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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2019 8 20
제목 년 월 일 대한항공 기 납북 사건의 인 송환 : 1969 12 11 YS-11 11
등 피해자 중심의 보편적 인권 정의 실현 관련 질의서·
발신 년 기 납치피해자가족회: 1969 KAL
수신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 , , 

올해는 년 월 일 대한항공 기 납북 사건 주년이지1969 12 11 YS-11 50
만 당시 북한에 납치된 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지금까지도 돌아오50
지 못한 인의 가족은 지난 반세기간 이들의 귀환에 대한 희망을 버11
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기 납북 사건은 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YS-11 2014 (COI) 
고서에서 언급이 되었고,1) 지난 년 월 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 2019 5 9
사회에서 열린 북한의 제 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에서는 우루과3 (UPR)
이는 북한이 년 대한항공 납북 피해자와 관련된 유엔 진정절차에 1969
응할 것을 아이슬란드는 북한이 황원 씨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남은 , 
승객과 승무원을 즉각 석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2)

1) “897. On 11 December 1969, a Korean Airlines aircraft on a domestic flight was hijacked 
by a DPRK agent and flown to the DPRK. On 13 December 1969, the Pyongyang 
Broadcasting Station reported that the airplane was flown into the DPRK voluntarily by 
the two pilots. However, it was later discovered that the pilots were threatened by a 
DPRK agent on-board. Four crew members and 46 passengers were aboard the plane. 
Thirty-nine of the passengers were released 66 days after the hijacking and returned to 
the ROK. The four crew members and the remaining seven passengers were not returned 
to the ROK. The DPRK claimed that the 11 remained in the DPRK of their own will. Two 
of the flight attendants have been used in broadcasts to the ROK. In August 1992, Ms 
Sung Kyung-hee spoke on the Pyongyang Broadcasting Station saying “the DPRK is where 
my heart, body and everything is rooted”. In a press conference with the 39 passengers 
who were returned to the ROK, it became evident that those remaining in the DPRK did 
not do so voluntarily. The DPRK also rebuffed petitions for their release transmitted 
through the Red Cross. The 11 retained against their will were relatively young and 
highly skilled individuals. They worked in professions such as pilot, film production, a 
camera operation, publishing and medicine.”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25/CRP.1 (7 February 2014), 897-899.

2) “126.25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nd respond to all individual communications submitted to the 
bodies and procedures of the United Nations regarding alleged cases, including to the 
requests of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with regard to 
the persons abducted from the Korean Air flight in 1969 (Uruguay);

“127.35 Immediately release the remaining crew and passengers, including Hwang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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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년까지는 인권위원회 는 년 이후 해, (2006 ) 2003
마다 채택해온 북한인권 결의안(2003/10, 2004/13, 2005/11, 7/15, 
10/16, 13/14, 16/8, 19/13, 22/13, 25/25, 28/22, 31/18, 34/24, 

유엔 총회는 년 이후 해마다 채택해온 북한인권 37/28, 40/20), 2006
결의안(61/174, 62/167, 63/190, 64/175, 65/225, 66/174, 67/181, 

에서 북한의 외68/183, 69/188, 70/172, 71/202, 72/188, 73/180)
국인 납치를 규탄하면서 북한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도 년 월 일 북한의 제 차 과 년 월 , 2014 5 1 2 UPR 2019 5
일 북한의 제 차 에서 북한이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에 임할 9 3 UPR
것을 권고하였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년 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는 다음 질의 사항‘1969 KAL ’
에 대한 정부측 답변을 요청합니다.

한국 정부는 보고서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안1. COI , , UPR 
권고에 따라 년 기 납치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1969 KAL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한국 정부는 기 납2. , KAL
치 피해자의 송환 등 보편적 인권 정의 실현을 위하여 북한과의 · (1) 
정부간 적십자간 기타 양자간 대화 유엔 등에서의 다자외, , (2) , ICAO 
교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여론 조성 차원에, (3) 
서 각각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까?

abducted in 1969 during the hijacking of Korean Air Lines flight YS-11 (Iceland);”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42/10 (25 June 2019).
3) “125.48 Address seriously the issues of abductees, prisoners of war and separated 

families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27/10 (2 July 2014).

“127.31 Address the issues of abductees and prisoners of war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42/10 (25 Jun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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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년 남북 기본합의서 남북 공동성명 남3. 1992 , 7.4 , 6.15 
북 공동선언 남북정상선언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 10.4 , 4.27 , 9.19 
언 등을 근거로 북한에 기 납치 피해자의 송환 등 보편적 인권 정KAL ·
의 실현을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한국 정부는 북한에 년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4. 1963
에 관한 협약 도쿄 협약( )4) 년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 1970
협약 헤이그 협약( )5) 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 1971
억제를 위한 협약 몬트리얼 협약( )6) 년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 1979
제협약7) 등 남북한이 당사국인 반테러협약을 이행하여 기 납치  KAL
피해자의 송환 등 보편적 인권 정의 실현을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

한국 정부는 기 납치 피해자의 송환 등 보편적 인권 정의 실현5. KAL ·
을 위하여 년 헤이그 협약 제 조 제 항1970 12 1 8)이나 년 몬트리얼 1971
협약 제 조 제 항14 1 9)의 분쟁해결 규정을 활용하여 협상 중재 국제사, , 
법재판소 제소를 고려하고 있습니까(ICJ) ?

4) Convention on Offens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http://www.law.go.kr/trtyMInfoP.do?trtySeq=4257 

5)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http://www.law.go.kr/trtyMInfoP.do?trtySeq=2420 

6)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http://www.law.go.kr/trtyMInfoP.do?trtySeq=2416 
7)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http://www.law.go.kr/trtyMInfoP.do?trtySeq=311 
8) 협상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개국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들간 “ 2
의 어떠한 분쟁도 그들 중 일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 요청일로부터 개월이내. 6
에 체약국들이 중재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 당사국중의 어느 일국가가 국제사법재판소, 
에 동 재판소규정에 따라 분쟁을 부탁할 수 있다.”

북한은 동 협약에 대하여 유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https://www.icao.int/secretariat/legal/List%20of%20Parties/Hague_EN.pdf 
9) 협상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개국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들간 “ 2
의 어떠한 분쟁도 그들중 일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 요청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 6
체약국들이 중재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 당사국 중의 어느 일국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 
동 재판소 규정에 따라 분쟁을 부탁할 수 있다.”

북한은 동 협약에 대하여 유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https://www.icao.int/secretariat/legal/List%20of%20Parties/Mtl71_EN.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