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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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황인철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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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KAL기 납북 부분송환 제48주년 토론회’

황 인 철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황인철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국회인권포럼 홍일표 의원님을 포함하여 많은 의원님들께 먼

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해주시고 2016년 6월부터 항상 저와 함께 해준 TNKR의 케

이시 라티그 대표님과 이은구 대표님을 비롯한 Team Hwang의 모든 자원봉사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수년간 저를 격려해주시고 오늘도 토론자로서 귀한 시간 내

어주신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님, 이정훈 전 인권대사님, 그리고 시나 폴슨 유엔인권서울사

무소 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2월 14일은 지난 1969년 KAL납북 사건 발생 후 승객 39명만 부분 송환된 지 꼬박 

48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 아버지를 포함하여 11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족들과 영원한 

생이별의 고통을 맛보게 된지 거의 반세기가 지난 셈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납북자 송환의 당위성’입니다.

비록 북한이 자행한 국제범죄에 대하여 성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만, 납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거짓답변에 반박조차 안 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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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버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이 납치가 되었으면 정부가 송환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이것은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이견 없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만

약 정부가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길 거부한다면, 그 정부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북한당국에 의하여 납치를 당한 대한민국 국민은 전시납북자 10만 여명과 전후납북자 517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납북자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도 크고 복잡하기에, 일단 저는 17년간의 노력을 통하

여 체득한 문제점을 통하여 알기 쉽게 하나의 케이스로 축약하여 ‘납북자 송환의 당위성’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KAL기 납북 사건

제 나이 두 살 때인 지난 1969년 12월11일 MBC PD인 저의 아버지 (당시 32세 황원)는 직장

상사를 대신하여 출장을 가기위하여 비행기를 탑승하고 승무원4명과 승객46명이 하이재킹

을 당합니다.

당시 사상교육시간에서 아버지는 북한당국에게 공산주의 이론에 반박하고, 민간항공기 국

제법과 국제관습법에 따라 송환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가고파 노래를 부르다. 

어딘지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1970년 2월14일 승객 39명만 부분송환이 되었고

1970년 7월1일  ICAO 결의안이 채택

1970년 9월9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286호 결의안 

1970년 12월   제25차 유엔총회 ‘항공기 불법탈취 규탄결의안’ 만장일치 결의안 채택

2013년 3월    저의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시기 위하여 북한탈출 시도, 불발 

2018년 현재   평안남도 평성시에 강제 감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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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의 노력을 통해 발견한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점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북한의 범죄행위 피해자인 KAL납북자들을 ‘이산가족’ 카테고리에 포함

그렇기에 이산가족 상봉만 유일한 해결책으로 봄 (* 납북자 송환요구 등 북한정권 압박이 

수반되는 도움은 일체 거부)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에 의거한 신변인도 의무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3조(국제협약의 준수) 불이행 등 불법 자행 

결과적으로 인권 침해로부터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피해자 가족의 기본적 권리 침해

저는 1999년 가족상봉을 위하여 이산가족상봉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선적십자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2006년 6월, 아버지에 대하여 ‘생사확인 불가’ 

통지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납치당한 아버지가 살아계시

더라도 북한에 있을 것이고, 돌아가셨더라도 북한에 있을텐데 ‘생사확인 불가’라는 말은 믿

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즉각 정부를 찾아가 다음의 후속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KAL납북자’들은 ‘이산가족으로 분류가 되어있고, 이산가족으로 분류가 되었

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하여 북한 측에 접수하고, 북한 측이 어떠한 답변을 준다고 하

여도 이산가족의 수가 너무도 많고 다음 가족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대책 방안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 12월,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에 접수한 내용

과 동년 10월 ICRC을 통하여 받은 북한의 답변(남으로 돌아가지 않은 자들은 자의에 의하

여 북한에 머무는 것이며 이들의 생사확인은 불가능하다)을 들고 정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정작 정부는 ‘남북 관계에서 껄끄러운 사항은 정부는 다룰 수가 없다’라고 말

했습니다.

