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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논문은 국제정치이론 중 구성주의시각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권력이론 

분석틀에 따라 NGO가 미국 북한인권법의 제정 및 확산과정에서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한다. 현실주의적 시각에서는 국가를 

개별적 행위주체로 보며, 국제정치적 현상을 각 국가가 권력과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함으로써 일어나는 결과물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이에 개

별국가차원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북한을 압박하기위한 수단 즉, 정치적산

물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 시각은 EU, 일본, 캐나다 등 북한과 직접적으

로 이해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까지도 북한인권법 혹은 결의안을 제정

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개별적 국

가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공공선 즉,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

권을 위해 각 국가가 연합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초국가기구(UN)에 

의한 압박수단으로서 2005년부터 UN차원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을 통과시

킨 현상은 잘 설명할 수 있지만, 개별국가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설명하기

에는 설명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UN에 1년 앞선 

2004년 제정되었다. 반면, 구성주의는 인지공동체가 규범의 담지자로서 

가치의 확산에 기여하여 개별 국가는 공유된 문제인식을 형성하며 행위

자들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설명하여 일국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

정 및 확산 현상뿐만 아니라 초국가기구 UN의 대북인권결의안 통과 현

상까지도 잘 설명할 수 있다. 

   미국 내 북한인권법의 제정 및 확산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

선 2000년대 초 처음 북한 인권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해 최초의 북한인

권 전담NGO가 결성되었다. 북한인권 NGO의 첫 번째 형태로 문지기역

할을 수행함으로서 이슈 내 동종네트워크 간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기존 인권단체의 하위이슈로 다루어지던 북한인권 이슈의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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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가 형성될 수 있었다. 이슈의 심각성에 여러 기타 NGO가 공감함에 

따라 북한인권NGO연대가 형성되었으며 미국 북한인권법 초안 작성 및 

제정촉구운동을 벌였다. 이에 북한인권법(H.R.4240)이 2004년에 제정

되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시위 및 가치 확산이 이루어졌다. 이는 북한인

권 NGO의 두 번째 모습으로 중개인 역할을 수행한 시기이다. 동종네트

워크 간 상호작용과 더불어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의 내용적변화도 

수행했다. 10년이 지난 현재, 북한인권법의 2회 재승인에 더하여 탈북고

아입양법안(H.R.1464) 및 탈북자 보호 결의안, 납북자 송환촉구 결의안 

등 각종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이 제정되었다. 이는 3시기로 북한인권 

NGO가 변환자 및 해석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결과이다. 변환자 역할

을 수행함으로서 이종네트워크와 적극적인 상호작용 결과 북한인권법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동시에 북한인권 NGO네트워

크 내에 속한 개별 NGO들이 해석자 역할을 함으로써 다른 종류 네트워

크와 활발하게 의사소통하며 새로운 이슈를 소개하는 등의 내용적 변환

도 수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일견, 북한인권법의 확산 현상은 의원 및 관료 등 공식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NGO가 규범

의 담지자로서 미국 북한인권법 제정 및 재승인에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

행하고 있으며, 각종 결의안과 탈북고아법안이 제정되는 등 북한인권 관

련 법안과 결의안이 확산되어가는 현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밝

힌다. 즉, 북한인권 이슈에 대응하여 NGO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음

을 주장한다. 본 논문은 구성주의적 관점에 의해 이슈 내에서 NGO의 

역할을 일관되게 분석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북한인권법, 인권, NGO, 네트워크 권력, 거버넌스

학  번 : 2011-2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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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현대사회는 사회관계의 빈도와 밀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부분적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졌다. 그로인해 모든 정책 이슈가 서로 

얽히게 되고, 따라서 총합적 시각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특히 초국가적 

문제에 있어서는 총체적 접근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글로벌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초국가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냉전체제 이후 주요 

이슈였던 안보와 경제문제 양극화 문제에 더하여 새로운 이슈로써 환경, 

인권, 여성문제, 평화 등의 문제가 주목받게 되었다.1) 경성이슈보다는 비

교적 연성 이슈인 환경과 인권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더 활발히 일

어나는 현상은 물질적 이해관계와 레짐적 요소가 많이 배제되어 거버넌

스에서 합의가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2)

   북한 인권 문제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인도적 지

원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3) 인권은 모든 인류

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이다. 하지만, 국제적 관심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하여 현재까

지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1) 조윤영, 2006,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제도: 유엔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지
역연구논총』, 제24권 제3호, pp. 349-350.

2) 경성이슈에 속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논의는 국가 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
하기 때문에 다자적 협력의 제도적 결실이라 일컬을 수 있는 6자회담은 사실상 진전
이 없는 상태이다. 반면, 북한의 인권은 연성이슈에 속하는 바, 비교적 국가 간 협력
을 수월하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하지만 인권문제 제기하는 것이 비
핵화의 연장이라는 시각이 강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한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을 제
정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대해 첨예한 대립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서보혁, 2005, “행위자 간 협력을 중심으로 본 미국의 북한인권정책”, 『북한연구
학회보』, 제9권 제1호, pp. 3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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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북한·중국·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여기어 

공식석상에서 논의조차 시도하지 않았다.4) 하지만 2004년 미국의 북한인

권법을 시작으로 2005년 UN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현상을 

보면 북한인권 이슈는 이미 세계적인 우려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

다. UN 북한인권결의안의 경우 2005년부터 8년 동안 채택되었으며, UN

총회에서 논의된 북한인권결의안에 있어 시계열 상 국가들의 투표행태를 

보았을 때 반대표와 기권표가 줄고 찬성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는 모습을 보였다.5) 그 결과 2012년에는 투표에 참여한 총 183개국 중 

찬성국가가 112개국에 이르게 되었다. 2012년에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COI)를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금 더 강력해

진 결의안을 처음으로 표결 과정을 생략하고 ‘합의’방식으로 채택했

다. 이로써 UN의 북한인권결의안은 8년 연속으로 채택되었다.6)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에 처음으로 총회 결의안에 제안국가로 참여

했으며, 2010년 UN인권소위원회의 결의안에도 제안국으로서 참여하기 

시작했다.7) 이는 우리 정부가 정권의 성격 및 정치적 입장에 따라 투표

에 기권해오다가 5년 전부터 정치적 판단으로부터 벗어나 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8)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아직 공식석상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

4) “UN인권위 추진 對北인권 비난 결의안 한국, 표결에 불참키로” (동아일보 2003-04-15), 
“한, “UN대북결의안 기권은 야만적 행위” 맹비난” (업 코리아 2005-11-18), “與 '
대북인권결의안'에 노선 따라 입장 갈려” (프레시안 2006-11-16).

5) 2005년 표결 당시 30개 국가가 찬성했고, 9개 국가가 반대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4
개 국가는 기권했다(“UN인권위, 대북 인권결의안 3년 연속 채택” YTN 2005-04-15).  

6) “UN 북한인권결의안 8년 연속 채택…北 "도움안돼"” (데일리 NK 
2012-12-21), “UN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광범위한 조사’”(폴리뉴스 2013-03-22).

7) “南 첫 제안국 참여 ‘UN인권이사회’ 대북결의안 채택 유력” (헤럴드경제 2010-04-01).
8) 유엔과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활동의 특성 (프레시안 2013-02-05). 한국은 

노무현 정부 내내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 ‘불
참’ 또는 ‘기권’을 행사하다가 2006년 북한의 핵실험과 당시 반기문 전 외교부장
관의 유엔사무총장 선출 확정에 따라 한 차례 찬성한 바 있다 (“UN총회 4번째 
‘북한인권결의안’ 상정될 듯” 데일리NK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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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비난하며 개선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공식적으로는 국제적 흐름에 

이미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탈북자 이외에도 유혈사태나 쿠데타 혹은 정치적 망명 

등에 의한 난민 또한 많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난민은 UN과 엠네스티 

같은 국제단체들의 지원 혹은 각 국의 인도주의적 지원 경로를 통해 원

하는 나라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다.9) 탈북자의 경우 전쟁 상황은 없었지

만,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로 난민이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과 탈주자 및 범죄자를 서로 인도한다는 협정(‘조중(朝中)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을 맺은 상태로, 탈북자 중 일부가 중국에서 

마약거래 혹은 위조지폐 유통 등 각종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명목 

하에 최근까지도 난민보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10) 중국당국이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고려하여 탈북자들을 계속해서 북송하는데 더하

여 중국 내 탈북자를 구호하려는 한국 시민운동가들을 장기간 감금·고

문했던 김영환 사건(2012년) 등이 발생함에 따라 더욱 거센 국제적 지탄

을 받고 있다.11) 

   이처럼 북한 인권문제가 북한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초국가적 이슈로 

관심을 받게 됨에 따라 초국가기구, 개별 정부, 씽크탱크, 시민사회, 언

론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수준의 주체가 포함된 이슈네트워크라는 측면

에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9) “‘가자지구 유혈 이제 그만’ 국제엠네스티도 休戰 촉구” (헤럴드경제 
2010-04-01).

10) “北 99년부터 대대적 공개처형…1개 시-군서 매년 10명총살” (동아일보 
2002-05-17).

11) “김영환 “6일간 구타·전기 고문”…中 ‘부인’” (KBS NEWS 
2012-07-31), “中, “김영환 전기고문?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발뺌” (뉴 데일
리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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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대상

본 연구의 범위는 미국 국내 차원의 북한인권 이슈네트워크 및 법안확산 

현상으로 한정한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향후 북한과의 관계에

서 가장 주도적인 위치에 설 개별국가 주체이다. 한편, 한국의 입장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분단국가라는 군사적 특수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정치적 환경에 처해있다고 판단한다. 북한과 주로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변화는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성 설정

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미국 국내에서 북한인권 이슈 내에서 

NGO 네트워크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면서 북한인권법 제정 및 확산과정

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북한의 독재정권 통치 하에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 실태가 심각함이 

알려짐에 따라 북한당국이 자체적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

로 판단되어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끌게 되었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이 

되는 미국 북한인권법은 인권외교정책의 일환으로 한 국가의 정부 즉 북

한 당국이 자율적인 단독 주체로서 자국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

를 시작하거나 개혁을 이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별국가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당국에 외부적 압력을 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외부압력을 효과적으로 가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고자하는 관련 행위자 개별 국가, 초국가기구, NGO, 언론 간에 상

호이해와 협력을 통한 정보 및 비전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즉, 개별 정

부주체의 문제해결의 한계가 자명한 인권 문제가 이슈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협력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자세가 요

구되는 것이다.12) 

12) 조희원·장재남, 2009, “유엔을 통한 여성정책의 지구화에 관한 연구”, 『평화학연구』, 제10권 제4호, pp. 1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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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북한인권법 확산과정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가진 전문가 그룹과 인권관련 NGO, 미국 상원 및 

하원의회, 행정부 관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북한인권법의 제정 및 확산을 이룩했다.  

