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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남북한 간에는 해결해야 할 인도  사안들이 지 않다. 국군포로, 

시  후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가 그 표 인 다. 이러한 문제

들은 모두 북한 정권의 반인권성에 기인한 것들로서 부분 반세기가 

넘도록 아직까지 근원 인 해법을 찾지 못해 분단의 비극 인 고통으로 

남아 있다. 

그 이유는 문제 발생의 원인 제공자는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

국은 부분 부인과 발뺌으로 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컨 , 북한은 

국군포로·납북자는 한 명도 없고, 조국의 품에 안긴 ‘해방 사’와 ‘의거 

입북자’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 에서도 납북자문제의 비극성은 자기 의사에 반하여 북한 정권

의 범죄행 , 곧 납치테러리즘에 의해 강제로 끌려 간 자들임에도 불구

하고 그간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조차 

납북 피해자  그 가족들을 냉 해 왔다는 에 있다. 이 같은 납북자 

수는 2012년 12월말 재 517명에 달하고 있다.1) 그런데 최근 KAL

기 납북자 등 일부 납북자들은 국내  차원에서의 해결 노력에 한계를 

느끼고 납북자문제를 국제사회로 가져가 국제공론화에 힘쓰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납북자문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는 동시에 해결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에서 국내외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에서는 KAL기 납북사건의 사실 계와 

그 법  성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KAL기 납북자의 인권실태와 그간

에 있었던 남북간 문제 해결 노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 향후 KAL

1)  여기서 납북자는 6.25 쟁 후에 발생한 이른바 후 납북자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에 비하여 6.25 쟁 기간 에 발생한 납북자, 즉 쟁 납북자

( 는 시 납북자) 수는 략 9만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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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납북자문제 응방안을 련 국제기구의 황  이들의 활용방안, 

그리고 남북 화를 통한 해결방안으로 나 어 고찰하기로 하겠다.

Ⅱ. KAL기 납북사건의 사실관계

1. 분단체제론과 분단효과

KAL기 납북사건이란 1969년 북한에 의해 자행된 한항공(KAL) 

소속 민간 여객기 납치  승무원·승객 억류 사건을 말한다. 지 까지 

북한이 KAL기를 납북한 사건은 단 차례 발생하 기에 이 게 표 하

더라도 혼동의 가능성은 없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969년 12월 11일 낮 12시 25분 승객 47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한항공 YS-11 발 여객기가 이륙 14분 만에 령 

상공에서 납치 다. 강릉을 출발한 KAL기는 피랍 직후 기수를 동해 쪽

으로 돌렸다가 북상(北上)해서, 원산시 근처 선덕비행장에 강제 착륙했

다. 송환된 목격자들에 의하면, 승객으로 가장하여 맨 앞좌석에 앉아 있

던 고정간첩 조창희가 이륙 후 기장실로 들어가 권총으로 기장 유병하 

등을 박하여 북쪽으로 기수를 돌리게 하 으며, 2 의 북한 무장 비행

기가 피랍 여객기를 호 해 선덕비행장으로 유도하 다고 증언했다.2) 

사건 발생 직후인 1969년 12월 15일 한민국 내무부 치안국은 강

릉에서 병원을 운 하던 채헌덕과 그에게 포섭된 고정간첩 조창희(당

시 나이 42세), 부조종사 최석만이 여객기를 납북했다고 발표했지

만,3) KAL기 납북은 이후 조창희의 단독범행으로 밝 졌다.4) 그래서 

2) 『조선일보 호외 7 』, “간첩 조창희의 단독범행,” 1970년 2월 16일, p.1.

3)  국회인권포럼, 『1969 KAL기 납북 미귀환자들의 끊임없는 노력』, <KAL기 납북문

제의 새로운 해법은 무엇인가> 간담회 자료집 (서울: 국회인권포럼, 201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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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치안국은 1970년 2월 15일 KAL기 납북사건은 속  출신인 

고정간첩 조창희의 단독범행이라고 수정해서 공식 발표하 다.5) 이에 

따라 재 정부는 51명의 KAL기 승객·승무원  납치범인 조창희를 

제외한 50명을 납북자로 집계하고 있다.6) 

항공기 납치에 한 국제  비 여론이 거세지자, 북한은 납북 66일 

만인 1970년 2월 14일 50명  조종사, 승무원 등 11명을 억류하고, 

39명(남자 32명, 여자 7명)만을 문 을 통해 송환하 다.7) 미귀환 

납북자 11명은 조종사·승무원 4명과 승객 7명이다. 이들의 명단을 

시하면, 기장 유병하, 부기장 최석만, 여승무원 성경희와 정경숙, 그리

고 승객 황원, 채헌덕, 김 주, 장기 , 임철수, 이동기, 최정웅이다.8)

p.4; 오경섭, “남북 계에서 발생한 인권 문제,” 『2006 북한인권백서』 (서울: 한

변호사 회, 2006), p.290.

4)  『조선일보 호외 7 』, 1970년 2월 16일자, p.1.

5)  국회인권포럼 (2011), p.4. 

6)  통일연구원은 통일부 이산가족과의 내부자료 「납북  억류자 황」을 인용하여, 

KAL기 납북자 수를 50명, 귀환자 수를 39명, 억류자 수를 11명으로 집계하고 있

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2』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411. 즉, 

우리 정부는 부기장 최석만도 납북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7)  『연합뉴스』, “‘1969년 KAL기 피랍자’ 42년만에 송환 캠페인,” 2011년 9월 27일.

8)  국회인권포럼 (2011), p.4. 당시 귀환하지 못한 11명은 승무원 4명을 포함해 동

MBC PD, 카메라맨, 의사 등 문직에 종하는 사람과 인쇄소를 운 하는 등 사업

으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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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KAL기 납북사건의 법적 성격

1. 납북자문제의 본질

납북자문제는 납북의 발생 시기  원인,9) 발생장소, 행 유형  

해결방향 등에서 각기 다른 측면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납북사건10)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11) 

첫째, 납북자문제는 시인가 평시인가를 막론하고 테러리즘의 결과 

발생한 문제이다. 즉, 납북자문제는 (구체 인 행  태양은 항공기·선

박의 납치 는 해외에서 북한 기 원에 의한 민간인 납치 등 서로 다

르게 나타날지라도) 공히 북한 당국의 개입( 극  지시 는 소극  

묵인) 아래 이루어진 테러리즘의 산물이다. 이것은 곧 납북자문제가 정

9)  납북자는 쟁 납북자와 후 납북자로 별된다. 북한은 6.25 쟁 당시 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 복  사회주의 건설의 일환으로 96,000여명에 달하는 한국민(이 숫

자는 군인을 제외한 민간인만을 가리킴)을 납치해 갔다. 시(戰時)에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할 민간인을 군 가 조직 으로 납치, 강제연행 는 강제이주 시키는 행 는 

국제인도법( 시인도법이라고도 함)에 반하는 범죄, 특히 시 민간인 보호에 한 

제네바 제4 약을 반하는 한 쟁범죄를 구성한다. 이에 해서는 제성호, “

시 민간인 납치의 국제인도법  고찰 -6.25 쟁시 북한의 민간인 납북행 를 심으

로-,”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1호(2011), pp.191-221 참조. 6.25 쟁 기간 

 발생한 시 납북자문제가 휴 상에서 제 로 해결되지 못한 것이 후에 북한

이 거리낌 없이 각종의 납북행 를 계속 자행하는 한 원인이 다고 볼 수도 있다.

10) 통일부는 2012년 10월 재 북한이 정 정 이후 납치해 간 총 피랍자 수를 

3,835명, 귀환자 3,318명(송환자 3,310명, 탈북 귀환자 8명), 미귀환 납북 억류자 

수를 517명으로 악하고 있다. 박주선 원(비교섭단체) 요구자료, “53. 통일부가 

악하고 있는 국군포로·납북자 황”; 통일부, 『2012년도 국정감사 원요구자료 

-박주선 원 편』; 제311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상통일 원회 (서울: 통일부, 

2012), p.453.

11) 이하의 내용은 제성호, “남북 상 최우선 과제는 납북자 송환이어야,” 『자유공론』통

권 제446호(2004), pp.101-102를 부분 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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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범죄행 의 산물임을 의미한다. 