2012년 5월9일 북한은 WGEID를 통하여 ‘강제 실종이 아니다’ ‘WGEID에서 다룰 인도주의적 

사항이 아니다’ ‘북한의 적대세력에 의한 대결 책동의 산물이다’라는 답변을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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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북한당국의 거짓 답변에 반박해 줄 것을 수차례 강력히 정부에게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거절하였습니다.

2013년 3월 자유의사로 북한을 탈출한 아버지가 3차 핵실험으로 신의주에서 배를 타지 못

해서 저는 정부를 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이마저도 정부는 거절하였고, 저를 청사

에서 쫒아내기 조차 하였습니다.

2015년 5월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3조

(국제협약의 준수)에 따라 북한당국에게 신변인도 이행을 요구하도록 촉구하였지만 정부는 

냉정히 거절하였습니다.1)

2016년 12월, 저는 이 모든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고, ‘인권위’는 ‘정부의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사안으로서 조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이라는 답변

을 주었습니다.

저는 2017년 5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A 등급’ 부여결정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2)

납치사건의 명확성과 사실관계를 통하여 저는 너무도 쉽게 아버지의 송환을 위하여 노력하

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넘어야 할 벽은 두 가지 였습니다.

첫째 KAL기 납치사건은 1969년도에 발생한 과거의 사건이다. 그렇기에 현재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둘째 이는 북한이 자행한 범죄며 또한 복잡한 국제정치 외교적인 사안으로 해결 자체가 어

렵다.

그러나 아닙니다.

1) 데일리NK<www.dailynk.com>, “46년간 꽃 달아주지 못한 불효자는 웁니다” (2015.5.8.)
2) 데일리NK<www.dailynk.com>, “납북자 고통 외면하는 인권위, 北 인권 침해 동참하는 격” (보도일: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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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1972년에, 북한은 1983년 3월 ‘항공기 불법 납치억제에 관한 협약’에 비준을 하

였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북한은 저의 아버지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당국에게 아버지의 송환을 당당히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의 국제범죄행위에 침묵을 함으로써, 스스로 북한당국에 범죄행위에 동

조하는 꼴을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강제억류 시키고, 국민을 청사에서 좆아내고 방

치 방조하며 ‘예외’를 만들고 있습니다.

민간항공기 불법납치 행위는 그 “어떠한 예외도 없이” 인도와 기소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

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정의입니다.3)

북한 땅에 강제 억류된 저의 아버지는 그 어떠한 방법과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에 비록 어렵지만 헌법과 인권 그리고 주어진 

모든 메카니즘을 통하여 송환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17년간 

포기 하지 못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성시에서 접근 자체도 불가능한 저의 아버지가 송환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소

한 제3국에서 상봉만이라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4)

기억해 주십시요! 제 아버지가 북한에 강제 억류될 이유는 이 지구상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KAL납치 사건은 남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토론회를 통하여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원칙에 따른 절차이행으로 송환을 이룰 수 있

도록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감히 부탁드리며 국회의원님들께도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3) 항공기 불법 납치억제에 관한 협약 제7조
4) 데일리NK<www.dailynk.com>, “KAL기 납북 피해자 아들 ‘아버지와 제3국 가족상봉 도와달라”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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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이정훈 (전 인권대사 ‧연세대 교수)

∙시나 폴슨 (유엔인권서울사무소 소장)

∙케이시 라티그 (TNKR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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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01

‘KAL기 납북 부분송환 제48주년 토론회’

김 석 우

전 통일원 차관,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황인철 대표의 말씀은 21세기인 지금도 우리가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

었습니다. 이동의 자유는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3

조는 “모든 사람이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에서도 떠날 권리와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

를 가진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전쟁 중의 포로라 할지라도 전투상태가 끝나면 자신의 고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투

상태가 끝나기 전에라도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에게 자신의 소재와 안부를 알릴 수 있게 해

야 합니다. 본인 자신의 기본권이기도 하지만, 인류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보호와 행복

을 위해서도 긴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북한의 간첩이 항공기를 불법납치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북한 땅에 끌려가서, 아직까

지도 되돌아오지 못하는 황원 선생 같은 분들이야말로 황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32

세의 청년이 80세를 넘었습니다. 납치 당시 2살이었던 아들은 철이 들어서야 출장 간 아버

지가 북한 당국에 불법으로 억류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8년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가 긴 

출장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황원 선생의 단란한 가정을 

깨뜨리고 남은 가족들의 가슴을 평생 동안 멍들게 하였습니다.