때문에 효과적인 네트워크 권력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

다.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력의 과정에서 상호이해에 기반을 둔 합의

를 이끌어 내고 정교한 대화 혹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공유된 비전을 이끌어 냄으로써 만들어진 상

호이해를 통한 합의기반 정책 및 대응이 거대한 압력으로써 북한 및 중

국 정부에 작용하여 향후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13) 또한, 개별국가 미국의 사례를 통해 NGO 및 지식공동체, 시민사

회, 의회, 관료를 아우르는 정책이슈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향후 인권정책에 관련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조 연구

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즉, 개별국가차원 미국 내에서 북한인권법의 확산이 왜 그리고 어떻

게 일어나는 가를 NGO의 활동을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 

현상을 일관되게 설명하고자한다. 단기간동안 미국 전역으로 북한 인권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그로인해 북한 인권네트워크가 형성

되어 점차 더 큰 외부압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NGO가 규범의 담지자로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

며 북한인권법이 확산되어가는 현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이에 북한인권문제에 대응한 NGO네트워크의 네트워크권력 현상

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겠다.  

13) 변동건, “심의민주주의와 환경 거버넌스”, 『사회과학연구』, 제20권,  pp. 8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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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사례 소개

미국 내에서 북한 자체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 핵과 

미사일에 관련하여 시작되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고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대상으로 지목되었다. 북한 사회는 1990년대에만 해도 철저히 폐쇄

되어있어 그 실상을 알 방법이 없었다. 이에 인권 유린의 심각성이 외부

세계로 노출되지 못했고 설사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증언이 

흘러나와도 외부세계는 무관심하거나 근거 없는 루머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조차 있었다. 이후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생계

형 혹은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탈북이 시작되었다. 탈북자에 의하여 북

한의 내부 사정이 외부로 드러나고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북한의 

인권실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는 북한의 인권에 대한 문제인식조차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을 뿐

더러 자국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단지 북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

하는 몇몇 정부 공식 행위자만 인권문제를 핵에 연계하여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14) 

   이에 북한에 관련된 일을 맡았던 담당 관료, 인권·평화 NGO에 속해 

활동을 하던 몇몇 행위자는 북한의 인권 향상을 위하여 무언가 외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각성과 함께 1990년대 말 개별적 활동을 펼치기 시작

한다. 점차적으로 문제에 관심이 높아져 갔으며, 현재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핵·미사일 외교는 경

성이슈에 속하지만 인권외교는 연성이슈에 속한다. 따라서 6자회담에 관

련한 행위자는 백악관과 국무성의 관련 부서 등 특정 관련기관만이 직접

14)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신임 사무총장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석방 위
한 특별조치 필요’” (RFA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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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관여하는 폐쇄적 특징을 보이는 반면,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비교

적 참여자가 개방되고 넓은 편이다. 이 같은 특성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각함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 즉, 공유된 

규범의 확산에 따라 이슈에 관련한 참여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냉전 후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간 정치적으로 훨씬 민감한 

쟁점인 핵과 미사일 이슈가 아닌 인권 문제가 부각될 수 있었던 데에는 

NGO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인권 논의 초기에는 북한

이 철저하게 폐쇄 사회인 바, 북한을 담당하는 정부관료 혹은 의원 등 

공식적 행위자들에 의해 비공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모습을 보였었지

만, 1990년대 중반 급증한 탈북자 수 덕분에 NGO의 북한인권 운동이 시

작될 수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야했다.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의 실상을 직접 경험하고 잘 알고 있는 행위자 즉, 탈북자

들의 증언을 통한 외부세계와의 정보공유 과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1990

년대 말 당시 탈북자들이 미국에 와서 증언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존재했다. 미국 입국을 위하여 필요한 국무성의 비자발급문제와 

북한과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 한국정부와의 관계유지를 위한 

정치적 문제 그리고 미국에 방문하여 증언하고자 하는 탈북자의 북한으

로부터 신변위협 문제와 더불어 중국 혹은 러시아와의 관계 등이었다.15) 

이 요인들은 한반도가 분단국가라는 특수상황에 처해있을 뿐 아니라 탈

냉전 맥락의 국제정치적인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보다는 

NGO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공식적인 마찰 없이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진

행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NGO는 정부가 조용한 외교정책의 원칙하에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던 문제들과 다루지 않거나 다루지 못하는 문제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운동 연장선상에

15) “탈북자, 유엔난민 지위 획득은 명분을 세워 주는 것이다 - 박시경 목사” (RFA 200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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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때문에 NGO들은 정부 혹

은 국가보다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에 관하여 더욱 폭넓고 적극적인 활동

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16)

   특히나 이 연구에서는 NGO를 중심으로 이슈 네트워크 안에서 펼치

는 활동을 살피어 기존 국제정치학의 공식적 행위자 활동을 중심으로 한 

설명에 치중했던 한계를 보안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직관적 감각에 

의하면 북한인권법의 확산 현상은 의원 및 관료의 정치적 행위 산출물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탈북자 북송 등의 이슈로 세

계 각지에 위치한 NGO 단체들은 중국 영사관 앞에서 200회 이상의 북

송반대 시위를 정기적으로 벌인 결과, 북한인권 이슈는 동북아시아의 지

역적 관심을 넘어 전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었다.17) 1990년대에는 희미했

던 북한인권 국제 규범이 형성되고 2000년대 중반부터 확산 및 수용현상

이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는 북한인권의 억압 실태를 

한반도의 문제를 넘는 지구촌 인권 이슈라는 글로벌 의제에 연계함으로

써 북한인권 이슈를 부각시켰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확산과 결합

하여 정책 의제화한 이슈 NGO네트워크의 활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제4절 논문의 구성

 

제2장에서는 대표적인 전통 국제정치이론 세 가지 현실주의·자유주의·

구성주의에 의하여 선행 북한인권 이슈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한 네트워크 권력이론을 제시했다. 

16) 한상철, 2001, 『시민행정론』, 서울:법문사, p. 277.
17) “탈북자 북송반대집회 200일을 맞이하다!” (뉴 데일리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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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은 본 논문의 연구 설계로 미국 내 북한인권 관련 입법의 확산과 

이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NGO의 네트워크 권력 및 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분석틀을 제시했다. 제4, 5, 6장에서는 미국 북한인권법의 

제정 및 확산과정을 NGO의 활동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권력이론 분석틀

로 분석했다. 미국 내 북한인권법의 확산과정 및 현상에 대하여“미국의 

북한 인권에 대한 기존의 무관심은 실제로 변화했는가?”, “만일 변화

했다면 그 실체적 근거는 무엇인가?”, “변화의 시기는 구체적으로 어

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라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

식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실증적인 근거 및 이를 가능케 한 NGO의 활

동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를 증명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제7장

은 결론으로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롤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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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 및 이론적 논의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1. 북한인권법에 대한 현실주의적 접근

국제정치 현실을 설명하기위한 국제정치학 이론 중 현실주의는 개별 국

가가 자국의 권력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 

및 행동한다는 접근법이다. 이는 국가의 이익과 국가행동과의 연관성, 

국가이익과 권력개념과의 연관성, 세력균형이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18)

   따라서 현실주의자들은 북한인권법이 개별국가의 이익에 의해 수단으

로써 제정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북한의 비

핵화 및 독재 정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한다. 김동한은 

미국 북한인권법의 조항 중 미국 혹은 다른 국가들이 북한을 원조 지원

할 때 직접 북한당국에 전달하기보다는 투명한 분배과정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규정한 것을 들어, 북한 당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

한 탈북자 조항은 중국당국을 겨냥한 것으로 대 중국 압력수단으로 해석

했다. 즉,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여 권력을 과시함과 더불어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맡고자하는 의도성을 가진 법률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 일본 북한인권법의 경우 공식명칭은 「납치문제 및 

기타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법률 제96호, 

2006년 6월 23일)」로 법안의 공식명칭 그대로 납북자 문제에 초점을 맞

추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납북자 중에서도 특히 일본인 납북자

18) 전재성, 2009,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 『통일과 평화』, 제1호, pp. 7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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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법안 내용이 상징적이며 선언적인 특성을 띈다. 

따라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위한 실질적인 법안이라기보다는 북한을 압

박하기위한 수단으로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한나라당 발의법

안), 일본 북한인권법은 공통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NGO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대북방송을 촉구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이는 NGO를 

이용해 라디오 혹은 소위 ‘삐라’살포 등의 방법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북한인권

법을 체제전복기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북한인권법 때문에 

심각한 갈등상황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19) 이근은 미국 북한인

권법을 법적 조문만 분석하여 인권개선을 위한 순수한 의도로 해석해서

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순수한 인권법이라고 해도 안보적 전략

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으며, 법안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흡

입요인(pull factor), 추진요인(push factor), 중간요인(intermediary factor)

의 조합으로 매우 정교한 전략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했다.20) 즉, 북한인

권법의 표면적 표현은 순수하게 인권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

으나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 하에 문구가 조정되어 제정된 것이라는 논리

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으로 법안이 개별국가의 이익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제성호는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이라크 

후세인 숙청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현실주의 접근을 비판했다. 선제공격과 인권의 개선은 다른 차원의 문제

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성이 부재할 뿐더러, 무력 선제공격은 국제법

19) 김동한, 2008, “한,미,일 북한인권법 비교분석”, 『북한학연구』, 제4권 2호, pp. 31-57. 
20) 북한 주민 이탈의 흡입요인은 북한으로부터 탈북을 유도하는 조항(203, 301, 302, 303, 

305조)으로, 특정 인구를 밖에서 끌어당김으로서 외부에서의 기회 제공을 늘려 북한의 붕
괴를 유도한다. 추진요인은 북한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세상이 존재함을 알리는 것으로, 북한 
당국의 통제력 상실과 개방성 증대를 염두하고 있다. 중간요인은 탈북자 지원 NGO를 지칭
하는 것으로 흡입요인 및 추진요인을 촉진 시킬 수 있다. (이근, 2006, “북한인권법 제
정의 전략적 함의”, 『국제관계연구』제11권 제1호, pp. 5-23.)