둘째, 납북자문제는 ‘불법 억류자’의 문제이다. 강제 납북이라는 범죄

행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북한정권이 정당한 권한이 없이 

당사자들을 불법 억류(한국 정부의 송환 요구 거부)하고 있다는 에서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셋째, 납북자문제는 자국민 보호의 문제이다. 납북자들의 경우 우리 

국민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불법 으로 피랍, 북한에 강제로 끌려간 것

이기에 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송환(원상회복)을 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법  의무를 지는 문제라는 것이다. 곧, 납북자는 으

로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북한에 억류되고 있는 바, 이 같은 사실은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계되는 요한 사안

임을 말해 다.12)

넷째, 납북자문제는 기본  인권의 문제이다. 재 납북자들에게는 

인간이라면 구나 릴 수 있는 가장 원 인 권리들, 컨  거주이

의 자유, 가족 성원과 교통하고 화·우편 등에 의해 교신할 권리, 귀

향의 권리 등이 박탈되어 있다. 납북자문제는 이들에게 그러한 기본  

권리를 회복·보장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문제라고 하겠다. 

다섯째, 납북자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 도 존재하는 재

의 문제이며, 한 잠재 인 미래의 문제이다. 납북자문제는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에서 결단코 당하게 넘

어갈 수가 없다. 

여섯째, 납북자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

이다. 우리도 얼마든지 해외 여행이나 체류  북한에 납북될 수 있으

며, 혹은 북한방문 기간  북한당국에 의해 불법 으로 강제 억류될 

12) 윤여상, “납북자 실태와 해결방안,” 『통일문제연구』 제14권 1호(2002), 

pp.283-284; 통일연구원 (2012), p.422.



KAL기 납북자 문제: 국제인권법적 접근 및 대응  7

수가 있다. 그런 에서 납북자문제를 나와 직·간 으로 계가 있는 

문제, 특히 ‘신변안 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2. KAL기 납북사건의 법적 성격: 반인권성 및 범죄성을 중심으로 

1) KAL기 납치행위 자체의 법적 성격

우선, KAL기 납북사건은 조창희란 남한 내 고정간첩이 KAL기의 

통제권을 불법 으로 탈취하여 북한으로 강제납치해 간 사건으로 이는 

명백히 국제 약이 지하는 항공기 테러(aircraft terrorism, 항공테

러리즘이라고도 함),13) 특히 항공기 납치(aircraft hijacking)이다. 

항공기 테러에 한 국제조약으로는 1963년 도쿄에서 채택된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기타 행 에 한 약’(Convention on 

Offens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일명 도쿄 약),14) 1970년 헤이그에서 채택된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를 한 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일명 헤이그 약),15) 1971년 몬트

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 에 한 불법  행 의 억제를 한 

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13) 항공기 테러는 항공기 내에서의 기율  질서 반, 항공기 납치, 항공기 폭 , 기타 

항공기 운항방해행 (기내에 폭발물 탑재, 허  정보 제공에 의한 운항 지연 등)를 

포함한다. 항공기테러를 보통 항공테러리즘이라고도 하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항공테

러리즘의 경우 항공기테러 외에도 공항테러를 포함시켜 사용하기로 한다.  

14) 도쿄 약은 1969년 12월 4일 발효하 고, 2012년 7월 20일 재 185개국이 당사

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Tokyo_Convention.

15) 헤이그 약은 1971년 10월 14일 발효하 고, 2012년 7월 7일 재 185개국이 당

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http://cil.nus.edu.sg/1970/1970-convention-for-the-suppression-of-unlawf

ul-seizure-of-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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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일명 몬트리올 약),16) 

2010년 베이징에서 채택된 ‘국제민간항공에 한 불법  행 의 억제

를 한 2010 약’(2010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일명 

2010 베이징 약) 등이 있다.

이 에서 1963년 도쿄에서 채택된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기

타 행 에 한 약’(일명 도쿄 약) 제1조 (b)호는 ‘범죄의 구성여부

를 불문하고 항공기와 기내의 인명  재산의 안 을 태롭게 할 수 

있거나 하는 행  는 기내의 질서  규율을 하는 행 ’를 규율하

고 있다.  1970년 헤이그에서 채택된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한 

약’(일명 헤이그 약) 제1조는 ‘비행 에 있는 항공기에 탑승한 여하

한 자도 폭력 는 그 에 의하여 는 그 밖의 어떠한 다른 형태의 

박에 의하여 불법 으로 항공기를 납치 는 거하거나 는 그와 

같은 행 를 하고자 시도하는 경우’를 범죄로 규정하여 엄 한 형벌

(severe penalties)에 의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KAL기 납북행 는 그 법  성격이 항공기 납치로서, 도쿄 약 제1

조 상의 ‘항공기와 기내의 인명  재산의 안 을 태롭게 할 수 있거

나 하는 행  는 기내의 질서  규율을 하는 행 ’가 분명하며, 

한 헤이그 약 제1조의 ‘폭력 는 그 에 의하여 불법 으로 항

공기를 납치 는 거’하는 범죄행 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16) 몬트리올 약은 1973년 1월 26일 발효하 고, 2012년 9월 25일 재 188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http://cil.nus.edu.sg/1971/1971-convention-for-the-suppression-of-unlawful-acts-against- 

the-safety-of-civil-a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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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객․승무원의 자유 박탈․강제연행 및 강제실종

: ‘인도에 반한 죄’ 해당성

KAL기 납북사건에는 항공기 납치에 수반되는 승객·승무원의 자유

(신체  행동의 자유)의 박탈, 강제구   강제연행의 요소가 있다. 

한 사건 발생 후 재까지 납북자들의 행방이 묘연해진, 이른바 강제

 는 비자발 인 실종(disappearance)이 개재되어 있다. 이 같은 

행 는 총체 으로 국제법상의 ‘인도에 반한 죄’(反人道犯罪라고도 함)

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련, 국제형사재 소에 한 로마규정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

1항에서는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반한 구  는 신체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마’호), ‘사람들의 강제실종’(‘자’호)을 인도에 반한 죄의 

일종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KAL기 납북에 의한 민간인 납치 

행 가 이 같은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다만, 로마규정 제7조 제1항의 본문에서는 로마규정의 목 상 ‘인도

에 반한 죄’는 민간인 주민에 한 범 하거나 체계 인 공격의 일부

로서 그 공격에 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행 를 말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KAL기 납북이 ‘인도에 반한 죄’가 되기 해서는 ‘민간인 

주민에 한 범 하거나 체계 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행 ’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지하는 바

와 같이 북한은 지난 60여년 간, 즉 KAL기 납북사건 이 은 물론 이

후 오늘날까지 국내  해외 한 공해상에서 어민, 군·경, 교사, 학생

(유학생 포함), 술인 등 다양한 부류의 한국인을 납치해 갔다. 이는 

북한 정권 차원에서 자행한 조직 ·체계 인 범죄행 로서, 로마규정

에 명시된 ‘민간인 주민에 한 범 하거나 체계 인 공격의 일부’인 

동시에, ‘그 공격에 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행 ’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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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KAL기 납북사건이 로마규정 상의 반인도범죄라고 보는 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련해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로마규정이 1998년에 채택되어 

2002년에 발효한 국제법으로서 본 규정은 발효 후에 발생한 범죄에 

해서만 국제형사재 소(ICC)가 할권을 행사한다는 이다. 하지만 

‘인도에 반한 죄’라는 개념은 1945～1946년 간 뉘른베르크와 도쿄에서 

설치된 두 개의 국제군사재 소 조례(statute)에서 처음 등장했고, 

1993년과 1994년 설치된 구유고 범재 소  르완다 국제형사재

소 규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로마규정 상의 ‘인도에 반한 죄’ 규

정은 2차 세계  후 수십년에 걸쳐 국제사회에서 이미 형성·확립된 국

제인도법 분야의 습법을 확인, 성문화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정전체제 하에서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 정전협정 위반 및 전쟁범죄성 내포

KAL기 납북행 는 남북한이 1953년 7월 27일의 군사정 정에 

따라 행 를 정지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다. 즉, 동 사건이 시

(戰時)의 연장인 정 체제(停戰體制) 하에서 북한 당국의 사주 혹은 개

입 하에 발생한 ‘민간인에 한 비군사 인 공격 내지 폭력행 ’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17) 그럴 경우 KAL기 납북  그에 따른 민간인 납치

17) 여기서 한 가지 추가 으로 언 할 것은 고정간첩 조창희와 북한 당국의 계  그

가 실행한 항공기 납치의 북한 당국에의 귀속가능성(attributability) 문제이다. 이

는 국제법상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에 한 법의 역에 속한 사안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창희의 범행에는 북한의 지시, 사주(교사), 용인, 묵인, 추인 등 