북한당국이 불법 납치한 피해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황원 선생과 같은 1969년 KAL기 납

치사건 피해자의 존재는 속일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응당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가

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북한당국이 국제기구

의 조사나 면접도 거부하는 것은 북한정권이 얼마나 야만적인 집단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유독 북한 당국만이 귀머거리행세를 하며 ‘생사확인불가’라고 딴청을 부리거나, 심지어는 ‘북

한의 적대세력에 의한 대결 책동의 산물이다’고까지 적반하장으로 우기고 있습니다. 북한정

권은 정권의 핵심부가 관여하여 납치행위를 비롯한 조직적이고, 전반적이고, 심각한 인권침

해를 범하고 있고, 이는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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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인도에 반한 범죄’의 피해의 원천은 북한당국이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떼를 쓰는 북한당국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구제하도록 우리가 끈질기게 

압박을 가하지 못한데도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부터 힘을 모

으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넓혀 북한이 떼쓰기를 못하도록 가일층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회인권포럼 홍일표 의원님과 TNKR의 케이시 라

티그 대표에게 특별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소

규모 선수단에 걸맞지 않는 700명에 달하는 응원단과 예술단을 초청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

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제제에 예외를 허용하면서까지, 그리고 막대한 금액의 혈세를 써가

면서까지 북한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북한정권의 체제선전선동의 무대를 만들어주고, 북한

의 핵미사일 개발에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됩니다. 

KAL기 납치 피해자 문제, 탈북자 문제를 포함해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요구를 

하였는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납치되어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데, 이를 

구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국가를 믿으려하겠습니까? 미국은 큰 나라이기도 하지만, 

자국민이 납치되면 이를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례를 보면서 과연 위대한 

국가이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1월 30일 연두교서에서 

오토 웜비어 부모와 지성호 대표를 초청하여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조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는 기간 중에도 탈북자를 일부러 만

나서 격려한 것도 북한의 야만적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 정부도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새롭게 그러한 의무를 자각하여 북한

의 인권유린의 중단, 그리고 KAL기 납치자 송환을 강하게 촉구하고 노력해주기를 요구합니

다. 황인철 대표와 가족들이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세습독재의 북한정권의 눈치만 본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의 

자격을 의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민주주의자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인권포럼의 홍일표 의원님과KAL기 납치피해자 가족

회의 황인철 대표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를 포함한 

북한의 여러 인권문제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인한 남북 해빙무드에 가려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

는 차원에서 납치자 송환의 당위성을 논하는 이 토론회가 더욱 돋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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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02

‘KAL기 납북 부분송환 제48주년 토론회’

이 정 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연세대 교수

KAL기 납치 문제는 내년이면  50주년이 됩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진행된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황인철 대표의 아버지인 황원 씨를 포함해 12명이 북한에 억

류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범죄행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겁한 행

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납치 피해자 전원을 송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2014년에 발표된 유엔의 COI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타국민의 납치문제는 

국제법상 분명 ‘반인도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동안 김정일과 두 번에 걸친 정상회담이 있었고, 상당한 대북 지원사업이 진행되

면서도 우리 정부가 KAL기 납치자, 전쟁납북자, 국군포로, 그리고 이산가족상봉 등 대한민

국 국민의 인권이 걸린 이슈들을 해결하기는커녕 제대로 제기조차 하지 못한 점은 매우 부

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여러 남북 교류 및 대북 지원사업은 반드시 

인도주의 현안 문제들과 연계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납치된 자국민  10여명에 대한 송환을 위해 펼치는 의지는 

높이 살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의 역할도 중요하지

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정부의 의지와 행동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지난 3년간 12월이 되면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저를 초청

하는 주최는 일본 정부의 납치문제대책본부입니다. 이 기관은 아베 총리를 본부장으로 두고 

있고, 납치문제 담당대신, 내각관방장관 및 외무대신을 부본부장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국