- 12 -

에 의해 통제 받기 때문이다. 또한 굳이 북한인권법과 같은 불량국가 민

주화를 위한 법에 기대지 않고도 시행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실주의 

접근을 ‘근거 없는 억측’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즉, 현실주의 시각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북한 인권의 개선 노력의 일환인 UN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UN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이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채택되어온 현상을 설명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북한과 이해관계가 거의 없는 개별 국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캐나다의 북한인권결의안(2013)과 EU의 북한인권결의안(2006) 

등에서의 확산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21)      

2. 북한인권법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

국제사회 공조로 국제기구가 주체가 되어 외부압력을 가함으로써 한 국

가가 자의적으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열악한 상황을 개

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자유주의 접근방식이다.

   북한 인권에 있어 국제사회의 공조현상은 UN인권소위원회 및 총회에

서의 논의와 결의안 채택을 들 수 있다. 제성호는 외부압력으로 인한 북

한당국의 행동조치 변화를 들며 외부압력이 효과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 

예로 일본이 납북자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한 결과 납북자 송환과 가

족 상봉을 시행한 것과 1997년과 1998년 UN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에 출

입국 자유를 보장한 결과 1998년 헌법을 개정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신설 및 조국반역죄를 삭제한 것을 들었다. 또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2000년에 북한이 국제인권 자유권 규약 2차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사례 및 국제사회의 정치범수용소 존재입증에 방북 영국 대표단

에 존재를 인정한 것 등이 있다.22) 홍성후·양승환은 자발적으로 인권상

21) “캐나다 하원, 대북 핵·인권 규탄 결의안 채택” (연합뉴스 2013-03-20); 이선
필,  2009, “유럽연합의 대북한 정책에서 인권정책의 의미와 역할”, 『국제지역연구』 제49호, pp. 26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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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결여된 북한에 인도적 개입으로써 경제, 제

도, 사회문화적 개입을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무력 이외의 수

단들로 국제법상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강제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

한 수단으로 인도적 개입정책이 북한인권 개선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

가했다.23) 이와 같이 자유주의자들의 경우 주권과 인권사이의 관계문제

와 관련하여 한편에서는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UN의 개입의 정당성

을 인정하며 찬성한다.

   한편, 이를 반대하는 입장은 UN개입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기초로 

인권에 대한 주권의 우위를 주장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UN 인권

이사회는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 기준의 극치인 반공화국 인권결

의 채택 놀음에 종지부를 찍고, 미국의 국가 주권 유린행위부터 문제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24) 자유주의 접근은 UN총회에서 북한인권결

의안을 통과시킨 시점에 앞서 미국이 개별국가차원에서 2004년에 북한인

권법을 제정한 현상 및 일본 북한인권법 캐나다 북한인권결의안 등 개별

국가 차원의 행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3. 북한인권법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와 사회는 단일 행위자가 아닌 것으로 보며, 

국가는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사회 속에서 시민은 국가를 

창조했기 때문에 국가는 시민사회의 변화에 따라 항상 지속적으로 변화

하고 있다고 바라본다. 구성주의는 시민사회를 국가와 시장과 대비되는 

제3의 세력으로 규정하며 새로운 규범과 구조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본다. 

22) 제성호, 2004,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의미 분석 및 정치적 파장”, 『중앙
법학』, 제6권 제4호, pp.81-116. 

23) 홍성후·양승환, 2011,“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도적 개입유형의 적용 : 국제법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61권,  pp.105-127.

24) “북한, ‘UN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정치협잡행위’”(폴리뉴스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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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성주의에서는 시민사회의 문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시민사회 

문화를 연성 권력의 중심으로 가정하고 심의민주주의를 형성하는데 결정

적인 기여를 하는 네트워크 측면을 강조한다. 특히 다양한 행위자들이 

구조에 포함된 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지며, 개별국가 내의 네트워크가 어

떻게 부메랑 효과(boomerang effect)를 통해 초국가적 네트워크로 성장

하게 되는지의 과정을 중요시한다. 특히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과 구분

되는 제3세력으로 국제사회 속에서 구조와 규범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권력이다. 이에 세계시민사회를 분석할 때 네트워크 구성요소로 속해있

는 NGO, 국제협회, 초국가 NGO, 교회, 규범 선도 단체, 미디어, 평화운

동, 진보적 재단 등을 제3세력으로 분류하고 분석단위로 활용한다. 분석

단위들은 초국가적 네트워크 속에서 세계시민사회 자체로써 하나의 규범

을 생산해 내는 연성권력으로 자체적으로 권력이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

서 초국가적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공공부문 전체에 영향을 준다. 특히 

다른 국가들 및 국제기구들의 세계적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추

구한다.25) 따라서 구성주의자들은 국제사회의 상호협력과정에 규범의 확

산과 관념의 전파가 필수적이라는 시각을 가진다. 

   이에 NGO의 규범 확산 활동에 의해 UN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제정되

었다고 주장한다. 홍성필은 북한 인권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하도록 유도한 집단으로 인권NGO들의 활동을 꼽았다. 그 예로 1988년

의 아시아 워치(Asia Watch)와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Minnesota Lawy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의 보고서 작

성, 1996년 한국과 일본의 연대 NGO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

는 시민연합’이 창립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UN 고등판무관실(UNHCR)

에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촉구 활동을 벌였다. 또한 탈북지

원NGO ‘좋은 벗들’, ‘탈북 난민 보호 UN청원운동 본부’ 등 NGO들

25) 신하영, 2011, “한반도 분단구조 해소를 위한 구성주의적 접근”, 『글로벌정치연
구』, 제4권 제1호, pp. 10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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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방한 중인 메리 로빈슨 UN 인권고등판무관에게 탈북난민 문제에 대

한 특별조사관 파견을 요청했다.26) 즉, 수많은 NGO가 북한인권 실태의 

심각성을 UN에 알리고 국제사회가 동조하여 북한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UN 인권소위원회 및 총회에서 이슈를 다루게 되었다는 주

장이다.     

   현실주의 접근과 자유주의 접근은 개별국가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

법 제정과 UN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등 세계적인 북한인권 관련 법·

결의안의 확산과정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북한인권법의 확

산 현상을 포괄적으로 분석 가능한 구성주의적 관점에 의하여 NGO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겠다. 하지만 기존 구성주의 접근의 연구들의 

경우, NGO가 수행한 역할을 단순하게 단일화시켜 바라본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 이슈 내에서 NGO네트워크의 역할은 분화되어있으며, 

시계열 상 흐름에 따라 변화 및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NGO의 

활동 양상을 정확히 살피기 위해 네트워크권력이론으로 보완하여 분석하

고자한다. 이에 본 연구는 광범위한 구성주의적 접근 중에서도 네트워크 

권력이론의 개념을 중심으로 NGO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절에

서 네트워크권력이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제2절 네트워크 권력이론

개별국가 내에서의 인식변화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슈NGO네트워크가 

연결고리로써 어떻게 역할을 바꾸면서 이슈네트워크에 속한 공식적 행위

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인권법의 확산 현상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위하여 국

26) 홍성필, 2007,“국제인권에 비추어본 북한의 인권”, 『저스티스』, 제98호,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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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류’의 스위칭 ‘다른 종류’의 스위칭

형식의

스위칭
문지기(gatekeeper) 변환자(transformer)

내용의

스위칭
중개인(broker) 해석자(interpreter)

<표 2.1> 스위처의 유형 

제정치학의 네트워크권력 이론 중에서도 ‘과정’ 차원의 네트워크 권력

관점을 차용하고자 한다. 과정차원의 네트워크 권력은 ‘네트워크상에서 

발휘되는 권력(power on the network)’이기 때문에 특정 행위자가 가지

는 위치와 기능 혹은 링크의 형태와 수 즉, 네트워크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중심적 역할을 하는 권력인 위치권력(positional power)을 말한다.   

   김상배는 ‘과정’차원의 네트워크 권력을 분석하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하나는 같은 종류 네트워크 사이에 ‘상호작동성

(interoperability)’을 가능케 하느냐와 더불어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까지

도 포함하는 ‘호환성’을 가지느냐의 여부이다. 다른 하나의 기준으로써 

네트워크 간 상호작용의 ‘형식’만 바꾸는 스위칭인지‘내용’까지도 

바꾸는 스위칭인지로 나뉜다. 네트워크 권력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인권

법의 확산은 동질적이거나 이질적인 단위들 사이에 누가 어떻게 원활한 

상호작용과 호환의 다리를 놓느냐를 살피는 것이다. 이슈네트워크 내에 

속한 NGO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의 스위칭에 양상에 따라 발전 단계를 

시기로 구분하여 북한인권NGO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킹과 더불어 공식

적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살피겠다.27)

    

  ※ 김상배, “네트워크 권력의 세계정치”, p.398.에서 재인용 

27) 김상배, 2008, “네트워크 권력의 세계정치”, 『한국정치학회보』, 제42권 제4호, 
pp. 38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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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스위처 유형 4가지는 서로 분리되어 있거나 순차적으로 진행

되는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 권력의 현상으로 과정상 변화하는 4가지 모

습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있고 혼합된 모습으로 진행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글에서 네트워크 과정차원에 있어 스위처의 유형을 도입한 것

은 북한인권법의 확산현상을 설명하는데 큰 설명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의 확산 과정을 구성주의적 관점의 네트워크 이론에 의해 일관

되게 분석함으로써 NGO 네트워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밝히고

자한다.

   NGO의 변화하는 역할을 네트워크권력이론에 의해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는 북한인권법의 확산을 가능케 한 인식의 전환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압력수단이라고 주장하는 현실주의적 관념에 대한 반론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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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1절 미국 내 북한인권 관련 입법의 확산

1. 북한인권법 제정 및 2회 재승인

북한인권법 제정 및 2회 재승인은 미국 내 북한인권법의 확산현상으로 

본다. 미국은 개별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2004년에 북한인권법(H.R.4240,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제정하였고 두 차례의 법안 

연장 과정을 통하여 작년에 2017년까지 연장되었다. 법안이 2008년(H.R. 