북한 당국의 개입(involvement) 혹은 통제(control)가 있었던 것으로 단된다. 이 

같은 사  는 사후 개입 혹은 통제에 의해 조창희의 행 는 순 히 개인 인 차원

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범행은 사실상(事實上) 북한의 하 기 (下級機關)-만

일 그가 북한 남공작부서 소속 요원이었다면 북한의 하 기 성 인정에 하등의 이

론(異論)이 제기될 수 없다-으로서 행동한 것이라고 이 타당하며, 이 에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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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는 정 정의 정신에 배치되는 것일 뿐더러, 로마규정  국제인

도 습법상의 쟁범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련, 로마규정 

제8조 제2항 가호 (7)과 (8)은 ‘불법 인 추방이나 이송 는 불법

인 감 ’과 ‘인질행 ’를, 동 제2항 나호 (1)은 ‘민간인 주민 자체 는 

행 에 직  참여하지 아니하는 민간인 개인에 한 고의  공격’

을, 동 제2항 다호 (3)은 인질행 를, 동 제2항 마호 (1)은 ‘민간인 주

민 자체 는 행 에 직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 개인에 한 고의

 공격’을 쟁범죄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시 민간인 보

호에 한 제네바 제4 약 반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1977년 제네바 약 제1 는 제2 추가의정서의 련 규정에도 된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8)

당국에 법  책임이 귀속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와 련, 2001년 유엔

국제법 원회가 작성한 ‘국제불법행 에 한 국가책임에 한 조문 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2001 Text) 제8조(Conduct directed or controlled by a State)는 “The 

conduct of a person or group of persons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a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if the person or group of persons is in 

fact acting on the instructions of, or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 of, 

that State in carrying out the conduct.”라고 규정하고 있다. 

http://untreaty.un.org/ilc/texts/instruments/english/commentaries/9_6_2

001.pdf 참조.

18) 제네바 약 제1 추가의정서 제51조 제2항은 “민간개인은 물론 민간주민도 공격의 

상이 되지 아니한다. 민간주민사이에 테러를 만연시킴을 주목 으로 하는 폭력행  

 은 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제네바 약 제2 추가의정서 제4조 제2

항 다호와 라호는 인질행 와 테러행 를 각각 지하고 있고, 제13조 제2항은 “민

간주민과 민간개개인은 공격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민간 주민 사이에 공포를 

확산하는데 주목 이 있는 폭력행   그 은 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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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억류, 이동의 자유 및 귀향의 권리 침해

: 국제인권규약의 중대한 위반

KAL기 납북행 와 북한 당국의 추후행동, 특히 불법  강제억류, 

자유의사에 기한 납북자의 거주이   본국 귀환 거부 등은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1966

년 채택된 2개의 국제인권규약  ‘시민 ·정치  권리에 한 국제규

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

인권 B규약 혹은 자유권규약이라고도 함)의 련 규정을 반하는 

한 인권침해를 구성한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

과 신체의 자유와 안 을 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은 각각 “모든 인간은 각국의 경계 안에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릴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 동조 제2항은 “모든 사람

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한 자국

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 에 

한 권리를 가진다. 구든지 자의 으로 체포되거나 는 억류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약 제12조 제1항은 “합법 으로 어느 국

가의 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에 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어 동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고 규정하는 한편, 동조 제4항은 “어느 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

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AL기 납북으로 북한 

당국은 KAL기에 탑승한 승무원과 승객들로부터 신체의 자유  안 에 

한 권리를 침해하 을 뿐더러, 자의 (恣意的)으로 - 피랍 기에는 항

공기 기내에서, 북한에 도착 후에는 북한지역에서- 억류되지 않을 권리를 



KAL기 납북자 문제: 국제인권법적 접근 및 대응  13

훼손하 다. 이후 이들은 지난 40여년 동안 북한에 자기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억류당하 을 뿐만 아니라, 북한 땅을 벗어나 고향인 한국 땅으로 

돌아올 권리가 부인당하 다. 이는 그 자체 이동의 자유 내지 거주이 의 

자유의 부정이며, 북한에서 자유로이 퇴거할 권리의 한 침해이며, 나

아가 자국에 돌아올 권리, 곧 귀국의 자유의 자의  박탈에 해당된다. 요

컨 , KAL기 납북행 와 북한 당국의 강제억류는 국제인권규약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2·4항의 한 반을 이룬다고 하겠다. 

5) 기타

에서 KAL기 납북행 의 실체  측면을 4가지로 나 어 검토하

다. 그 밖에도 형사법  측면을 한 가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KAL기 납북이란 범죄행 를 즉시범(卽時犯)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계속범(繼續犯)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19) 만일 KAL기 

납북행 를 계속범으로 볼 경우(이에 따를 경우 KAL기 납북의 범죄행

가 1969년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2013년 3월 재까지도 범죄행

가 계속됨으로써 로마규정 발효시 인 2002년 7월 이후 발생한 범

죄행 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동 사건에 해 ICC가 

할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 문제에 해서는 

ICC규정에서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로마규정 채택과

정에서 작성 던 다양한 비작업문서(travaux préparatoires)의 검

토를 통해 당사국의 의도에 한 면 한 검토가 요구된다.20) 이는 매

19) 형법상 즉시범이란 일정한 법익의 침해 는 그 험성이 발생함으로써 범죄가 완성

되고, 동시에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를 들면 살인죄·모욕죄 등이다. 즉성범이라고

도 한다. 반면에 계속범이란 구성요건의 내용인 행 의 법상태가 어느 정도의 시

간  계속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지칭한다. 법상태가 단순히 일시 인 경우에는 

미수가 되며 어느 시간 동안 계속돼야 기수가 된다. 체포감 죄가 표 인 이다. 

손동권, 『체계  형법연습』 (서울: 율곡출 사,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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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복잡하고 심층 인 분석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ICC의 할권 행사

문제는 더 이상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기로 하겠다.

Ⅳ. KAL기 납북자의 인권실태와 

남북간 문제 해결 노력

1. KAL기 납북자의 북한 생활 및 인권실태 

그간 KAL기 납북자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근황이

나 구체 인 인권실태에 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정경숙 씨를 비

롯한 부분의 납북자들의 생사는 여 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간 KAL기 납북자들의 생존이나 북한 생활에 

한 몇 가지 증언들이 나온 바 있다. 

1992년에 자수한 독일 유학생 출신 간첩 오길남 씨는 이들이 북한에

서 살아 있으며 남방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6년경에 

「구국의 소리」라는 남방송에서 정경숙 씨를 비롯해 성경희 씨 그리

고 다른 남녀 방송원 2명까지 4명의 방송원이 베테랑 방송원으로 활동

했다며, 그  남자 방송원이 황원 씨나 김 주 씨가 아니었을까 추측

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21) 한 자신의 딸에게서 당시 기장, 부기장이

었던 유병하 씨와 최석만 씨가 북한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다

고 말하기도 했다.22)

20) 이와 련, 로마규정 채택  후속 회의에 참여하 던 다수의 국제형사법 문가들은 

ICC가 계속범은 동 재 소의 할 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1) 『동아일보』, “1969년 KAL기 납북때 억류 황원 前MBC PD 아들 황인철씨, 어머니

의 40년 물 닦아주세요,” 2009년 3월 13일, p.1.

22) 엄한아, “69년 KAL기 납북 피해자와 가족들의 재,” 『열린북한방송』, 인권기획 기

사, 2010년 7월 1일(http://www.nkradio.org/news/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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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월 이산가족 상  당시 모친을 만난 성경희 씨는 모친에게 

정경숙 씨와 한 동네에 살고 있으며, 서로의 자식들이 서로에게 이모라

고 부를 만큼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다. 둘은 고교동창으로 스튜어

디스 생활을 할 때도 친하게 지냈던 친구 사이 다고 한다. 

2008년 12월 11일 열린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결성식에 참여

한 직 국정원 간부인 송 인 국가사랑모임 회장은 “납치된 11명은 당

시 한국 사회의 상류층이자 식자층에 속하는 인물들이어서,23)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납치를 향으로 둔갑시켜 체제선 의 수단으로 사

용할 수 있는 력이 있었다.”면서, “11명을 특별 리 상으로 묶어 

이들에 한 정보를 더욱 감춰두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L기 납북자들의 북한 생활에 해 자세하게 알려진 것은 없다. 