무대신을 구성원으로 한 거대 정부 조직입니다. 여기서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한 대응을 협

의하고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및 종합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

서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서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게 일본인 납치문제는 주권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며, 이

는 분명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일찍이 피력한 바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따라서 납치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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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납치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즉시 귀국을 위해 국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자국민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60년이 넘게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실종된 미군 유해 발굴작업을 끊임없이 추진하

고 있습니다. 〮미⋅일 양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각각 펼치는 노력은 분명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통해 우리 정부를 강력히 촉구해

야 합니다.

하루빨리 우리 정부가 KAL기 납치피해의 실상을 알리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

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KAL기 납북 사건 관련 부분 송환 48주년을 맞아 아직도 억류돼 있는 분들에 대한 기

억을 되새기며 하루속히 이 분들이 귀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납치피해자 가족 여러분들께서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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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03

‘KAL기 납북 부분송환 제48주년 토론회’

시나 폴슨

유엔인권서울사무소 소장

내외 귀빈 여러분,

우선, 금일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국회인권포럼’과 ‘북한이탈주민 글로벌 교육센터(TNKR)’

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워낙 평범하지 않고 끔찍한 나머지 발생한 순간 전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KAL기 공중 납치가 그런 사건입니다. 1969년 12월, 전세계 사

람들은 50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상 인질로 잡혀 있는 평양을 주목했습니다. 매우 일

상적인 국내선에 올랐던 승객들은 결과적으로 조금도 일상적이지 않은 비행을 하고 말았습

니다.

납치발생 66일 후, 빚발치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힘입어 39명의 피해자들이 송환됐습니다. 

그러나 4명의 승무원을 포함한 나머지 11명의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48년이 지난 오늘, 미귀환 피해자들의 생사에 관한 정보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

며, 피해자들의 소재가 요원해짐에 따라 국제사회의 관심 또한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피해자들을 잊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피해자

들의 송환과 소식을 요구했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게 해달라며 수년

간 노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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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황인철 선생님 같은 분들이 시작하는 노력이지만, 송환요구가 피해자 가족들만의 문제

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황 선생님의 아버님 송환요구는 북한 정권 또한 유엔의 모든 회

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근본 가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

과 일맥상통합니다.

국제사회 또한 이러한 사실을 조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다음과 같이 밝힌바 있습니다.

“북한은 국가의 정책이란 명목 하에 타국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음

으로써 대규모 강제실종 사태를 초래하였다.” (A/25/63, para. 64).

지난 12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안전보장이사회 (이하 “안보리”) 연설에서 북한이 자행한 

납치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였고, 유엔의 최고위급 레벨에서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를 다루

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장기간 해외출장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자란 황인철 선생님. 이 어린 소년은 그 

후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회관을 찾아갔고, 심지어 유엔 안보리에

도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여부를 가늠할 유일한 척도는 이 사건의 해결입니다. 우리가 

황 선생님을 비롯한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

니다. 

오늘은 KAL기 납치 피해자 중 39명만이 부분송환된지 4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그들이 가

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실은 분명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납치 피해자라도 북한

에 비자발적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6만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에 있는 가족과의 재회를 염원하고 있는 한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누려 마땅한 기본적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에서 인권을 침해 받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한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25

Partial Return of KAL Hijacking Victims, 
48th Year Panel Discussion

13 February 2018
National Assembly Members’ Office Building, Seoul

Ladies and gentlemen,

Let me first express my appreci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Human Rights Forum and 

Teach North Korean Refugees for organizing this event today.

There are events that are so out of the ordinary, or atrocious, that for a brief moment in time 

they seem to grab the attention of the entire world. The KAL hi-jacking was such an event. In 

December 1969, the world turned its eyes towards Pyongyang, where 50 South Koreans were 

held hostage after boarding what was meant to be a routine domestic flight. For those men 

and women, there was nothing routine about that flight.

Sixty-six days later, after intense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39 victims were 

returned. But 11 others, including four crew members, never returned home.  Forty-eight 

years later, there is little information on their fate, and as news about their whereabouts have 

dwindled, so has international attention.