4240, 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08)과 2012년

(H.R. 4240, 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12)28)에 

2회 재승인 된 것은 2004년 당시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던 북한인권법

안이 미국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

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NGO들이 의원들에게 이슈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촉구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북한인권 실태의 심각성 및 법안의 필

요성에 공감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의회는 2008년 연장당시 북한인권

특사를 상시 전담 특사로 직위를 격상시켰으며, 법안마련에 투입되는 예

산규모를 2배 늘렸다. 더불어 2번째 재승인 법안에 있어서는 큰 논쟁 없

이 의회가 구두표결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이처럼 북한인권법의 제정 

및 2회 재승인은 북한 인권에 대한 NGO의 관심촉구 노력과 의회의 전

반적인 인식변화를 보여준 주요한 사건으로써 큰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28) 동법안의 전체명칭은 ‘Ambassador James R. Lilley and Congressman 
Stephen J. Solarz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of 20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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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결의안 및 법안

미국 내에서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를 개

선하고자 요구하는 NGO가 늘어남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의 다양한 하위

이슈들이 제기되고 주목받게 되었다. 

   최근까지도 계속 되어오고 있는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 북한 송

환29)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 내 탈북자보호결의안’은 

2007년 10월에 통과되었으며 중국 당국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 이는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중점적으로 부각되어온 이

슈로, 중국에 의해 강제북송 당한 탈북자들은 북한당국에 고문·처형·강

제수용소 등의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6.25전쟁포로와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H.RES.376)’은 

북한당국차원에서 주로 일본과 한국의 시민을 납치하는 행위를 비난하고 

즉시 자국으로 되돌려 보낼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북한은 납치한 시

민을 포로로 삼아 국가 간 협상에 유리하게 쓰거나, 외국어를 습득하여 

테러를 저지르려는 수단으로 삼는 등의 범국가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결의안은 2011년 12월에 통과되었으며 북한 당국을 규탄 상대로 하며 주

로 일본계의 납북자NGO 및 한국전쟁 국군포로 가족NGO가 주도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는 북한고아를 미국에 입양 시키는 것이 불가능 했

다. 부모의 동의 혹은 고아의 모국차원의 승인 절차 등이 필수적인 해외 

입양법 때문인데 이 절차에 북한이 협조할리 만무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미국은 중국 및 제3국에 떠도는 북한고아 및 어린이들에게 예외성을 적

용하여, 미국으로 입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을 제정했다. 이것이‘북한어린이복지법(H.R.1464, North Korean Refugee 

29) “朴대통령 ‘北 북송청소년 생명·안전 보장해야’” (YTN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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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ion Act of 2012)’으로 「탈북고아입양법」(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이라고도 불린다. 

   이처럼 북한인권 이슈에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최근에 들어 북한인권

법 외에도 세부적으로 북한 인권에 관련된 결의안들과 법안이 공포 및 

제정되었다. 이는 북한인권 NGO네트워크 내에 속한 개별 NGO가 하위 

이슈를 주도적으로 공론화시켰고 이를 전체 북한인권 NGO네트워크가 

도운 결과 통과된 결과물들이다. 이는 미국 전역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

한 관심 및 세부 이슈의 심각성에도 공감을 많이 얻은 결과라는 의미를 

가진다. 

제 2 절 이론적 논의 - NGO의 네트워크 권력

과정차원의 네트워크 권력은 ‘네트워크 내에서 발휘되는 권력(power on 

the network)’으로 표현된다. 이에 네트워크에 속한 노드는 절대적인 권

력의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네트워크 구성원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개별 노드의 링크 수 혹은 전략상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권력의 크

기가 결정된다. 아무리 절대적 기준으로 크기가 작은 노드일지라도 다음 

노드로 연결을 거부한다면 네트워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상에서 링크가 집중되는 노드 즉, 모두가 지나야만 하는 

중심점에 위치한 노드의 경우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다. 노드와 노드 간 

혹은 노드와 네트워크 간의 연결 즉, 호환성 및 상호작동성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스위처’라고 일컫는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 상에서 권력을 발

휘하는 노드 혹은 네트워크 속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스위처는 네트워크 

속에서 물질적 권력자원보다는 정보·지식 혹은 다른 노드들로부터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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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평판 등에 의해 영향력이 크게 좌우된다. 이는 믿을만한 노드에 다른 

노드들이 집중해서 모여드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스위처의 종류를 ‘상호작동성-호환성’ 측면과 ‘형식-

내용’ 측면으로 두 가지 기준을 인용했다. ‘상호작동성-호환성’은 같은 

종류의 네트워크들 만의 ‘상호작동성’인가 혹은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

들까지도 아우르는 ‘호환성’ 기능을 하는가이다. 또한 ‘형식-내용’의 

경우 네트워크 사이에 의사소통하는 ‘형식’만을 부여 하는가 혹은 내용

의 변화까지도 제공하는가에 따른다.

1. 문지기

같은 종류 네트워크 간에 내용변화 없이 형식상의 스위칭이 일어나게 하

는 스위처를 문지기 스위처라고 한다. 이에 노드 혹은 네트워크 간‘물

리적차원의 상호작동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스위칭은 여러 가

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개별 노드 간 스위칭은 일대일 스위칭, 개별 

노드와 네트워크 간 스위칭은 일대다 스위칭이며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 스위칭은 다대다스위칭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문지기 스위처는 

네트워크 길목에 위치하며 다른 노드와 상호작용을 원활하게하거나 통제

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한다.  

2. 중개인

 

같은종류의 네트워크 간에 내용변화까지도 스위칭을 수행하는 스위처를 

중개인이라고 분류한다. 이에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간 및 공간적 제약으로 교류가 없었던 노드 혹은 네트워크 간 교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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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 즉, ‘사회적차원의 상호작동성’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3. 변환자

다른종류의 네트워크를 내용변화 없이 형식상의 스위칭을 행하는 스위처

를 일컫는다. 이에 ‘네트워크의 네트워크(a network of networks)’라고

도 불리며 ‘기술적 차원의 호환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

해, 물리적인 차원의 수위를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호환성을 부여하는 기

능을 수행하며 다른 종류의 코드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간에 연결고리 역

할을 한다.       

4. 해석자

다른종류의 네트워크 간에 내용에 변화를 주며 스위칭하는 스위처를 해

석자 스위처라 분류한다. 네트워크 별로 서로 다른 의사소통 수단으로 

단절되어있던 관계가 해석자 스위처에 의해 수단 뿐 아니라 맥락에 맞도

록 의미도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의미차원의 호환성’을 

부여하는 특징을 띈다. 스위처의 4개 유형 중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스

위처이며 이에 이상적인 스위처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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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북한인권 이슈네트워크 행위 주체 간의 상호작용 및 결과물

제 3 절 분석의 틀 

기존의 북한인권법 관련 국제정치학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북

한인권법의 제정 및 확산현상을 구성주의적 시각으로 네트워크권력이론

을 적용하여 살펴보겠다.

   이에 북한인권법의 제정 및 확산에 NGO의 역할이 중요한 영향을 끼

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틀을 제시했

다.  또한 의회 및 행정부의 활동까지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서 보다 정

확히 북한인권법의 제정 및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NGO가 의회 및 행정부 등 여러 변수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며, 이를 토대로 북한인권 

이슈네트워크 대한 함의를 도출해 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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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방법

NGO의 주도적인 역할이 미국 내 북한인권법의 제정 및 확산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북

한인권 NGO 행위자의 등장부터 통시적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했다. 사례

연구는 NGO의 주된 역할 변화에 따라 살펴볼 것이다.

   이 논문은 단일 이슈 내 과정추적(process tracing)사례연구 방법을 통

해 인과관계를 살펴보려한다. Swanborn은 사례연구를 사례의 집중적 연

구(intensive research)이며 사회현상에 관한 연구라고 했다. 이에 과정추

적에 중점을 두고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 사람들의 가치, 기대, 의

견, 인식, 상호관계 및 행태 사이에 펼쳐지는 사회적 과정의 기술과 설

명 등 과정의 기술과 설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30) 이 연구에서 

과정추적 방법은 단일사례 내 분석에 근거하여 이슈 NGO네트워크의 생

성과 발전과정, 의회 및 관료와의 상호작용 등이 어떻게 NGO의 역할변

화 특성과 연결되는지를 NGO네트워크의 활동을 통한 통시적 분석을 통

해 이루어질 것이다.  

   분석의 대상은 북한인권 이슈네트워크 행위자들의 움직임 및 결과물

로 한다. 즉, 국가 공식적인 행위의 결과물인 미국의 북한인권 관련 법

안과 결의안이 있고, 법과 결의안이 생성되도록 촉진한 의회 청문회와 

인식공동체의 논의와 시위·집회 등의 활동까지 대상으로 한다. 

   미국 내 북한인권 이슈네트워크에 속한 각 행위자들의 인식 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2차 자료로써 자유아시아방송(RFA, Radio 

Free Asia)31)의 북한인권 관련 기사의 내용을 주요 정보원으로 한다. 자

30) Peter Swanborn, Case Study Research: What, Why, and How. Thousand 
Oaks, CA: Sage, 2010. p. 13., 남궁 근,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2010, p. 391
에서 재인용.

31) 북한의 인권·핵 이슈를 다루는 신문(www.rfa.org/korean)으로 국무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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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시아방송은 미국 워싱턴에 위치하며 북한과 관련한 이슈에 특화된 

방송으로 국무성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따라서 정부와 의회 뿐 아니

라 미국 NGO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으며 정보의 정확도도 가장 높다

고 평가받는다. 특히 핵문제와 인권문제에 관련하여 북한의 동향과 북한

에 관련된 행위주체들의 공개적인 움직임은 모두 기사화하기 때문에 최

적의 정보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인권 관련 미국 의회 청문회 보고서 등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정보 및 UN 및 개별 국가 별 

움직임에 대해서는 각종 북한인권 관련 선행연구, 보고서, 신문기사 등

을 데이터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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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 LexisNexis Academic 

검색대상 :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보도장르 : 기획·연재, 뉴스, 사고, 좌담·대담, 사설, 인물평, 인터뷰, 

칼럼, 텍스트, 해설 

보도면종 : 오피니언·인물, 정치·해설, 종합, 지역, 경제, 매체, 문화, 

사회, 생활·여성, 특집

<표 4.1> 북한인권을 주되게 다룬 기사 선정요건

제 4 장 문지기 시기(1997-2001.09) 

  

이 장에서는 북한 인권 이슈에 있어 미국의 무관심이 관심 사안으로 변

화한 시점과 더불어 왜 그리고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다. 