이들의 경우 일반 후 납북자에 해 그동안 분석·조사된 내용들이 

부분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여기서 그에 해 간단히 소개하

기로 한다. 납북자들은 부분 평양시내 특정구역에 집단 으로 생활

하며, 일상생활은 완  통제되어 엄격한 감시를 받는다. 평양 이외의 

지역에 거주할 경우에도 이들은 감시와 통제가 용이하고 일반인들과의 

이 제한되는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 이들은 입북 기 주택, 생활

물품, 직장배치, 여, 결혼 등에서 혜택과 지원을 받게 된다.24) 

하지만 일정 수  이상의 직책과 직 으로의 진 은 불가능하다. 그

간 북한 당국은 납북자들을 주로 체제선 , 남 심리 , 간첩교육, 

남공작요원 등 활용가치가 높은 분야에 배치해 활용했다. 귀환 납북자

들은 남연락소 지도원, 간첩 안내원, 앙당 정치학교 남조선어 교  

등으로 활동했음을 시인한 바 있다. 하지만 활용가치가 소멸되거나 떨

어지면, 리와 감시의 용이성을 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거나 탄

23) 의 주 8) 참조.

24) 윤여상 (2002), p.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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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기계공장, 농장 등에 배치하여 막노동을 하는 최하층 노동자

로 락시켜 버린다.25) 북한 당국은 납북자들을 모두 정책 으로 결혼

시켜 정착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기 인 납북자 상 재강습을 실시하

는 등 평생 동안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한다.26) 

2. 북간 KAL기 납북자문제 해결 노력 

납북자문제가 수십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근원 인 해법을 찾지 못

하고  있는 근본 인 이유는 북한 당국이 납북의 사실을 부인하고, 발뺌

으로 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납북자는 한 명도 없으며, ‘의거 

입북자’ 내지 ‘자진 월북자’들만 있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27) 이는 

KAL기 납북피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그동안 북한 당국은 

다양한 형태의 남북간   화에서 우리 정부 당국자( 한 십자

사 직원 포함)들이 ‘납북’이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도록 하여 왔다. 

하지만 이런 와 에서도 납북자 해결과 련된 약간의 노력과 몇몇 

합의가 남북한 간에 생산된 이 있고,  극히 미흡하지만 약간의 해

결이 이루어진 바 있다. 먼  KAL기 납북사건 발생 직후 우리 정부는 

외교 ·인도   군사  채 을 총 가동해, 피랍 승객  승무원의 송

환을 한 다각 인 노력을 기울 다. 1969년 12월 16일 승객의 최종

25) “북한 탈출한 납북어부 이재근씨, 25년간 최하층 근로자로… 동료어부는 가족6명 아

사,” 『조선일보』, 2000년 6월 3일, p.39; 통일연구원 (2012), pp.418-419;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eewooel&logNo=15013650

0000 참조.

26)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윤여상 (2002), pp.293-299; Yoshi Yamamoto, Taken! 

North Korea‘s Criminal Abduction of Citizens of Other Countries 

(Washington D. C.: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 pp.38-60 참조.

27) 이 은 KAL기 납북피해자  한 명인 성경희 씨가 남한의 모친과 상 하는 과정에

서 그가 행한 발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통일연구원 (2012), p.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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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을 국제 십자 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에 통보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북한 십자사측에 통보 

 송환을 한 조 등)를 요청하 다.  12월 17일 주 유엔 한국

표부 사에게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조를 요청하도록 훈령을 내렸

고, 19일 최규하 외무장 은 북한은 “납북 승객을 원 송환하라.”고 

특별담화를 발표했다.28) 이 밖에도 유엔군사령부와 긴 하게 조한 

결과 1969년 12월 22일 문 에서 군사정 원회 369차 비서장회

의가 열렸고 정 체제의 틀 내에서 첫 송환 교섭이 이루어졌다.29) 이

후 1970년 2월 2일 열린 군사정 원회 제370차 비서장회의에서 유

엔군측 비서장 모리스 제섭 령은 “구정 인 2월 4일 오  11시 문

을 통해 승객  승무원을 송환하라.”고 요구하 다.30) 1970년 2월 

3일 북한은 국제 십자사측에 “승객  승무원을 송환할 용의가 있다.”

고 통보해 왔고, 2월 14일 납북자 50명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을 

제외한 39명만이 문 을 통해 귀환하기에 이르 다.31) 이후 KAL

기 납북자 송환을 한 후속  해결 노력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들은 

서서히 국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갔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동년 9월 63명의 비 향장기수가 송환되기 까지 납북자문제는 국내

28) 국회인권포럼 (2011), p.3. 이후 1970년 1월 24일 박동진 주 제네바 표부 사

는 “북한 십자사측이 승객  승무원 모두 건강하다고 국제 십자사에 회답해 왔

다.”고 발표하 다.

29) 의 책, p.3. 이 때 유엔사측은 피랍된 KAL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공

동일직장교회의를 통해 통보해 것을 제안하 다.

30) 국방정보본부, 『군사정 원회 편람』, 제2집 (서울: 국방정보본부, 1993), 

pp.344-345. 이 밖에도 우리 정부가 유엔군사령부와 립국감독 원회에 해 취

한 조 요청과 동 기구들이 취한 조치에 해서는 김 민, “못 돌아올 이유 하나도 

없다! 당장 돌려 보내라!”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외, 『KAL기 납치사

건의 해결을 한 열린 토론회』 (2013년 2월 14일), pp.8-9 참조.

31) 국회인권포럼 (2011),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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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 다. 하지만 비 향장기수가의 무조건 

송환은 납북자  국군포로 등 분단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

고, 납북자 가족단체들은 우리 정부에 계속해서 근원 인 해결을 구

하기에 이르 다. 이에 정부는 북한과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거

론하게 되었고, 몇 가지 남북간 합의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만, 북

한이 납북 사실 혹은 납북자의 존재를 강력히 부인하 기 때문에 납북

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못하고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라는 표 을 

쓸 수밖에 없었다.  

구체 으로 2002년 9월에 열린 제4차 남북 십자회담에서 남북한은 

‘지난 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 시 납북자를 의미함)들의 

생사·주소 확인 문제를 의·해결할 것에 합의하 다. 이후 제15차 남

북장 회담(2005.6.21～2005.6.24)에서 “ 쟁 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의”(공동보도문 제

3항)하기로 약속하 다. 이어 제6차 남북 십자회담(2005.8.23～

2005.8.25)과 제16차 남북장 회담(2005.9.13～2005.9.16)에서 

우리측은 시범  생사확인 사업 등 납북자문제와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지속 으로 구하 다. 이에 해 북한측은 생사확인 상을 군인·민

간인 구분 없이 ‘ 쟁 시기 행불자’로 한정하여 실시하고, 일반 이산가족 

상  행사 시 생사확인에 포함시키는 포 인 방식을 주장하 다.32) 

그 후 2006년 2월 23일 채택된 제7차 남북 십자회담 합의서 제4

조에는 “ 방은 이산가족 문제에 쟁 시기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한 생사 확인 문제를 포함시켜 의·해결해 나

가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북한측이 처음으로 후 

납북자문제 해결에도 호응하 다는 의미를 갖는 매우 요한 합의 다. 

이와 유사한 합의는 제18차 남북장 회담(2006년 4월 21일～24

32) 통일연구원 (2012), p.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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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평양) 공동보도문 제6조와 제20차 남북장 회담(2007년 2월 

27일～3월 2일, 평양) 공동보도문 제4조 제3항, 제8차 남북 십자회

담(2007년 4월 10일～13일) 합의서 제4조, 제1차 남북총리회담

(2007년 11월 14일～16일, 서울) 합의서 제5조 제2항에서도 명기되

었다.33) 그러나 북한의 무성의한 태도와 상투 인 상 술, 특히 ‘합

의 따로, 이행 따로’라는 분리 술  지연 술로 인해 아직까지 상기 

합의들이 실천되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이산가족 상 의 틀 안에서 한두 명의 납북자를 ‘끼워넣

기’식으로 집어 넣어 남측 가족과의 재회를 허용한 이 있다. 제2차 남

북이산가족 상  행사(2000년 11월 30일～12월 2일, 평양)에서 동

진호 선원 강희근과 남측 어머니가 처음 상 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제14차 남북이산가족 상  행사에서 김 남과 남측의 어머니가 상 한 

것을 포함, 지 까지 18차에 걸쳐 총 14명의 납북자가 남측 가족과 상

하 다(상 행사에는 16가족 73명이 동반참여). 그리고 이 과정에

서 납북자 34명에 한 생사(생존 15명, 사망 19명)가 확인되었으며, 

74명은 북한측으로부터 확인 불가의 통보를 받았다. 이처럼 그동안 북

한 정부는 우회  방법으로 납북자의 존재를 인정했고, 제한 이지만 

납북자 가족 상 에 조하는 태도를 보 다. 물론 이러한 상 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납북자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극도

로 불충분한 것으로 실망과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앞

으로는 보다 근원 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겠다.34) 

KAL기 납북사건의 경우, 돌아오지 못한 납북 피해자 11명  남한 

33)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남북 화』, 제72호(2005.12~2006.12), pp.15-19, 67-71; 김수

암 외,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방안』, KINU 정책연구시리즈 07-03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25-26. 