But there are those who have never forgotten and who have continued through the years to 

request their release, some kind of news, or the chance to meet and know what became of 

their loved lost ones. 

While often starting with individuals like Mr. Hwang In-cheol, demands to return abductees 

should not be considered in isolation. When Mr. Hwang asks about his father, he is only 

asking the North Korea to do what is expected of any member state of the United Nations, to 

adhere to the fundamental values outlin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This has not gone unnoticed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2014,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un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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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engaged in the systematic 

abduction, denial of repatriation, and subsequent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from other countries, on a large scale, and as a matter of state policy” 

(A/25/63, para. 64).

In his speech to the Security Council in December 2017,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ce again raised the issue of abductions by North Korea, 

reiterating the commitment of the United Nations at its highest level, to address this violation.

Mr. Hwang, the boy who was initially told father was on an extended business-trip, has come 

a long way. He has gone to the National Assembly’s members building, and he has reached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Butthe only measure of success is whether we succeed 

in resolving the situation. This makes it all the more important that we continue to stand with 

Mr. Hwang and the relatives of other abductees. 

Today, marks the anniversary of the return of 39 victims. We are glad they were returned. 

Yet, there is no cause for celebration as long as a single abduction victim remains 

involuntarily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There is no cause for 

celebration, when 60,000 persons in the Republic of Korea long to be reunited with family 

members in the North. There is no cause for celebration, as long as a single North Korean 

continues to suffer violations, only for exercising fundamental rights that we take for granted. 

Thank you.

Signe Poulsen, Representative, OHCHR(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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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시 라티그

TNKR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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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03

‘KAL기 납북 부분송환 제48주년 토론회’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7/133 of 18 December 1992

The General Assembly ,

Considering that ,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Bearing in mind the obligation of States under the Charter, in particular Article 55, 

to promote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Deeply concerned that in many countries, often in a persistent manner, enforced 

disappearances occur, in the sense that persons are arrested, detained or abducted 

against their will or otherwise deprived of their liberty by officials of different 

branches or levels of Government, or by organized groups or private individuals 

acting on behalf of, or with the support, direct or indirect, consent or acquiescence 

of the Government, followed by a refusal to disclose the fate or whereabouts of the 

persons concerned or a refusal to acknowledge the deprivation of their liberty, which 

places such persons outside the protection of the law,

Considering that enforced disappearance undermines the deepest values of any 

society committed to respect for the rule of law,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that the systematic practice of such acts is of the nature of a crime 

against humanity,

Recalling its resolution 33/173 of 22 December 1978, in which it expressed concern 

about the reports from various parts of the world relating to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as well as about the anguish and sorrows caused by those 

disappearances, and called upon Governments to hold law enforcement and security 

forces legally responsible for excesses which might lead to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of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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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ing also the protection afforded to victims of armed conflicts by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the Additional Protocols thereto, of 1977,

Having regard in particular to the relevant article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protect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the right not 

to be subjected to torture and the right to recognition as a person before the law,

Having regard also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which provides that States parties shall tak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and punish acts of torture,

Bearing in mind the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and 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Affirming that , in order to prevent enforced disappearances, it is necessary to 

ensure strict compliance with the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contained in the annex to its 

resolution 43/173 of 9 December 1988, and with the Principles on the Effectiv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of Extra-legal, Arbitrary and Summary Executions, set 

forth in the annex to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1989/65 of 24 May 

1989 and endors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its resolution 44/162 of 15 

December 1989,

Bearing in mind that, while the acts which comprise enforced disappearance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found in the aforementioned international 

instruments, it is none the less important to devise an instrument which 

characterizes all acts of enforce disappearance of persons as very serious offences 

and sets forth standards designed to punish and prevent their commission,

1. Proclaims the present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s a body of principles for all States;

2. Urges that all efforts be made so that the Declaration becomes generally known 

and respected.

Article 1

1. Any act of enforced disappearance is an offence to human dignity. It is 

condemned as a denial of the purposes of the Charter of theUnited Nations and as a 

grave and flagrant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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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reaffirmed and 

developed in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this field.