다시 말해, 미국 내에서 북한인권 NGO 행위자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

고 그들의 활동이 과연 미국에서 공론화하는데 역할을 했는가, 만약 그

랬다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일조했는가를 살펴보겠다.

<그림 4.1>

0
2
4
6
8
10
12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
2

0
2

3
2 2

5

2

7

10

동종-형식적 스위칭 시기: 북한인권을 주되게 다룬 기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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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시점 : 2013년 2월 28일

보도기간 : 1990년 ~ 2000년 

검색어   : North Korea human rights, North Korea refugee, 

 North Korea labor camp 

선정요건 : 

-  헤드라인 위주로 분석대상을 추출 

-  키워드가 주요 내용이 아닌 경우 배제

-  글자 수 500자 미만 단신기사 제외

-  관련된 내용이 전체 지면의 20% 이하일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 

   <그림 4.1>의 기사검색 결과는 “미국의 북한 인권에 대한 기존의 무관심

은 실제로 변화했는가?”에 대한 실증적 뒷받침 자료가 될 수 있다. 기사 검

색은 ‘북한’이 미국 언론의 이목을 끌기 시작한 1990년을 시작년도로 잡았

다.  

   199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는 북한 인권이슈를 적게는 아예 다루지 않

은 연도도 있었고 많아야 3회 기사화했다. 반면 그래프 상 1997년을 기

점으로 미 언론의 관심이 높아가는 추세를 보인다. 1997년은 북한인권 

NGO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로 몇몇 행위자가 개별적인 활동

을 벌인다. NGO행위자들이 북한 인권이슈에 있어 진입경로 장악하고 여

닫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와 같은 특징은 문지기 스위처의 모습이다. 

NGO네트워크가 문지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치권에서 공론화 될 수 

있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많은 관심을 모을 수 있었

다고 분석된다. 

   북한인권법의 확산과정에 있어 1시기는 1997년부터 2001년 9월까지로 

본다. 네트워크 권력이론의 과정차원의 분석틀에 의하여 동종-형식적 스

위칭이 일어났으며, NGO의 역할은 ‘문지기(gatekeeper)’ 스위처에 해

당한다. 문지기 스위처로서 역할을 하는 뚜렷한 NGO행위자가 나타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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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CIA와 의원 등 공식적 행위자의 활동이 주를 이룬다. 사실 이

때는 북한인권 초기 이슈네트워크 상태로 관심 있는 몇 행위자 활동하며 

그들 간에 결집력은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독립적인 노드로서 

활동하던 때이다.

제1절 북한 인권관련 NGO 형성 이전(1990~1997년)

1990년대에는 북한 인권에 관한 논의는 북한 자체에 대한 접근불가능성

으로 정보가 한정되어 극소수 전문가와 CIA, 국무성 등의 특수 국가기관

에 한정되어 있었다. 국무성은 연례 세계인권보고서를 발행하여 인권침

해국가를 지정하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취했지만 북한에 출입이 불가했기 

때문에 불충분한 정보에 기반을 둔 보고서였다. CIA 또한 핵·미사일 등

의 군사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던 북한 연구에서 

2000년 대 초반에 들어 사회학적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를 가능하

게 한 정보원은 북한을 방문한 외교관, 기술자, 사업가, 언론인, 국제 무

역대표단, 북한에 친지가 있는 일본 교포 등이었다. 이들 모두 공통적으

로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로 북한의 실태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보고 

들으며 관찰한 현장을 외부세계로 증언하여 관심을 촉발시키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했다. 특히, 1978년에 미국으로 망명한 북한 외교관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으며 북한의 내부 사항에 매우 밝은 고위 탈북자였다. 

당시 CIA 북한담당 수석 분석가였던 헬렌-루이즈 헌터는 정치 분석가의 

자격으로 고위 공직자 출신의 탈북자까지도 나타나자 심도 깊게 북한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32) 즉, 헬렌-루

이즈 헌터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실증적인 정보를 

32) “헬렌-루이즈 헌터 전 CIA 북한담당 수석분석가” (RFA 면담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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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또한 1980년 7월 18일 미국의 

대표로서는 김일성 주석을 처음 만나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 스

티븐 솔라즈 의원33)은 헬렌-루이즈 헌터로부터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정

보를 습득하며 함께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게 되었다. 

   북한에 관련하여 정보가 지극히 부족한 시기였던 바, 헨렌-루이즈 헌

터는 북한의 전반에 관한 고급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스티븐 솔라즈 의원 

또한 적극적으로 북한에 관련된 이슈 중에서도 특히 인권에 관하여 적극

적인 행위자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북한 인권 이슈에 대하여 적극적 행

위자가 된 솔라즈 의원은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1998년에 한

국에 방문하여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 ‘북한 인권 시민연합34)’ 대표들

과 만나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견식을 넓히기도 했다.35) 북한인권시민연

합은 1996년 설립되었으며 국제 앰네스티(Amnesty) 한국지부에 기반을 

두고 창립되었다. 인권운동가, 지식인, 탈북자 95명 등으로 구성되어있어 

네트워크 자체 내에 정보자원이 풍부하여 객관적으로 전반적인 북한상황

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줬을 것으로 짐작한다. 또한 솔라즈 의원의 방

문은 남한의 최대 북한인권 연합체와 미국의 북한 인권 관심 행위자가 

접촉하게 된 순간으로 스티븐 솔라즈 의원이 가로막혀있던 미국의 길목

을 터준 것으로 동종 간의 스위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스위처 역할 한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저자가 구분한 2시기부터 솔라즈 의원은 의

원으로서 뿐 아니라 북 인권에 관심이 많은 활발한 NGO 노드로서도 활

동을 시작한다. 1978년부터 3년간 탈북자들과의 면담을 중심으로 편찬된 

33) 당시 美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을 역임한 외교안보문제 전문가로 
중국, 캄보디아, 남아프리카, 필리핀, 터키 등 여러 나라에서 활발한 인권운동을 했다.

34) 1996년 5월 인권운동가·지식인·탈북자가 중심이 되어 발족한 비영리, 비정부, 비
종교 인권단체이다(http://www.nkhumanrights.or.kr/).

35) 스티븐 솔라즈(전 미하원의원·아태소위위원장 역임)는 리츠 칼튼호텔 회의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인권실태를 논의하였다. (참석자 : 참석자: 본회임원 6명(윤현, 김
상헌, 최은범, 홍성필, 허만호, 김영자), 탈북자 5명(강철환, 안혁, 안명철, 이순옥, 최
동철), 국제문제전공 대학원생 3명)



- 30 -

헬렌-루이즈 헌터의 북한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자료는 국가안보라는 이유

로 10년간 비밀문서로 분류됐다가 솔라즈 의원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기밀

문서에서 해제되었다. 이로써 1999년에 단행본 ‘김일성의 북한(Kim 

Il-song's North Korea)’이 시중에 출판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정치 학습, 

비자발적인 노동, 당국이 정해주는 결혼, 식품 조달, 어린이와 청소년의 조

직화된 생활 등 포괄적으로 북한의 일상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36) 

   이처럼 미국 내에서는 관련된 특정한 공식적 행위자만이 국가 기밀 

혹은 국가 간 대화의 형태로 관여하며 조용한 외교 방식으로 북한과 관

련된 이슈를 다루었다. 때문에 특히나 군사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경제적인 문제에도 약간의 관심을 보이다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인권문

제가 제기되는 모습이 관찰되기 시작한다. CIA 보고서와 같은 정부의 내

부자료 공개와 더불어 방북 미 의원과 같은 북한 관련인사의 활발한 활

동으로 인하여 미국 내에 북한의 인권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제 2 절 동종스위칭: 비공식 행위자의 등장 

미국에서 북한인권 이슈네트워크의 개별 NGO노드가 관찰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7년이다. 그 전에는 북한인권의 실태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권 혹은 국제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NGO 네트워크가 평등과 

세계평화를 다루며 하위 이슈 중 하나로 북한 주민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지는 정도였다. 하지만 북한 인권 실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행위자가 

점차 증가했고, 세분화·전문화시켜 북 인권 이슈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NGO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수잔 숄티37)는 

36) “헬렌-루이즈 헌터 전 CIA 북한담당 수석분석가” (RFA 2010-06-22). 
37) 수잔 숄티는 대학 졸업 후 공화당 맥 스위니(Mac Sweeney) 하원의원의 수석보좌관으

로 활동한 바 있다. 보좌관으로서 활동하는 동안 쌓은 경험을 활용하여 주 관심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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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펜스포럼(Defense Forum)38)에 속하여 북한 인권문제 이슈 네트워크 

형성된 초기단계부터 지금까지도 중심적인 노드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수잔 숄티는 미국 내에서 북한인권 이슈를 공론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

단으로 탈북자들이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일을 

시작했다. 이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일하는 두 개의 NGO 조직인 미국 

NGO네트워크와 한국에서 활동하는 탈북자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같은 

종류 네트워크 간 스위칭 즉, 동종 스위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종

스위칭을 위한 수단으로 수잔 숄티는 자신의 의회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탈북자 청문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무성(US Department of State)과 

워싱턴에 위치한 주재 미 한국대사관을 방문하며 로비했다. 수잔 숄티의 

요청으로 케네디(Edward Moore ‘Ted’ Kennedy)의원이 탈북자 청문

회를 처음으로 주최했으며, 결국 1997년에 두 명의 탈북자가 미국 의회

가 주최하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39) 이는 미국 북한 

인권 NGO 노드인 디펜스포럼재단의 초청으로 탈북자가 최초로 미국 의회

에 출석하여 북한의 실상을 증언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다.4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잔 숄티가 추진한 탈북자의 미 의회 첫 

증언을 계기로 수잔 숄티와 탈북자 간에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었

다. 이전까지는 미국 NGO 네트워크와 탈북자 네트워크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전무했는데, 수잔 숄티가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여 탈북자 네트워크와 미국의 북한인권 NGO 네트워크 간

에 동종스위칭 시작된 것이다. 이는 1시기 전에 헬렌-루이즈 헌터와 스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38) 디펜스포럼재단은 베트남 참전용사이자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고위자문 출신 채드

윅 고어가 1987년 설립했다. '디펜스(Defense)'는 '국방'을 뜻하고 '포럼(Forum)'은 
'공개토론'인데, 이 민간단체의 설립취지는 '국방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하자'는 것이
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디펜스포럼재단은 초기 주요 관심사였던 미국의 안보와 
국방문제에서 더 나아가 외교와 인권문제 등의 연성이슈로 활동영역을 넓혔다.

