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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제안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지금 
남북한 대화의 재개와 최근의 남북한 관계 진전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이에 저희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북한인권 문제가 정상회담의 의제로는 물론이고 향후 진행될 북한과의 모든 
회담에서 반드시 시급한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한국 정부가 북한에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최근 수 차례의 논의와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와 지역 평화 
및 안보가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억압적인 인권침해 문제를 다룰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북한 정부가 
근본적이며 광범위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지난 3월 12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모든 안보 대화의 진전은 인권 대화의 
확대와 나란히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인권상황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력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권을 부차적으로 생각하거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향후 북한과의 모든 회담에서 아래 사안들을 의제에 
포함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1.       유엔 인권 권고사항 이행 
 
2017년 북한 정부는 제한적이지만국제인권기구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북한에 
유엔의 보편적정례검토(UPR)를 포함해 북한이 유엔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도록 다음과 같이 
요청해 주시길 권고합니다.  

  
- 북한 내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인권유린 혐의를 다루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집결소, 교화소, 노동단련대 등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구금시설에 국제 
감시단이 방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거나 허가없이 북한을 떠나려는 행위 등 국제법 하에서는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로 인해 처벌받는 수감자들을 석방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견해에 협력하고 적절히 

대응하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다른 관련 유엔 보고관들의 방북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포함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력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 다가오는 보편적 정례검토(UPR)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을 포함한 유엔인권기구에 
계속 협력하고 유엔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며 이에 따라 현지에서 관련 변화를 실제로 
이행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와 고문방지협약을 포함한 
주요 인권조약기구에 조인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2.       남북한 인권 보호 협력 
 
2016년 3월 제정된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북한과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고 정보교환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께서 
북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압박을 가할 것을 권고합니다.  

  
- 정기적 남북인권대화를 구축해야 하고, 이 대화 진행 과정은 원칙에 입각하고 명확한 

기준을 따르며 책임규명이 분명해야 한다고 북한 정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 
혹은 회담 후에는 남북한이 논의한 내용과 남북한 최고위급 차원의 후속 회담이 반드시 
포함된 다음 단계의 합의에 대한 공개적 보고가 뒤따라야 합니다.   

 
- 남북한 정보교환과 민간 교류 확대를 허용하고 정보 접근 및 교환과 이동의 자유를 

증진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 한반도 전역에 걸쳐 상호 검열 없이 자유로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합의하도록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공영 방송 한국방송공사 KBS와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죤 
KCTV를 서로 방영하는 것이 우리가 제안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산가족 및 납북문제 
 
6.25전쟁(1950-1953)으로 약 1백만 명의 한국인이 전쟁 중 피난 등, 강제실종과 납북으로 또는 
탈북 후 이산가족이 되는 등 가족과 강제적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약 13만 
명의 한국인이 1988년 이래 남북한 정부가 주최한 이산가족상봉에 가족상봉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 1만8천800명만이 이산가족상봉을 할 수 있었고 약 6만 명은 여전히 이별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며 이 중 60% 이상이 현재 80세 이상의 고령입니다.  

  
6 ·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 따르면 한국전쟁 중 국경 건너편에서 납치된 한국 민간인은 약 
8만2천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합니다. 한국 정부는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500명이 넘는 한국 국민이 납북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2013년 이후  7명의 한국인이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현재 3만 명 이상의 탈북민이 북에 있는 가족과 합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 
없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남북한 이산가족상봉의 정기화에 합의하고 이 정기적 이산가족상봉을 북한에 가족이 

있는 모든 한국 국민에게 확대할 것을 북한 정부에 계속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산가족 
간 서신 또는 전화를 통한 정기적 교신과 상호 방문을 적어도 인도주의적 근거에 따라 
허용할 것을 계속 촉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산가족문제는 안보문제 등 남북한 관계의 
진전 여부에 따라 인질로 잡혀서는 안 됩니다. 