2. Any act of enforced disappearance places the persons subjected thereto outside 

the protection of the law and inflicts severe suffering on them and their families. It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guaranteeing, inter alia , the 

right to recognition as a person before the law,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and the right not to be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t also violates or constitutes a grave threat to 

the right to life.

Article 2

1. No State shall practise, permit or tolerate enforced disappearances.

2. States shall act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and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to contribute by all means to the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enforced disappearance.

Article 3

Each State shall take effective legislative, administrative, judicial or other measures 

to prevent and terminate acts of enforced disappearance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Article 4

1. All acts of enforced disappearance shall be offences under criminal law punishable 

by appropriate penalties which shall take into account their extreme seriousness.

2. Mitigating circumstances may be established in national legislation for persons 

who, having participated in enforced disappearances, are instrumental in bringing the 

victims forward alive or in providing voluntarily information which would contribute 

to clarifying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

Article 5

In addition to such criminal penalties as are applicable, enforced disappearances 

render their perpetrators and the State or State authorities which organize, 

acquiesce in or tolerate such disappearances liable under civil law, without prejudice 

to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the State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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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1. No order or instruction of any public authority, civilian, military or other, may be 

invoked to justify an enforced disappearance. Any person receiving such an order or 

instruction shall have the right and duty not to obey it.

2. Each State shall ensure that orders or instructions directing, authorizing or 

encouraging any enforced disappearance are prohibited.

3. Training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emphasize the provisions in paragraphs 

1 and 2 of the present article.

Article 7

No circumstances whatsoever, whether a threat of war, a state of war, internal 

political instability or any other public emergency, may be invoked to justify 

enforced disappearances.

Article 8

1. No State shall expel, return ( refouler ) or extradite a person to another State 

where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to believe that he would be in danger of 

enforced disappearance.

2.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there are such grounds,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considerations including, where 

applicable, the existence in the State concerned of a consistent pattern of gross, 

flagrant or ma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rticle 9

1. The right to a prompt and effective judicial remedy as a means of determining 

the whereabouts or state of health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and/or 

identifying the authority ordering or carrying out the deprivation of liberty is 

required to prevent enforced disappearances under all circumstances, including those 

referred to in article 7 above.

2. In such proceedings,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shall have access to all 

places where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are being held and to each part of 

those places, as well as to any place in which there are grounds to believe that 

such persons may be found.

3. Any other competent authority entitled under the law of the State or by any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may also have access to 

such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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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1. Any person deprived ofliberty shall be held in an officially recognized place of 

detention and, in conformity with national law, be brought before a judicial authority 

promptly after detention.

2. Accurate information on the detention of such persons and their place or places 

of detention, including transfers, shall be made promptly available to their family 

members, their counsel or to any other persons having a legitimate interest in the 

information unless a wish to the contrary has been manifested by the persons 

concerned.

3. An official up-to-date register of all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shall be 

maintained in every place of detention. Additionally, each State shall take steps to 

maintain similar centralized registers.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se registers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person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to 

any judicial or other competent and independent national authority and to any other 

competent authority entitled under the law of the State concerned or any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to which a State concerned is a party, seeking to 

trace the whereabouts of a detained person.

Article 11

All persons deprived of liberty must be released in a manner permitting reliable 

verification that they have actually been released and, further, have been released 

in conditions in which their physical integrity and ability fully to exercise their rights 

are assured.

Article 12

1. Each State shall establish rules under its national law indicating those officials 

authorized to order deprivationof liberty, establish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such orders may be given, and stipulating penalties for officials who, without legal 

justification, refuse to provide information on any detention.

2. Each State shall likewise ensure strict supervision,including a clear chain of 

command, of all law enforcement officials responsible for apprehensions, arrests, 

detentions, custody, transfers and imprisonment, and of other officials authorized by 

law to use force and fire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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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1. Each State shall ensure that any person having knowledge or a legitimate interest 

who alleges that a person has been subjected to enforced disappearance has the 

right to complain to a competent and independent State authority and to have that 

complaint promptly, thoroughly and impartially investigated by that authority. 

