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북 사건발생 주년 성명서KAL 42 , 

북한은 납북 미귀환 인의 생사를 당장 확인하라, ‘KAL 11 ’ !‘

오늘은 납북 발생일로부터 정확히 년이 된 날이다KAL 42

지난 년 월 일 정오 시 분 강릉발 김포행 대한항공 국내선 1969 12 11 12 25 YS-11 

이륙 후 여 분만에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치를 당하였다 일 만인 년 10 . 66 1970 2

월 일 납치당한 명중 승객 명만이 귀환을 하였고 돌아오지 못한 납북 14 50 39 , 'KAL

미귀환 인은 아직도 북한에 강제 억류되어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11 ' . 

이는 반인도적이며 반인륜적인 행위이다.

기 납북사건은 이미 년 월에 에서 항공기불법탈취에 관한 규탄 결‘KAL ’ 1970 11 UN

의안을 채택한 바 있는 사건으로 북한이 자행한 명백한 국제범죄행위로 과 전 , UN

세계인이 다 아는  납치사건이며 또한 국제관습법상 강행규범으로 지금 우리시대에 

반드시 풀어야 하는 중대하고 고귀한 인도주의적 사안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가족들에게  년 월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생사확인불2006 6 ‘

가능이라는 통지서를 보냈고 또한 년 월 일에는 생사확인을 요구한 국제’ 2011 10 11

적십자위원회에 조차 생사확인불가능이라는  믿을 수 없는 답변만 주었다‘ ’ .

그러나 정작 월말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 실종 실무그룹 과 8 (WGEID)

북한정부 사이의 교신 에 따른 책임 있는 답변에는 아직까지 답을(communication)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북한당국에게 강력하게 가족의 생사확인을 촉구 한다.

북으로 납치당한 납북 미귀환 인은 살아있어도 북한에 살아있고 고통 끝에 ‘KAL 11 ’ , 

사망하였더라도 그 시신과 유품 등은 북한에 남아 있을 것이 자명한 일이다 하지. 

만 북한은 생사확인 불가능이라는 일방적이고 지극히 비상식적인 통지서 만 보내 ‘ ’

주고 있다. 만약 북한 당국이 언제까지 묵묵부답으로 버티기만 하면 별 문제가 없

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대단히 어리석은 오판이다 명백히 공인된 국제.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이를 해결하지 않으려 한다면 북한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더 

큰 비난과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합당한 국제규정과 절!. 

차에 따라  납북 미귀환 인의 생사를 당장 밝혀야 할 것이다’KAL 11 ‘ !

년 월 일2011 12 11

년 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1969 K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