34) 제성호·오경섭, “남북 계에서 발생한 인권 문제,” 『2010 북한인권백서』 (서울: 

한변호사 회, 2010), pp.54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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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상 한 사례는 피랍 여객기의 스튜어디스 던 성경희 씨가 유일

하다. 2001년 2월 제3차 남북이산가족 교환 방문 때 성경희의 어머니

가 평양시 고려호텔에서 딸 성경희와 32년 만에 상 한 것이 그것이

다. 그리고 생사가 확인된 사람은 2001년 남한의 어머니와 만난 성경

희와 이때 성씨로부터 생존을 확인한 유병하 씨와 최석만 씨 3명에 불

과하다. 이들을 제외한 8명의 납북자는 아직까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35) 특히 성경희 씨와 같이 스튜어디스로 KAL기

에 탑승했던 정경숙씨는 성씨가 가족들에게 정경숙씨가 생존해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으나, 북한은 2002년 6월 정씨에 해 생

사불명 통보를 우리 측에 해 왔다.36)

35) 하지만 유병하씨와 최석만씨의 경우도 북한측으로부터 공식 인 경로를 통해 생사확

인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에서 우리 정부의 공식 인 입장은 성경희 씨 한 

명 만이 생사확인이 다는 것으로 악된다. 황진하 원(새 리당) 요구자료, “47. 

6.25 쟁 이후 납북자 련,” 통일부, 『2012년도 국정감사 원요구자료 -황진하 

원 편』 제311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상통일 원회 (서울: 통일부, 2012), p.91. 

하지만 성경희 씨의 상 도 12년 의 일이 되어서, 성 씨도 향후 남북한 간에 생사

확인의 상이 되어야 할 듯하다.

36) 이후 2010년 이산가족 상 행사를 해 한 십자사는 후 납북자 11명의 생사확

인을 북한측에 의뢰하 으나, 북한측으로부터 원 확인불가 통보를 받았다. 『내일

신문』, “국군포로·납북자 생사확인 30%도 안돼,” 2010년 11월 4일, p.6; 통일연구

원 (2012), p.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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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KAL기 납북자문제 대응방안  

1. 유엔기구를 통한 대응방안 

1) 관련 유엔기구 

(1) 유엔인권이사회 및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오늘날 유엔체제 내에서 국제  인권 보호 활동의 심체는 총회 산하의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HRC)이다. 인권이사회는 1946

년 경제사회이사회의 보조기 으로 설치된 인권 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CHR)를 체하는 기 으로서, 2006년 3월 총회에서 

인권이사회 설립에 한 결의(A/RES/60/251)가 통과(170:4:3)됨에 따

라 동년 6월 출범하 다. 본래 인권이사회 설립 아이디어는 2005년 3월 

21일 코피 아난(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이 제60차 유엔 총회 고  

본회의 개최를 해 비한 종합보고서 “In Larger Freedom Towards 

Security,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for All”에서 처음 표명되

었다.37) 다시 말하면 인권이사회 설치는 유엔 개 을 한 포  구상

의 일환으로 구상된 것이었다.

인권이사회의 기능  임무는 국제사회에서 하고 체계 인 침해

를 포함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태를 취 하고(사 방  즉각 인 

응 포함), 그러한 인권침해 사태에 해 권고하는 것으로 집약된다.38) 

이를 구체 으로 시하면, 첫째, 인권 보호와 증진 련 권고, 둘째, 

인권침해 방  인권침해 상황에 응, 셋째,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

황을 개별 심의(국가별 보편  정례인권검토), 넷째, 인권 이슈 토의, 

37) http://www.un.org/largerfreedom/contents.htm 참조. 

38) 김 순, 『국제법론』, 제16 (서울: 삼 사, 2008), 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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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자문, 능력배양 증진, 다섯째, 국제인권법 사안과 련해

서 유엔 총회에 권고 등이다.39) 

여기서 보편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라고 인권이사회가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

언, 각종 인권 약, 자발  공약 등에 비추어 정례 으로 검토하는 활동

을 말한다.40) 이는 구 인권 원회가 특정 국가를 공개 비난하는 정치화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인권이사회가 모든 국가(universal)의 인권상황

을 정기 (periodic)으로 Peer Review(동료평가)한다는 취지에서 인

권이사회가 설립과 함께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UPR은 비난보다는 

실질  인권개선을 한 능력배양  자문 제공에 을 두고 있다.41) 

UPR 외에도 인권이사회는 (1) 한 인권침해에 효과 으로 처

하기 해 특정국가 는 특정 인권 주제에 집 하여 연구·조사하는 임

무를 부여하고 그 보고서를 기 로 인권이사회가 논의하는 차로서 특

별 차(Special Procedures)를, 그리고 (2) 특정국가에서 일어난 지

속 인 형태의 한 인권침해(a consistent pattern of gross and 

reliably attested violations of human rights)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인 개인 는 단체가 해당 국가를 상 로 비공개 으로 인권이사

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 차(Complaint Procedure)

를 운 하고 있다.42) 특별 차는 과거 인권 원회 시  창설된 것을 인

39) http://www.ohchr.org/EN/HRBodies/HRC/Pages/AboutCouncil.aspx; 외교

통상부, 『2008 유엔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2008), pp.26-27. 

40) http://en.wikipedia.org/wiki/Universal_Periodic_Review.

41) 우종길,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새로운 국제인권보호제도인 

보편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제15권 1호(2008.6), pp.345-364; 

     http://www.ohchr.org/EN/HRBodies/UPR/Pages/UPRMain.aspx 참조.

42)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

.jsp?boardid=98&seqno=320849&tableName=TYPE_DATABOARD&typeI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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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사회가 제도개선 논의를 거쳐 계승, 더욱 발 시킨 것으로 국별 차

와 주제별 차로 별된다.43) 특별 차는 특별보고 , 독립 문가, 실

무그룹 등을 포함한다. 재 설치·운 되고 있는 실무그룹에는 자의  

구 에 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WGAD), 강제 ·비자발  실종에 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WGEID), 용병에 

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on the Use of Mercenaries as a 

Means of Imped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 인권이슈와 다국  기업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등이 있다. 실무

그룹은 인권이사회 산하기 으로서 자리매김하지만, 임무 수행에 있어

서 독립 인 지 를 향유한다. 

이  강제 ·비자발  실종에 한 실무그룹은 실종  납치 피해자

의 재 소재와 생사를 명확히 밝 내는 일을 담한다. 이들은 실종자 

가족이나 사건을 임받은 인권단체로부터 련 자료를 제출 받아 기본

요건에 부합할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국가 는 정부에 사건이 수되

었음을 통보하고, 가해국에 피해자의 재 상황과 생사에 한 명확한 

조사 자료를 요청한다. 그리고 이 조사 자료를 다시 피해자 가족  이

해 당사자들에게 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최소 6개월 단 로 납

치 사건이 충분히 해명될 때까지 무한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44)

43) 2013년 1월 재 특별 차로는 12개의 국별 차와 36개의 주제별 차가 

설치·운 되고 있다. 특별 차의 황에 해서는 

http://www.ohchr.org/EN/HRBodies/SP/Pages/Countries.aspx; 

http://www.ohchr.org/EN/HRBodies/SP/Pages/Themes.aspx 참조.

