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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납북자 황원 당시 강릉 씨를 포함하여 ‘KAL ’ ( MBC PD)

납북 미귀환 인의 생사와 소재를 즉각 밝혀야 한다‘KAL 11 ’ !

오늘은 년 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이하 가족회 가 황인철 대표의 아버지‘1969 KAL ’( ‘ ’)

황원 당시 강릉 프로듀서 가 북한으로 납치 지금까지 강제 억류되어 있는 ( , MBC ) , 

사례를 유엔인권인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 실종에 관한 유엔실무그룹 이· (WGEID, 

하 실무그룹 에 제출한 지 꼭 년이 되는 날이다‘ ’) 1 .

실무그룹 과 북한정부 조사청원서 제출기관 및 피해당사자 가족 사이의 (WGEID) , 

교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communication) , 

도 유엔으로부터 북한 당국의 답변을 전달받은 바가 없어 가족회는 매우 답답한 심

정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북한이 유엔 해당기관에 답변을 주. 

었는지 아닌지조차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무그룹의 절. , 

차규정상 인권단체 또는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접수받은 사항을 실무그룹이 가해국

으로 지목된 국가에 전달하면 해당국은 그로부터 개월 이내에 회신하도록 되어 있6

다는 점 하지만 년이 지나도록 실무그룹으로부터 북한 측의 답변을 전달받지 못, 1

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북한이 아직도 답변을 주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년 월 일에 발생한 기 납치사건은 북한의 국제범죄행위임을 전 세계1969 12 11 KAL

가 다 아는 납치사건으로 북한의 자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건이다.

강력하게 북한당국에게 가족의 생사확인을 촉구 한다.

북으로 납치한 황원 씨를 포함하여 납북 미귀환 인은 살아있어도 북한에 ‘KAL 11 ’

살아있고 고통 끝에 사망하였더라도 그 시신과 유품 등은 북한에 남아 있을 것이 ,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북한은 년 월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생사확인 불가. 2006 6 ‘

능이라는 일방적이고 지극히 비상식적인 통지서 한 통만 보내 주었다 또한 우리 ’ . 

가족회가 염려하고 있듯이 만약 유엔 실무그룹으로부터의 해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 

지금까지 답변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합당한 국제규정과 절차에 따, 

라 황원 씨를 포함한 납북 미귀환 인의 생사를 밝혀야 할 것이다’KAL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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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1969 K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