 
- 모든 사람에게 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를 떠나고 또 고국을 포함한 그 어떤 국가도 

떠나고 귀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줄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국적이나 외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보유했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가족 중 
북한을 떠나 한국이나 기타 국가로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출국 비자를 발급해주는 조치 
등도 북한 정부가 취해야 합니다. 개인 면담에서 각 개인의 의사를 독립적으로 심사할 
것을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요청해야 합니다.    

 
- 납북 문제에 대해 더욱 폭넓은 교류 협력에 시급히 임할 것과 북한 정부에 제기된 납북 

혐의에 대해 진지하게 조사하고 대응하는 의지를 보일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의 유골을 식별하고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이는 가족의 유골이 한국에 남아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남북한 민간인 간 접촉에 대한 현존하는 법적 제약을 풀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4.       인도주의적 지원 
 
유니세프에 따르면 2017년 12월 현재 (북한 주민 중) 약 1천8백만 명이 식량 불안정상태에 놓여 
있고 20만 명의 아동들이 급성 영양실조 상태라고 합니다. 5세 미만 아동 약 세 명 중 한 명 
그리고 12~23개월 된 아동 중 거의 절반이 빈혈이라고 합니다. 2017년 10월 유엔세계식량계획은 
향후 6개월 동안 북한 여성과 아동을 돕기 위해 2천5백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고 
유니세프는 유니세프의 2018년 북한 프로그램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9백60만 달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2017년 9월 한국은 이 두 기구에 8백만 달러를 향후 적절한 시기에(날짜 
미정) 기부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국제적 책임이며 인간의 생명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의 직접 지원이든 한국 민간 기관을 통한 지원이든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군이나 다른 곳으로 전용되지 않고 의도된 수혜자인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감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어린 아동, 노인, 장애인, 구금된 
사람들, 임산부와 육아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필요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 정부가 투명성과 책임규명에 대한 국제 기준에 
맞는 적절한 감시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한국과 국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수요 평가를 위한 북한 전역에 대한 
접근권 및 식량과 다른 지원물자가 배달되는 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포함됩니다.  

  
북한 정부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한국이 지지한 것에 대해 2018년 3월 31일 북한이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정치적 도발이자 대화의 분위기를 깨는 참을 수 없는 행위이다”라고 
언급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말했듯이 한국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에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개선을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의 리더십은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안보 위기 해법을 찾는 것과 동시에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에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권고사항을 고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제안 사안에 대해 청와대 참모진과 더 
논의할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969 KAL Abductees’ Families Association, South Korea 
ALTSEAN-Burma, Thailand 
Amnesty International 
Asia Justice and Rights (AJAR)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 (AFAD) 
Asociación Pro Derechos Humanos, Perú 
Centro para la Apertura y el Desarrollo de América Latina (CADAL), Argentina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HR), South Korea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 United States 
Han Voice, Canada 
Helping Hands Korea_Catacombs, South Korea 
Human Rights Watch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Belgium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 United States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ICNK)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 
Jacob Blaustein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JBI), United States 
Korean War Abductees’ Family Union (KWAFU), South Korea 
Liberty in North Korea (LINK), United States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Rescue of Japanese Kidnapped by North Korea, Japan 
NKnet, South Korea 
NK Watch, South Korea 
No Fence, Japan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United States 
North Korea Strategy Center (NKSC), South Korea  
Now Action & Unity for Human Rights (NAUH), South Korea 
Open North Korea, South Korea 
Peace and Hope International, United States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PSCORE), South Korea 
Refuge Pnan, South Korea 
Robert F. Kennedy Human Rights, United States 
Saram, Germany 
Southern Africa Litigation Centre (SALC), South Africa 
The Association for the Rescue of North Korea Abductees (ARNKA), Thailand 
The Korea Future Initiative, United Kingdom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South Korea 
Unification Academy, South Korea 
Unification Media Group, South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