44) 엄한아 (2010); 강제 ·비자발  실종 실무그룹의 활동방식에 해서는 국회인권포럼 

(2011), pp.89-99; 

http://www.ohchr.org/EN/Issues/Disappearances/Pages/Disappearanc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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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제 ·비자발  실종에 한 실무그룹은 1980년 설립 이래 

2010년 6월까지 세계 80여 국에서 5만 건 이상의 사건들이 수되어 

있고, 최소 10건당 1건 정도가 비교  성과 있게 해결되었다. 만약 가

해측이 사건에 해 부인하거나 비 조 으로 일 하면, 실무그룹은 

문제 국가의 행태를 유엔 인권이사회나 유엔 총회 등에 심각한 우려

상국으로 공표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  비난과 압력이 크게 고조될 

경우, 내외  체제 정당성이나 안정성에도 향을 미칠 수 있고 여타

의 국제제재의 필요성을 높이거나 그 강도를 높이는 데 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45)

(2) 유엔인권최고대표

유엔인권최고 표(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유엔인권고등 무 이라고도 하는데, 유엔의 인권

련 업무  활동을 총 하는 최고직책으로서 1993년 개최된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의 권고에 따라 동년 12월 유엔총회 결의(48/141호)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유엔인권최고 표는 유엔사무총장이 총회의 승인

을 받아 임명한다.46) 유엔인권최고 표의 주요 임무는 첫째, 유엔체제 

내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인권활동의 조정·증진, 둘째, 국제 으로 심각

한 인권침해에 한 처, 셋째, 인권보호를 한 방조치의 시행, 넷

ndex.aspx;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Disappearances/GeneralCommen

tsDisappearances_en.pdf; 

http://www2.ohchr.org/english/issues/disappear/docs/GeneralCommentsC

ompilationMay06.pdf.

45) 엄한아 (2010) 참조

46) Peter Malanczuk, Akehurst’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revised ed.(London: Routledge, 1997), pp.214-215; 김 순, 『국제법

론』 p.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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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인권교육, 자문활동  기술 력의 제공, 다섯째, 인권이사회에서 

활동 보고 등 인권 련 유엔기구의 활동 지원 등이다.47) 

와 같은 임무범 에 부합할 경우 유엔인권최고 표는 한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납치나 강제실종 사안에 하여 성명 발표 등에 의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48) 유엔인권이사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주

의를 환기할 수 있으며, 인권이사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3)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 은 인권이사회의 신인 구 인권 원회 

시 인 2004년 6월 인권 원회 결의에 의해 설치되었다. 유엔북한

인권특별보고 은 인권 원회/인권이사회가 운용하는 특별 차의 

하나인 국별 특별보고 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유엔북한인권특별

보고 의 임기는 1년이며, 2008년 이래 매년 3월에 열리는 정기 

인권이사회 회기  특별보고  임무연장 결의안 채택에 의해 임기

가 연장되어 지 에 이르고 있다. 2004년 6월 태국의 출라롱콘 

학의 국제법 교수인 Vitit Muntarphorn이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

에 임명되어 6년 간 활동을 하 으며, 2010년 7월 이후 지 까

지는 인도네시아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Marzuki 

47) 제성호, “북한인권 개선을 한 국제 력방안-국제인권기구의 활용을 심으로-,” 

『국제인권법』, 제2호(1998), pp.386-388; 외교통상부 (2008), p.149. 

48) 이와 련, Navy Pillay 유엔인권최고 표는 2013년 1월 14일 성명을 발표하여,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사태에 한 국제조사

(international investigation)의 필요성을 환기하 다. Stephanie Nebehay, 

“U.N.’s Pillay says may be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Reuters, 14 January, 2013; 『연합뉴스』, “김정은 체제 1년, 北 상황 여 히 처

참<UN>,” 2013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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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usman이 동직(同職)을 수행하고 있다.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 은 북한인권 상황 조사, 유엔 인권이

사회  총회에 북한인권 상황 조사보고서 제출, 유엔인권이사

회에 출석·발언  상호 화, 각종 이해 계자( 련국 정부와 

국가인권 원회, 국제기구, 국회의원, 탈북자 그룹, NGOs 등)

와의 공식  비공식 의, 성명·기자회견 등에 의한 북한 인권

문제 환기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49)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 당국의 강력한 반 에 부딪  북한을 직  방문·조사하지

는 못하고 있다.

(4)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21일 북한 인권에 한 체계

이고 범 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조사 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설치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50) 이로써 인권

이사회 산하에 북한 인권에 한 독립 인 사실조사 기구가 새로이 탄

생하게 되었다. 

유엔북한인권 COI는 응기구 면에서 그간 인권이사회가 운 해 온 

북한인권특별보고  제도를 한 단계 업그 이드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49) Marzuki Darusman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 도 2013년 2월 1일 유엔인권이사회

에 제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Navy Pillay 유엔인권최고 표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에 한 국제조사를 구하며, 반인도범죄의 책임 소재에 한 

규명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DailyNK』, “유엔 북한인권보고 , 북 인권유린 조사

기구 설치해야,” 2013년 2월 6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98665).

50) Human Rights Council(Twenty-second session),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22/L.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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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구의 규모 면에서 특별보고 은 자원 사자인 특별보고  1인과 

보좌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에 비해 COI는 수당을 받는 조사

원 3인과 보좌 스태  10～20인 정도로 구성된다. 질 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진 이 있다. 기존의 특별보고  활동이 학자의 모니터링 보고

서 작성제출 수 이라면 COI 활동 보고서는 경찰 조서에 해당하는 까

닭이다.51) 사실 COI 구상의 실성은 이미 수단, 리비아, 코트디부아

르, 시리아 등지에서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컨 , 2004년 9월 유

엔 안 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의해 설치된 수단 다르푸르 조사 원회

는 국제 인도법·인권법 침해사실 조사, 집단살해 여부 확인, 가해자 색

출, 책임자 처벌방법 건의 등의 임무를 수행했고, 2011년 9월 인권이

사회에 의해 설치된 조사 원회는 시리아에서 발생한 국제인권법 반

행 를 조사하고, 범죄 해당 사실과 상황을 확정하며, 반인도범죄

(Crime against Humanity) 등의 의가 있는 가해자의 책임을 가

려내는 작업을 성공 으로 수행한 바 있다.52) 

유엔 북한인권 COI가 조사해야 할 상은 ① 식량권, ②수용소 내 

인권, ③ 고문과 비인간  우, ④ 자의  구 , ⑤ 차별, ⑥ 표 의 

자유, ⑦ 생명권, ⑧ 이동의 자유, ⑨ 타국민 납치와 강제실종 등 9개 

유형의 인권침해다. 이는 열악한 북한 인권을 망라한 것으로 향후 COI

가 효과 으로 활동하고 한 처방 을 제시할 경우 북한 정권의 인

권 유린을 상당 부분 억제하며 북한 주민의 실질 인 인권 개선을 견인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53)  

51) 제성호, “유엔 北인권조사  설치가 갖는 의미,” 『문화일보』, 2013년 3월 27일, 

p.39.

52) 의 ; Jack Rendler, “UN Commissions of Inquiry and Campaigns to 

Support Them,”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 (ICNK), 북한 반인도범죄 종식을 

한 ICNK국제 회 발표문, 2012년 4월 3일, pp.1-16 참조.

53) 김태훈, “유엔 조사 원회 설립의 의의와 과제,” 국회인권포럼 외, 『유엔의 COI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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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엔사무총장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의 수석행정 으로서 외 으로 유엔을 표한

다. 그는 자신의 국제  권 와 공신력을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국제문

제에 개입, 평화  해결 내지 조정을 도모한다. 그는 특별성명, 기자회

견 등에 의해 분쟁해결을 구하는 의견표명 외에도, 주선(good 

offices)· 개(mediation) 등의 방법에 의하여 국제사회에서 가장 권

 있고 믿을 만한 방외교(preventive diplomacy)를 수행하고 있

는 것이다. 이와 련된 근거로서 유엔 헌장 제99조에서는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 의 유지를 한다고 그 자신이 인정하는 어떠한 사항

에도 안 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문은 매우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그 실 인 용, 곧 사무총

장의 권한 행사  그 방식은 매우 범 하고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다. 요컨 , 오늘날 유엔사무총장은 국제분쟁의 해결에 있어 매우 유용

한 조력자로서 어느 국가나 정부도 하기 어려운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 은 국제사회에서 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6)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총회는 모든 유엔회원국이 참여하는 주요기구로서 헌장 상으로는 

모든 인권문제를 토의할 수 있으나 실제 역할은 제한 이다. 총회는 유엔 

헌장 제13조에 의거하여 경제·사회·문화·보건 분야에서 국제 력을 증진

하고, 인종·성별·언어 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  자유의 실 을 지원하기 하여 연구를 시행하고 권고를 행할 수 

있으며, 헌장 제62조 3항에 의거하여 인권과 련된 국제 약의 안을 

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2013년 4월 29일,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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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다. 이 밖에도 총회는 ① 인권과 련된 각종 국제 약·선언·원칙

의 채택, ② 인권이사회에서 토의된 의제 는 결의안 에서 일정 부분을 

다시 토의하거나 채택하는 외에도 ③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

명하고, 그 개선을 구하는 국별 인권 결의안(country-specific 

human rights resolution)54) 채택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부분의 인권 련 규범은 주로 인권이사회에서 교섭·채택되고 있으며, 

총회는 이를 형식 으로 추인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유엔 안 보장이사회(안보리)도 특정 국가의 한 인권침해가 국

제평화를 하거나 평화를 괴한다고 단할 경우, 헌장 제7장(특

히) 제39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55) 하지만 아직까

지 안보리는 북한인권문제에 해서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특히 국과 러시아가 북한 인권문제를 의

제로 상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더욱이 안보리 의사결정에 거

부권(veto power)이 작동하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

2) 유엔기구 활용방안

2010년 6월 17일 황인철 KAL기 납치피해가족회 표가 유엔에 당

시 북한에 억류된 아버지 황원 씨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요청하는 진정

서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강제 ·비자발  실종 실무그룹’ 제출했다. 