Whenever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an enforced disappearance 

has been committed, the State shall promptly refer the matter to that authority for 

such an investigation, even if there has been no formal complaint. No measure shall 

be taken to curtail or impede the investigation.

2. Each State shall ensure that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have the necessary 

powers and resources to conduct the investigation effectively, including powers to 

compel attendance of witnesses and production of relevant documents and to make 

immediate on-site visits.

3. Step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all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including the 

complainant, counsel, witnesses and those conducting the investigation, are 

protected against ill-treatment, intimidation or reprisal.

4. The findings of such an investigation shall be made available upon request to all 

persons concerned, unless doing so would jeopardize an ongoing criminal 

investigation.

5. Step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any ill-treatment, intimidation or reprisal or 

any other form of interference on the occasion of the lodging of a complaint or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dure is appropriately punished.

6. An investig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described above, should be 

able to be conducted for as long as the fate of the victim of enforced disappearance 

remains unclarified.

Article 14

Any person alleged to have perpetrated an act of enforced disappearance in a 

particular State shall, when the facts disclosed by an official investigation so 

warrant, be brought before the competent civil authorities of that State for the 

purpose of prosecution and trial unless he has been extradited to another State 

wishing to exercise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in force. All States should take any lawful and appropriate action 

available to them to bring to justice all persons presumed responsible for an act of 

enforced disappearance, who are found to be within their jurisdiction or under thei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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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The fact that there are grounds to believe that a person has participated in acts of 

an extremely serious nature such as those referred to in article 4, paragraph 1, 

above, regardless of the motive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wh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 decide whether or not to grant asylum.

Article 16

1. Persons alleged to have committed any of the acts referred to in article 4, 

paragraph 1, above, shall be suspended from any official duties during the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3 above.

2. They shall be tried only by the competent ordinary courts in each State, and not 

by any other special tribunal, in particular military courts.

3. No privileges, immunities or special exemptions shall be admitted in such trials,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4. The persons presumed responsible for such acts shall be guaranteed fair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provision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in force at all stages of 

the investigation and eventual prosecution and trial.

Article 17

1. Acts constituting enforced disappearance shall be considered a continuing offence 

as long as the perpetrators continue to conceal the fate and the whereabouts of 

persons who have disappeared and these facts remain unclarified.

2. When the remedies provided for in article 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e no longer effective, the statute of limitations relating to acts 

of enforced disappearance shall be suspended until these remedies are 

re-established.

3. Statutes of limitations, where they exist, relating to acts of enforced disappearance 

shall be substantial and commensurate with the extreme seriousness of the offence.

Article 18

1. Persons who have or are alleged to have committed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 

4, paragraph 1, above, shall not benefit from any special amnesty law orsimilar 

measures that might have the effect of exempting them from any criminal 

proceedings or sa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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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pardon, the extreme seriousness of acts of 

enforced disappearance shall be taken into account.

Article 19

The victims of acts of enforced disappearance and their family shall obtain redress 

and shall have the right to adequate compensation, including the means for as 

complete a rehabilitation as possible. In the event of the death of the victim as a 

result of an act of enforced disappearance, their dependents shall also be entitled to 

compensation.

Article 20

1. States shall prevent and suppress the abduction of children of parents subjected 

to enforced disappearance and of children born during their mother's enforced 

disappearance, and shall devote their efforts to the search for and identification of 

such children and to the restitution of the children to their families of origin.

2. Considering the need to protect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re shall be an opportunity, in States which recognize a 

system of adoption, for a review of the adoption of such children and, in particular, 

for annulment of any adoption which originated in enforced disappearance. Such 

adoption should, however, continue to be in force if consent is given, at the time of 

the review, by the child's closest relatives.

3. The abduction of children of parents subjected to enforced disappearance or of 

children born during their mother's enforced disappearance, and the act of altering 

or suppressing documents attesting to their true identity, shall constitute an 

extremely serious offence, which shall be punished as such.

4. For these purposes, States shall, where appropriate, conclude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Article 21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Declaration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enunciat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r in any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 and shall not be construed as restricting or derogating from 

any of those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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