39) “디펜스포럼재단<1편> 국방에서 인권으로 활동 영역 넓혀” (RFA 2010-01-20).
40) 증인: 인민군 상좌 출신 최주활, 북한 외교관 출신 고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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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븐 솔라즈 의원 등 미국의 북한관련 공식적 행위자가 탈북자로부터 인

권 실태에 대한 증거를 확충하기위해 한국을 방문해 탈북자를 만나 북한

인권 실정을 알아보거나 인터뷰를 했던 기존의 형식과 다른 양상을 띤

다. 다시 말해, 정부기관이 아닌 북 인권 NGO단체 간의 동종스위칭의 

힘으로 의회 청문회와 같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북한 인권의 

심각한 유린상태를 폭로하는 기회를 마련하수 있었다는 점에서 좀 더 발

전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정치권에 북한인

권문제가 알려지게 되었다. 

   1시기가 시작되기 전 공식적 행위자로 활동하던 스티븐 솔라즈 의원

은 자신이 이사진으로 속해있던 국립민주주의기금(NED)41)이 1993년 대

북 인권 지원 사업을 시작하도록 중추적 역할을 했다.42) 본래 북한이슈

를 다루지 않던 단체였지만 오랜 기간 여러 나라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

했던 활동내력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북한인권단체와 동종스위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43) 하지만 NED는 

41) 비영리 단체로 민주적 제도를 수립하려는 민간교육기관, 인권 단체, 그리고 언론기
관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고 있다. 1980년 말까지만해도 북한에
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20여 년간 구소련 연방국들, 중국, 쿠바, 이란, 이라크, 니카
라과와 베트남의 민주화 운동에 큰 공헌’을 했다고 헤리티지 재단으로부터 평가받기
도 했다.

    한국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이 2004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
면, NED는 1999년에서 2004년까지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
크,’ ‘북한내정치범돕기시민연합,’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 ‘북한인권정보
센터’ 등 북한과 관련한 인권단체 5곳에 9억 원(약 77만 달러)을 지원했다(RFA 
2009-12-15 국립민주주의기금 (NED) "민주 개혁과 자유에 대한 중요한 공헌자
"). 

42) “국립민주주의기금 회장 칼 거쉬먼 인터뷰‘최근 타계 솔라즈 의원-행동하는 삶’” (RFA 2010-12-07).
43) 칼 거쉬먼(Carl Gershman; 국립민주주의기금 회장; 美 외교관 출신이며 NED 창

립위원이자 초대 회장): “1993년 정도에 솔라즈 전 의원이 북한 문제를 다뤄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NED는 민주적 제도를 수립하려는 민간교육기관, 인권 단체, 
그리고 언론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게 주된 업무였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을 개선
하기 위해 협력할 단체나 기관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게다가 북한이란 나라는 접근 자
체가 불가능한 국가다. 당시 저희 단체의 이사회 회원이었던 스티븐 솔라즈 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과 프레디 클레이 전 국방차관이 국립민주주의기금이 이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인터뷰 편집).” (“최근 타계 
솔라즈 전 의원-북 주민 위해 김일성까지 만난 ‘행동하는 삶’” RFA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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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네트워크 자원도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

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를 몇 차례 초청해서 강연회를 여는 등의 소극

적 활동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96년에 NED 본부(워싱턴)에 남한 

북한인권시민연합44)의 북한인권 전문 학술지 「생명과 인권」이 배달되

었다. 학술지를 계기로 NED는 남한의 북한인권 NGO네트워크와 교류하

게 되었고 북한인권시민연합과의 동종스위칭의 결과로 북한 인권 지원 

활동에 있어 전문성을 띌 수 있게 되었다.

   동종스위칭으로 얻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NED는 1998년 자체 계보 

「민주주의 저널」 2호에 4명의 탈북자와 북한인권시민연합을 다룬 '북

한 강제노동수용소에서의 목소리' 기사를 싣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 인권 

국제회의 지원을 시작했다. 1999년을 시작으로 2000년까지는 서울에서 

개최했으며, 2001년부터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환기하

기위해 일본 도쿄, 체코 프라하, 폴란드 바르샤바, 노르웨이 베르겐, 영

국 런던, 호주 멜버른 등에서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상으로 한국의 북한인권 NGO와 미국의 NGO가 스위칭 된 결과로

서 한국과 미국 북한인권 NGO네트워크 간에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큰 

시너지효과로 이어진 경우를 살펴보았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NED간의 

스위칭의 경우,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좀 더 전문적인 실무활동에 치중하

며 NED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했고, NED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운영되

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네트워크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또한 수잔 숄티와 탈북자 네트워크간의 스위칭의 경우 탈북자 

네트워크는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수잔숄티는 자

신의 의회 네트워크를 통해 탈북자들이 북한인권실태를 의회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미국 내 북한인권문제가 공론화되는 의미있는 계기

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북한에 가장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

44) 한국의 군사정권 시절 국제사면위원회의 한국지부 윤현대표가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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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미국과 한국 NGO 간 동종스위칭은 북한인권운동에 있어 큰 원동력

을 부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3절 형식적 스위칭: 미 의회 청문회의 역할

첫 청문회 직후 증인으로 나섰던 탈북자들은 수잔 숄티에게 더 많은 탈

북자를 워싱턴에 초청해 북한의 내부 실태를 미국인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수잔 숄티는 국무성의 비자

문제와 한국정부와의 정치적 문제 등 여러 장애요인이 있었음에도, 1998

년 북한 강제수용소에서 7년 간 수모를 겪은 탈북자 이순옥과 요덕수용

소에서 10년 동안 감금 생활 끝에 탈출해낸 강철환을 초청해 강연회를 

여는 데 성공했다.45) 이어 미국의 유명 언론매체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글을 계속해서 기고하고, 의회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도록 적극

적으로 활동한 결과 1999년 4월 상원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청문

회를 개최하도록 이끌어내었다. 이 청문회에는 이순옥과 강철환 외에도 

함경북도 경성과 회령 지방의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출신 탈북자 안명철

도 출석하여 증언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가장 정치적 논란이 많았으며 

1997년부터 추친 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미국 방문까지도 

2003년에 마침내 성사시켰다.46)

   NGO네트워크의 중심 노드인 수잔 숄티가 탈북자들이 직접 미국에 

방문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미국 비자문제 등의 제약을 해결하고 의회로 

초청하여 미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하여 이슈를 공론화했다는 점에

서 상호작용 형식의 스위칭이 이루어졌다. 또한 탈북자 증언의 내용 측

45) “정치범 수용소 폭로 탈북자 4명, 미국에서 민주주의 상 수상” (RFA 2003-07-17).
46) “디펜스포럼재단<1편>-국방에서 인권으로 활동영역 넓혀” (RFA 2010-01-12).



- 35 -

면에 있어 NGO 네트워크가 관여 하지 않고 탈북자가 자신의 경험과 인

생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용의 변화 없는 전환이 일

어난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이는 네트워크 권력이론의 과정차원 분석틀

에 의해 형식적 스위칭 형태를 띠는 것으로 NGO 네트워크는 탈북자 네

트워크가 미국의 정치권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형식적 스위처 연

결고리 역할을 한 것이다.     

   1999년 9월 22일 하원의 인권위원회에서 법륜스님과 마크 커크 의원

은 중국 국경지역의 탈북자들의 실상을 폭로하는 행사를 벌였다. 2000년

에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마크 커크 의원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

였고 동생은 한국인 입양아인 등 개인적인 배경으로 특히나 한반도 문제

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에 착안하여 재미이산가족상봉

추진위원회(이하 이산가족위원회)의 이차희 사무총장은 3월 마크 커크 

의원을 방문하여 미국에도 북한에 이산가족이 많고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가족이 많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 해 마크 커크는 의원직에 당선되

었고 2001년 이산가족위원회에 이메일로 이차희 가족의 사례를 들어 하

원에 미국 시민가운데 이산가족이 다수 있다는 점을 보고하였다고 전했

다. 이는 미국 정치권에 처음으로 북한 이산가족문제를 제기한 때이

다.47) 

   북한 이산가족 문제는 북한 주민에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거주·이

전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권이 결여되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인권

을 누리지 못하는 한 예로 북한인권 운동에 포함되는 하위 의제이다. 하

지만 문제의 심각성과는 별개로 수많은 인종 및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미국의 인구 통계적 특성 상 북한 이산가족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이슈였을 뿐 아니라 관심 밖의 문제였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마

크 커크 의원은 가족배경이 한국과 관련이 많고 의회 인권위에 속하여 

47) 이후 2008년도 1월 28일 부시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여 이산가족법안이 만들어졌다. 
“이차희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사무총장” (RFA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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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펼친 만큼 북한 인권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다. 이에 의원면담의 

형태로 북 인권NGO 네트워크의 이산가족위원회와 공식적 행위자 마크 

커크 의원 간 접촉이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이산가족 피해 당사자

이자 NGO네트워크 스위처인 이차희 회장의 사례가 별 다른 편집과정 

없이 사례소개 형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의회 즉 정치권에서 거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내용 변화 없는 형식적 스위칭이 일어난 것이다. 즉, 이

차희 대표는 아직은 느슨한 미국 북한인권 NGO 네트워크 노드 중 하나

로서 자기 자신이 스위처이자 증언자로 공식적 행위자인 마크 커크 의원

을 통해 의회에서 거론 되도록 만들었다. 그는 증언자이자 형식적 스위

처로서 북한인권의 세부이슈 이산가족문제를 정치권에게 알리는 데 기여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증언자이자 정보원으로서 탈북자·이산가족은 주로 의회 증언 

혹은 설명회, 의원면담 등의 경로를 통하여 체험담을 폭로했고, 북한 인

권 실상을 담은 영화48)를 제작하여 상영하기도 했다. 탈북자·이산가족 

네트워크가 미 정치권에 직접 폭로하여 공론화 하는 등의 형식적 스위칭

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북 인권 NGO네트워크 스위처들의 활

발한 활동의 결과다. 하지만 아직은 북한 인권 NGO 네트워크가 형성된 

초기 단계로 네트워크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아 

북한 인권 운동에 있어 내용 측면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띤

다. 1시기에서는 탈북자·이산가족의 사례가 증언·설명회 등의 형태로 

형식적 스위칭이 발생하여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려는 행위자,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폭로하는 증언자, 이산가족의 존재를 알리려는 NGO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북한 인권 이슈가 체계적으로 정리 및 

정립되지는 못한 모습이다. 