이는 국내 납치사건으로는 처음 제출된 진정서다. 이후 KAL기 납치피

54)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별 인권 결의안 채택의 표 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국별 인권 

결의안 채택은 UPR에 의한 인권 개선 노력 상의 내재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  장

치로서 간주되고 있다.

55) 제성호, “북한인권 개선을 한 국제 력방안-국제인권기구의 활용을 심으로-,” 

pp.376-3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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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가족회는 2011년 11월까지 이종성(이동기의 자), 김 숙(최정웅

의 처) 씨에 한 진정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선행

조치들을 기반으로 활용해서 향후 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몇 가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KAL기 납북사건과 련된 진정에 하여 유엔 강

제실종실무그룹의 의견이 조속히 나오도록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강

제실종실무그룹,56) 유엔인권최고 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  등에 

지속 으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특히 2013년 6월에 개최되는 제

23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동 문제를 다루어주길 요청하는 한편, 내년 3

월 동 이사회에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  임무연장 결의안 채택 시 

KAL기 납북사건을 포함한 납북자문제 해결노력을 명기하도록 외교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물론 련국 정부들이 이에 해 극

인 응을 하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엔 북한인권조사 원회의 북한인권 보고서와 유엔사무총장

56) KAL기 납북자 가족인 황인철 씨 외에도 2012년 3월 납북 어부 가족인 최성용(풍

북호 선장 최원모의 자) 씨가 북한인권시민연합의 도움으로 WGEID에 진정서를 제

출한 바 있다. 이 밖에 한국인의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그룹에 한 진정 건으로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오길남과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 (ICNK)는 2011

년 11월 신숙자 모녀 건에 한 진정서를 유엔 자의  구  실무그룹(WGAD)에 제

출하 는데, WGAD는 2012년 5월 2일 동 건에 한 과거 결정을 번복해 ‘자의  

구 ’으로 간주하고 북한에 ‘필요한 조치(즉시 석방  한 배상)’을 취할 것을 요

구하는 의견서(결정)를 채택하 다. 이 밖에도 탈북자 강철환, 신동  씨가 ICNK의 

도움으로 2012년 4월 자의  구  실무그룹(WGAD)에 2건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재 차가 진행 에 있다. 『동아일보』, “납북 남편 소식 내일은 올까… 43년째 

기다려요,” 2012년 5월 14일, p.12;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자문회의(인권 력분

과) 개최,” 회의 자료 (2012년 6월 15일), pp.3-4;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Opinions adopted by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at its sixty-third session, 30 

April-4 May, No. 4/2012(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WGAD/20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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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KAL기 납북사건에 해 보다 구체 으로 

시하도록 함으로써 동 문제의 국제  해결을 한 ‘우선  의제화’ 노력

하여야 한다. 이와 련, 2013년 2월 1일 배포된 마르추키 다루스맨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 의 북한인권보고서에서는 이 사건을 1개의 문

장으로 극히 개략 으로만 언 하 을 뿐이다.57) 앞으로는 보다 더 자

세한 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 과 력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특히 향후 가동될 유엔북한인권조사 원회의 경우 9가

지 북한인권 침해 유형의 하나로 납치와 강제실종을 명기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동 조사 원회의 북한인권보고서에 KAL기 납북자문제를 보

다 자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이 사안에 한 국제  심을 환기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58)

셋째, 첫째와 둘째의 정책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기 해 우리 정부와 

련 국내외의 NGO들은 긴 한 력을 통해 국제사면 원회(Amnesty 

International: AI)나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 등 유

수한 국제인권단체들이 KAL기 납북사건을 비롯한 납북자문제에 한 특

별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여야 한다.59) 

57) 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remaining three cases were received by the 

WGEID during its November 2010-2011 reporting period and concern 

Korean nationals who allegedly disappeared on December 1969 after 

their Korean Airlines flight YS-11 was hijacked and diverted t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Council,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rzuki Darusman,” A/HRC/22/57, p.33 para.111 참조.

58) 앞으로 한국 정부․시민단체와 유엔북한인권조사 원회의 력 방향에 해서는 윤

여상, “북한인권 개선과 유엔의 북한인권조사 원회(COI) 출범,” 한반도통일포럼, 

『유엔의 국제조사(COI) 북한 인권』 제18차 학술토론회 자료집, 2013년 5월 3

일, pp.20-21.

59) 1994년 5월 31일 국제사면 원회는 『북한 정치범에 한 새로운 정보』(North Korea: 

New Information about Political Prisoners)라는 특별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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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매년 주최하는 북한인권․난민 국제회의에

서 KAL기 납북자문제를 다루어 국제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

내 인권단체들이 주최하는 북한인권 세미나에서도 KAL기 납북사건을 

집  조명함으로써 해결을 한 기반조성에 력하여야 할 것이다.60) 

다섯째, KAL기 납북자문제의 국제 공론화와 련해서 북한 인권에 

심을 가진 주요국 의회에서 동 사건에 해 증언을 하는 청문회가 지

속 으로 개최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3년 3월 12일 국 의회에서 

KAL기 납북사건에 한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61)은 큰 진 이라고 

생각된다. 이 같은 행사는 미국, 일본, 랑스, 호주, 캐나다 등지로 확

산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가 자체 진상규명보고서를 국·

문으로 발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술한 바와 같이 국제인

권단체가 KAL기 납북사건에 한 특별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 경우에

는 더욱 더 그러하다. 더불어 KAL기 납북사건을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자행한 항공기테러 사건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신숙자 모녀사건처럼 국제  이벤트화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조치들

은 북 압박의 요한 기제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뉴욕  제네바 소재 유엔 북한 표부와 제3국 북한 사  

(http://www.amnesty.org/en/library/asset/ASA24/005/1994/en/d305eea1-ebfc-

11dd-9b3b-8bf635492364/asa240051994en.pdf), 이 보고서에서는 납북자의 실종사

실에 해서도 언 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AI 등 공신력 있는 국제인권단

체가 KAL기 납북사건에 한 특별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고, 우리 정부도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60) 박정원, “ 후 민간인 납북자 문제의 법제도  과제와 망,” (사)북한인권시민연합, 

『민간인 납북자 문제의 국제공론화 방향과 략』, 제34회 NKHR 학술토론회 

(2011년 9월 19일), p.88.

61) 양진아, “EU 캠페인과 WGEID을 통한 진행과정에 한 경과보고,”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외, 『KAL기 납치사건의 해결을 한 열린 토론회』 (2013년 2

월 14일),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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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의 가두시 , 서명운동 개, 유엔사무총장에 한 청원서 제출, 

주요 20개국(G-20) 정상에 조를 요청하는 편지 발송, 온라인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을 통해 북 압박을 개해야 한다. 국내외 

NGO들이 연 하여 유엔 사무총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국제사

회는 사무총장이 KAL기 납북자문제 해결에 극 나서 주도록 유도하

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문제 해결을 한 그의 周旋(good 

offices) 내지 북한 당국과 유 국(한국)과의 仲介를 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매년 가을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에 한 결의를 

지속 으로 채택하여야 한다.62) 총회가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기 

후에 표결 참가국들이 원할 경우 일반성명(general statement)나 투

표설명(explanation of vote: EOV)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우방

국들이 KAL기 납북자문제에 해 언 하도록 함으로써 동 문제 해결

을 북한 당국에 구하며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럽연합(EU)도 더불어 년 유엔 총회와 유럽연합(EU) 의회

에서 KAL기 납북사건을 포함한 납북자문제 해결을 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외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홉째, 이 밖에 필요하다고 단될 경우 한 십자사와 국제 십

자 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에 

해서도 청원서를 제출하여 북 설득을 한 인도주의 화 개최 등 

가능한 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남북 십자회담 등 남

북 화 재개 시 납북자 해결에 보다 극 으로 나서도록 압박하는 효

과를 가질 수 있고, 국제인도지원기구의 가능한 지원을 얻어내는 데 일

62)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차례에 걸쳐 매년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여 왔다. 이는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함께 아직까지 북한 당

국이  개선 의지가 없음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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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할 것으로 인다. 

이상의 여러 노력 가운데서 필자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KAL기 납북사건과 

련된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의 의견과 유엔북한인권조사 원회의 보고서이

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엔의 가장 권  있고 공식 이며 법 으로 유의미한 

입장의 천명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의견도 국제법상 법  구속

력을 갖지 않으며 단순히 권고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북한이 당장 그

에 호응할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북한의 동 의견에 한 무시  불이행은 

유엔기구(인권이사회   총회, 나아가 유엔 안보리 등)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한 근거가 된다. 더불어 국제시민사회가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에 

지속 으로 호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토 가 되기도 한다. 이 에 유념하면

서 KAL기 납북자문제 해결을 해 계속 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국제형사재판소 수석검사의 예비조사 추진

2002년 7월 1일 국제형사재 소 창설을 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발효되었다. 이

로써 일의 국제사회에서 4  핵심 국제범죄, 곧 침략범죄, 반인도범

죄, 집단살해죄, 쟁범죄의 소추·처벌을 한 국제형사재 기구가 발

족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같은 범죄를 소추·처벌하기 해 국제형사재 소

(ICC)가 활동하고 있다. ICC가 특정의 사건에서 할권을 행사하기 

해서는 로마규정에서 명시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물 ·

실체 (범죄구성요건), 인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국 ), 장소 (범

죄발생 장소), 시간 (범죄행  시 ) 요건이 표 인 라 할 수 있

는데, 이 같은 요건은 ICC의 할권 행사에 있어 한 제약요소가 

되기도 한다.63) 여기서는 지면 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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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구성요건과 련해서 볼 때 ICC는 4  핵심범죄에 해서만 

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KAL기 납북사건의 경우, ICC는 항공

기납치범죄 그 자체에 해서는 할권을 갖지 아니하며, 범죄 실행의 

과정에서 혹은 그에 부수하여 발생한 반인도범죄 내지 쟁범죄에 하

여만 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ICC가 4  핵심범죄에 해 할권을 행사하려면, 원칙 으로 범죄

발생지국 는 범인의 국 국  어느 한 나라가 로마규정 당사국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범죄발생지국은 물론 범인의 국 국은 모두 

한민국이므로 ICC가 할권을 행사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인다. 

다만 동 사건이 1969년 12월 발생하 는바, 시간  할권의 요소, 

즉 범죄발생 시 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술한 바와 같이 항공기납

치 사건에 계속범의 법리가 타당하고, 한 ICC가 이 같은 법리를 재

소 할권 인정과 련해서 용키로 하면 실제로 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에 한 극 인 해석의 선례가 아직까지 확립되

고 있지 않은 바, 할권 행사를 하여는 ICC의 사법정책 인 결단과 

로마규정에 한 극 인 해석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로마규정 채

택 시 규정 발효 이 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 계속범의 법리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양해가 성립되었다는 유력한 주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상의 여러 가지 법  제약요소 외에도 북한이 처한 특수상

황, 특히 북한 핵문제의 험성, 유엔의 북제재 추진 황이라든가 

국  러시아 등 련국 입장, 범인의 체포  재  회부의 실 가능

성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지 않다. 재로서는 ICC가 KAL기 납

북사건에 해 실 으로 할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

63) 김 석, 『국제형사재 소법강의』 (서울: 법문사, 2003), pp.103-114; 김태훈, 

“KAL기 납북사건 해결을 한 방법론,”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외, 

『KAL기 납치사건의 해결을 한 열린 토론회』 (2013년 2월 14일), pp.38-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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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한민국 정부가 앞장 서서 동 사건을 ICC에 가져가는 데는 신

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에 비하여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등 국내외의 북한인권단체는 

ICC에 비조사(preliminary examination, preliminary 

review)64)를 구하는 방안을 극 고려함이 바람직하다.65) 왜냐하

면 그러한 행동은 북한 최고지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냄

으로써 추가 인 민간인 납치행 를 억제함은 물론, 북한의 태도 변화

(KAL기 납북자들에 한 인도  차원의 반응)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2. 남북대화를 통한 해결방안 

유엔 강제 ·비자발  실종 실무그룹에서 공식 의견이 도출되고 이

후에도 국제사회가 북 압박을 할 경우, 북한이 기존의 완강한 태도에 

변화의 조짐이 엿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우리 정부는 한 

시 에서 남북 십자회담을 제의함으로써 남북 화의 틀 내에서 KAL

기 납북자문제의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남북 화에서는 납북자문제와 련된 기존의 남북합의문건에 근거하

여 우선 으로 KAL기 납북피해자들의 생사확인을 추진해야 한다. 생

사확인이 실 된 후에는 생존 납북자의 경우 남한 가족과의 서신왕래, 

64) ICC가 국제범죄 사건에 할권을 하는 과정 혹은 사법 으로 개입하는 법  수순

( 차)은 ‘ 비조사 → 본조사 → 기소 → 체포 장 발부 → 신병확보 →재  개시’의 

6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제성호, “연평도 포격으로 국제형사재 소에 넘겨진 김정일, 

단죄 쉽지 않지만, 남 도발 억제 효과 있어,” 『월간조선』, 2011년 2월호 참조.

65) 박정원 (2011), p.89; 김태훈, “KAL기 납북사건 해결을 한 방법론,”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외, 『KAL기 납치사건의 해결을 한 열린 토론회』 

(2013년 2월 14일), p.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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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상 이나 화상상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미 사망한 납

북자의 경우, 남한 가족의 방북 성묘나 납북자의 유해 송환(북한에 가

족이 없을 때나 용이하게 실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추진해

야 할 것이다.  

Ⅵ. 결어

에서 1969년에 발생한 KAL기 납북사건의 개요, 법  성격과 해

결방안 등에 해 종합 으로 고찰해 보았다. 동 사건은 44년 에 발

생한 사건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이지만, 여 히 

미완의 해결문제로,  분단의 고통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납북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북한의 완고한 입장을 의식해 자세로 나가거나 궁극

인 해결을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된다. 

필자는 KAL기 납북자문제에 한 한국의 응과 련해서, 국제

인 해결 노력과 남북 화를 통한 해결 노력이 반드시 모순·배치되지 않

는다는 기본입장에서 논지를 개하 다. 이 같은 근과 해결 노력은 

재의 남북 계에 비추어 시의 한 것이며, 납북자·국군포로, 나아

가 북한인권 문제 반의 해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아

무쪼록 본고가 향후 KAL기 납북자문제 등 남북간 인권  인도  사안

의 진 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기 하며, 을 마치고자 한다.

◩ 접수일: 4월 12일  심사완료일: 5월 1일  게재확정일: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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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roaching and Possible Response to the 1969 

Korean Air Abductees Issu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erspective

The Korean Airlines(KAL) plane YS-11 were diverted and 

50 South Koreans aboard the aircraft were focibly taken to 

North Korea on 11 December 1969. Eleven of those 

kidnapped are not returned until now. This Korean Air 

abductees issue remains one of the most tragic sufferings 

occurred in the era of Korean division. Basically, that issue 

contains enforced disappearance caused by North Korea’s 

sponsored aircraft hijacking and its unlawful detainment of 

innocent South Korean citizens. North Korean abduction 

constitutes a flagrant violation not onl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cluding Universal Declaratioin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but also of international 

anti-hijacking laws, including 1963 Tokyo Convention. In 

addition, such North Korean act must destroy the spirit of 

th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and could be a crime 

against humanity under the 1998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gainst this background, 

South Korea should approach the KAL abductees issue as 

one of the most serious human rights issues and seek pr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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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oriented solutions, taking international 

criminal aspect into consideration as well if necessary. 

Possible Korean Responses could be made on two tracks. 

One is international channel and the other is inter-Korean 

dialogue. In other words, the ROK government should make 

pressure or persuasion to North Korea for the change of its 

attitude toward the KAL abductees issue by taking 

advantag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while 

it pursue confirmation of status and whereabout or family 

reunion and the like through South-North Korean talks.

❙Key words:  The Issue of Korean Air Abductees, Aircraft 

Hijacking, Crime Against Humanity,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WGEID), 

Commission of Inqui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