48) 2001년 5월 8일 의회 인권위에서 마크 커크 의원의 주재로 미국 민주주의기금
(NED)이 북한 고아 실상 기록 영화 시사회를 개최하여 탈북 고아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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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문지기 스위처: 동종-형식적 스위칭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문지기 스위처란 같은 종류의 네트워크를 내용 변

화 없이 형식적으로만 스위칭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문지기 스위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물리적 차원의 상호작동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같은 종류 네트워크 간 교류가 가능케 하는 것이다. 스위처의 수와 스위

칭되는 네트워크의 수에 따라 일대일, 일대다, 다대다 스위칭으로 종류

를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스위처가 존재해야만 네트워크 간 상호작용이 

발생하므로 스위처의 권력은 네트워크 상에서 필수적인 부분의 개방여부 

및 정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실제적으로 1시기가 시작되기 전 북한 인권이슈 초기에는 정부 차원

에서 기밀사항으로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북한 내부 상황을 알

아내는 데 주력했다. 공식적 행위자로 볼 수 있는 헬렌-루이즈 헌터와 

스티븐 솔라즈 의원은 각각 CIA 북한 담당자와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공식적 행위자로서 북한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였으며, 정부의 권

위를 활용하여 북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두 행위자는 북한 정보 공유 등의 상호교류가 빈번해졌으며 2시기부터는 

1시기에 쌓은 전문성과 정부 및 의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북한인권 

NGO 노드로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반면, 1997년을 기점으로 볼 수 있는 

1시기에는 북 인권 NGO 행위자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들은 1995년에 

급증한 탈북자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

로 북한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데 나섰다. 그 대표적인 수단으로 NGO 노

드가 주도적으로 탈북자를 미국에 지속적으로 초청해 의회에서 직접 증

언토록 하는 등 탈북자 네트워크에 능동성을 부여해주었다. 이로 인해 

미국 정치권에서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하여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

다. 자세히 살펴보면, 적극적인 스위처로서 수잔 숄티는 1996년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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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계층에 속하여 북한 내부의 인권 참상을 삶으로써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탈북자들을 의회 청문회 혹은 설명회의 증언자 형태로 직접 알리

게 하면서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는 작업을 수행했다.49)

   청문회와 의회에서의 증언은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내용의 편집 과정 

없이 직접적으로 미 정치권에 전달 가능했다는 점에서 형식상의 스위칭

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탈북자의 미 의회에서의 증언은 전례가 없어 

최초로 개최할 때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개인적 의회 네트워크

가 넓은 NGO노드 수잔 숄티의 활발한 로비활동에 의하여 북한 인권 청

문회는 점점 더 수월하게 그리고 더 자주 개최되었다. 결국에는 가장 정

치적으로 민감했던 인물인 북한의 노동당 비서를 미국으로 입국시켜 증

인으로 내세우기까지 성공했다. 탈북자 네트워크와 미국의 북 인권 주요 

NGO 행위자인 수잔 숄티 모두 북한 인권 NGO 네트워크로 같은 종류의 

네트워크에 속한다. 같은 이슈 네트워크지만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

자 네트워크의 경우 미국 방문이 전무했기 때문에 미국의 NGO와는 교

류가 없었다. 즉, 탈북자 네트워크와 미국의 북한인권 NGO 네트워크 간 

링크가 존재하지 않았었지만 수잔 숄티의 활약으로 1997년부터 이 둘 사

이에 지속적이고 두터운 링크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동종 스위칭이 일

어난 것이라고 분석 가능하다. 따라서 네트워크 권력이론의 과정차원의 

분석틀에 의하면, 형식적 스위칭과 동종네트워크 스위칭이 동시에 일어

났으므로 1시기에서 대표적 북한인권 NGO 노드인 수잔 숄티는 문지기 

49) 수잔 숄티: ‘제가 이 일에 관심을 가졌던 1996년 사람들은 온통 핵문제에만 관심
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북한의 참혹한 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97년 저는 
탈북자들이 처음으로 북한의 참상을 알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고 북한 외교관이
었던 고영환씨와 북한군 대령이었던 최주활씨가 그 일을 맡았습니다. 1998년에는 북
한 정치수용소에서 처음으로 탈출한 강철환·안명철씨를 초청해 역시 북한 참상을 알
리도록 도왔습니다. 이후에 약 70명의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같은 일을 계속 
벌였으며 그들이 의회, 포럼, 집회에서 증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으로 사
람들은 북한에서 비극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수잔 숄티
의 헌신과 북한 사랑의 배경” (http://utdtimes.com/535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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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처 역할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미 정치권 내에서 북 인권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는 결정적인 

계기였을 뿐 아니라,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의원들이 새롭게 노드로

서 네트워크로 들어오도록 독려한 적극적 스위칭이었다. 또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하여 주된 정보원인 탈북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한국과 미국 간 

존재했던 냉전 후 수많은 정치적 입장 차이와 외교적 마찰 등의 거시적 

장애물부터 비자 발급 등의 미시적 장애물까지 여러 제약성을 뛰어넘을 

수 있게 도운 것은 문지기 스위처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인 물리적 차원

의 상호작동성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수잔 숄티는 많은 

케이스의 탈북자과 의회 의원들에게 물리적 차원의 상호작동성을 제공함 

으로서 다대다 스위칭을 수행한 문지기 스위처로 평가할 수 있다. 수잔 

숄티와 같은 문지기 스위칭을 행한 NGO 스위처에 의해 탈북자들의 의

원 면담 및 증언으로 미 의회 내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주의가 높

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북한 인권 이슈 논의 초기 단계라서 NGO 행위자들은 

흩어져있는 모습이며, 확실한 네트워크 링크 관계는 관찰되지 않는다. 

때문에 개별 행위자의 활동이 북한 인권이라는 큰 범주는 같이 하고 있

지만, 조금씩 다른 하위의제에 초점을 두며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모습이다. 문지기 시기의 북한 인권 NGO네트워크는 권력이 

집약되기 전 단계의 느슨한 네트워크로 탈북자·이산가족으로부터 정확

한 증언을 확보하여 ‘북한의 인권 실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외부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주력한 모습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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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개인 시기 (2001.09~2005.02)

이 장에서는 북한 인권 이슈가 미국에서 1시기에는 특정 행위자들만의 

관심사항이었던 것에 반해 주요 관심 사안으로 변화한 시점과 더불어 왜 

그리고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다. 이를 위하여 “미국 내

에서 최초로 북한인권 전담 NGO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들은 

어떤 활동을 펼쳤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미국 내 북한인권 NGO연대가 

형성되도록 했는가?”를 분석하겠다. 또한 이들이 “미국에서 공론화하

는데 역할을 했는가?”, 만약 그랬다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

을 행사했는가?”를 살펴보겠다.

<그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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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내용적 스위칭 시기: 북한인권을 주되게 다룬 기사 수

   <그림 5.1>은 북한 인권 이슈에 관해 미국의 관심이 1997년부터 늘어

나기 시작하여 2003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2시기

로 구분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1시기에 비해 확연하게 관심이 높아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1년은 전직 동북아시아 외교담당 관료들과 

인권 전문가 출신을 주 구성원으로 한 첫 북한인권 전담 NGO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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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성된 시기로, 이들은 주로 북한의 실태를 자료화하여 폭로하는 활

동을 했다. 1시기부터 이뤄진 NGO 행위자들의 활동으로 북한인권 실태

가 점점 더 알려졌고, 시민사회차원에서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인

식이 생겨났다. 이에 2003년 7월에 인권·평화·종교·여성 NGO조직들

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연대를 형성해서 북한인권 NGO네트워크를 대

폭 확장했다. 

   북한인권법의 확산과정에 있어 2시기는 2001년 10월부터 2005년 02

월까지로 본다. 네트워크 권력이론의 과정차원의 분석틀에 의하여 동종-

내용적 스위칭이 일어났으며, NGO의 역할은 ‘중개인’ 스위처에 해당

한다. 즉, 같은 관심사를 가졌지만 시공간적인 구속으로 교류가 없던 네

트워크 간에 상호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차원의 상호작동성’

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북 인권NGO연대는 NGO행위자들이 높은 결집

력을 바탕으로 스위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치권 뿐 아니라 국가 공식

적 차원에서도 거론 될 수 있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많은 관심

을 모을 수 있었다고 분석된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NGO조직이 

생겨나고 관심 NGO들과 연합하여 형성한 NGO연합체를 중심 개체로 북

한인권운동은 조직화된 모습을 보인다. 북한인권 NGO네트워크가 동종스

위칭으로 자체 규모를 빠르게 키워나가던 시기이다. 조직화되고 늘어난 

NGO네트워크 권력을 기반으로 북한인권법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의회에

서 통과되도록 수차례 시위 및 의원면담 등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최

초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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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프레드 아이클(레이건 행정부 국방차관)

위  원 : 잭 랜들러(오로라 인권재단 사무총장)

         스티븐 솔라즈(前 하원의원)

         리처드 앨런(前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릴리(前 주한 미국대사)

         칼 거쉬만(NED 회장)

         모르턴 아브라모비츠(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회장)

         마르커스 놀랜드(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존 오기창(美 가톨릭대학 명예교수)

<표 5.1>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초대위원 

제 1 절 동종 스위칭: 북한인권위원회(HRNK) 및 북한자유연합 결성

탈북자의 증언 및 설명회 그리고 언론의 보도 등으로 북한의 인권유린 

실체가 점차 구체적으로 외부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 북

한의 인권 문제만을 다루는 NGO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01년 10월에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이하 북한인권위원회;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가 워싱턴에서 결성되었

다. 단체 구성원으로 외교정책에 관여하던 전직 관료 출신, 인권전문가, 

한반도 전문가 등 북한 인권개선에 관심이 많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

물들이 주를 이뤘다.50)

   위원회의 중추적인 인물들은 전 주한 미 대사를 지냈던 제임스 릴리

와 같은 동북아시아 담당 외교관 출신, 스티븐 솔라즈 의원 등 북한에 

관심이 많은 전직 의원들이었으며 이들은 현직 의원 혹은 관료들과 영향

50) 오기창 교수(북한인권위원회 위원): ‘NED에서 주동하여 발족하고 얼마 전 인권문
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첫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북한 인권에 문제가 많은데 정부
의 외교적인 차원에서 시급한 문제들을 우선시 다루기 때문에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너무 언급이 되지 않아 무시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부각
시키자는 인식 하에 발족되었다.’(“북한인권 미국위원회” RFA 200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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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있게 상호작용이 가능한 살아있는 네트워크 자원 보유자들이었다. 

즉, 자신은 현직에서 은퇴했지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노드들이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조직집단의 권력원천을 바탕으

로 풍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그 예로 위원회 창설 당시부터 6년 

간 미 북한인권위원회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스티븐 솔라즈 의원51)은 위

원회와 의회간의 관계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우선 자국의 영토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공식 

행위자로서 관여한 경험이 있거나 인권 혹은 평화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

는 NGO 노드가 아니고서는 북한 인권이슈를 접하는 것조차 힘들었을 

시기다. 때문에 초기 북한인권 NGO라고 볼 수 있는 북한인권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동북아시아 관련 담당자였거나 인권운동가를 중심으로 이슈

가 관심을 얻어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 모든 과정은 뿔뿔이 흩어져 

개인적으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던 전직 관료·의원들과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NGO활동가로서 모여 최초로 북한 인권만을 전담

하는 인식공동체를 형성한 것으로 동종 간의 스위칭이다. 다시 말해, 

2001년 10월 결성된 북한인권위원회(NKHR)는 북한 인권이슈에 관심이 

많은 같은 종류의 관심 노드가 모여 네트워크를 이루어낸 결정체이다. 

   북한인권위원회는 2002년에 데이비드 호크(David Hawk)52)에게 북한

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조사 작업에 함께 착수하기를 요청했다. 데이

비드 호크는 베트남 반전운동과 더불어 국제 엠네스티 미국 지부장으로 

일하며 캄보디아 독재정권 하 인권침해에 대응한 운동도 적극적으로 펼

친 바 있는 저명한 인권운동가이다. 다른 지역에 초점을 두고 인권·평

51) 1980년 7월 18일 미국 고위 인사로서 최초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만난 인물이
다. 솔라즈 의원과 김 주석의 면담은 한국전쟁이후 미국과 북한 간에 최초로 이루어
진 공식적 회담이다.

52) 데이비드 호크는 60년대 미국에서 흑백 평등 운동으로 시작으로 인권 활동가로가 
되었다. 이어 비영리 인권 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지부장으로 일하게 되
었고 베트남 반전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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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운동을 펼치던 활발한 NGO노드를 북한인권 이슈네트워크에 편입한 

것으로 이 또한 동종 네트워크 스위칭의 일환이다. 당시 네트워크 내에

서 중심적 스위처로서 자리 잡은 북한인권위원회가 링크를 걸어 데이비

드 호크를 북한인권 이슈 네트워크에 포함시킨 것이다. 

   1시기에서 행위자들 간에 느슨한 관계로 산발적인 모습을 보였던 북

한 인권 네트워크가 2시기에서는 북한인권위원회라는 이름 아래 동종 스

위칭의 결과로써 하나의 결정체를 이루었다. 조직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권력을 내재하게 된 출발점이다. 즉, 북한인권 문

제만을 다루는 전담 NGO네트워크 조직이 개개 조직원의 전문성과 더불

어 폭 넓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성되면서 규모는 작지만 

권력자원이 풍부한 네트워크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는 미국 국내

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슈문제를 발전시켜나갈 기반이 생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02년부터 북한인권위원회,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탈북자 네트워크,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관계자와 의사 등의 다양한 북한인권 NGO 네트워크 행위자

들 간에서 직접적이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서

로 청문회 혹은 설명회를 함께 개최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관찰된다. 미국의 북한인권 NGO네트워크는 이전에 중국과 

한국의 몇몇 북한인권 NGO·종교단체53) 간에서 조용한 외교 방식으로 

다루어졌던 중국내 탈북자 문제를 미국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이고 공개적 

이슈로 다루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논의 초기 당

시에는 중국내 탈북자들이 공개적으로 거론될 경우 구출이 더 어려워지

고 이로 인해 탈북에 성공하는 사람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출하는 부대비용이 훨씬 커지는 부작용을 나타날 것이라는 우

53) 美 LiNK, 갈렙선교회 김성은 대표 및 수많은 비공개 NGO·종교 탈북난민구출 네트워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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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3> 美 국무성, 연례인권보고서에 북한 ‘인권탄압국’으로 지정

<2002-04-16> 美 하원 인권위원회, 대통령 및 국무장관에게 대북인권개선 

권고안 제시

<2002-04-17> 칼 거쉬먼 NED 회장 등 북 인권 NGO 노드들이 부시대통령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실태를 권고할 것을 제안

<2002-05-01> 국제관계위원회 주최 북한인권청문회에서 탈북자들이 북한인권

의 참상을 고발하였으며 세계식량기구 관계자들은 북한식량

난에 따른 참상을 증언

<2002-07-13> 북한인권위원회, 美 하원의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에서 탈북

난민문제를 위해 중국의 난민협약 준수에 관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

장

<2002-11-18> 세계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중국정부에 탈북자를 체포하고 

강제송환하는 행위 및 탈북자 지원 관계자를 체포하는 행위

를 중단할 것을 요구

<2002-12-02> 탈북자 인권세미나에서 美 국무부 인권담당 크레이너 차관보는 

‘중국 내 탈북자는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라고 표명하였으

며, 샘 브라운 백 의원은 중국정부에 UN난민협약을 준수하여 탈

북자를 국제난민으로 인정하기를 촉구

<2003-01-22> 미국의 영향력있는 인사 17명이 북한 內 처참한 인권상황을 

비난하고 美 행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을 통해 발표.

<표 5.2> 북한 인권이슈가 미국 內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까지의 과정

려를 표명하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중국의 

강제북송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미국의 북한인권 NGO네트워크 뿐 

아니라 정부 그리고 국제적 압력54)이 필요하다는 점이 환기되면서 점차 

이슈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54) Human Rights Watch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인들에게 팔리는 탈북여성들과 강제 북
송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겪는 고문과 심한 학대에 관해 밝히고 중국에 탈북자 체포와 
강제송환, 그리고 탈북자 지원 관계자들에 대한 체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탈북
자 북송저지, 미 인권단체 중국에 촉구’” RFA 2002-11-18). 美국무부 인권담당 
차관보 론 크레이너는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미국의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국과의 
인권회담에서 탈북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했다(“‘중국, 탈북자 북한으로 송환 말아
야’” RFA 2002-12-02; “‘미국, 중국과의 인권회담에서 탈북자 문제 제기’” RFA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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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07> 샘 브라운 백 의원, 美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북 청문회를 

개최하여 ‘미국은 중국의 탈북자 문제를 핵과 함께 현안으

로 다뤄 북한에 압박을 가해야하며, 북 인권문제를 청문회 논

의를 시작으로 의회차원에서 계속 다룰 계획이다’고 발표.

   여러 동종 NGO 간 스위칭으로 네트워크 영역이 넓어지고 권력이 강

화되자 평소 북한 인권에 관심 있던 의원들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중국정부에 UN난민조약에 의거하여 탈북자들을 북송하지 말라

고 요구하는 결의안55)이 나오기까지 이른다.56) 이어 2002년 말에는 정부

의 대변인이라 볼 수 있는 국무부 국제문제 차관 폴라 도브리언스키가 

‘북한정권의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서는 비정부기구와 유엔인권위원회 

같은 국제기구들이 함께 인권탄압과 억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할 뿐 아

니라 행동으로 나서야한다’고 발표했다.57) 이로써 기존 핵·미사일과 

전쟁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던 미국의 대북정책은 비핵화와 더

불어 인권문제도 비중 있게 정치권58)과 미국 정부차원59)에서 공식적으로 

55)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 마크 커크 하원의원. 중국정부가 
1951년 재정된 난민협약을 준수해 UN 고등판무관실에서 직접 중국으로 탈출한 탈
북자를 면담하여 난민 지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
제 북한 송환을 즉시 중지 할 것, 미국 정부가 탈북 난민의 미국으로의 망명 요청을 
검토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56) “미 상하 일부 의원들: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협약을 준수해 달라” (RFA 2002-05-23). 
57) “미 국무차관 북한 인권 적극 대처” (RFA 2002-11-08). 
58) 샘 브라운백 의원은 북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

석해 핵문제에 대한 대응책 등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을 미 행정부가 탈북자문제를 비
롯한 북한의 인권상황 전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 내 탈북자문제를 대북정책에서 현안으로 다뤄야 하며 이 문제에 관해 
북한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 의원 ‘미, 북한 인권문제 대북정책에 
포함해야’” RFA 2003-03-07).

59) 미국은 제59차 UN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
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정부에 대해 미 유엔 인권위서 대북 결의안 추
진’” RFA 2003-03-19). 앞으로 타국들 또한 북한과 양자관계를 맺을 때 북한
의 인권향상 여부를 고려하여 연계할 것을 촉구했으며, 국무성 2003 연례인권보고서
에서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에 강제로 송환하는 일을 매우 심각한 처사라고 지적하
고,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여러 차례에 강제북송을 반대한다는 뜻을 강력히 제기
했다고 밝혔다(“미국, 대북관계 개선시 인권상황 연계 촉구” RFA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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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어느 정도 공론화되

는데 성공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인식을 더욱더 확산시키기 위해 

의회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2003년 6월 북한인권위원회와는 별도로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좀 더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북한인권 NGO네트워크 조직의 연대로 

13개60)의 인권·평화·종교단체들이 모여 북한자유연대(North Korean 

Freedom Coalition)를 결성했다. 즉, 북한자유연대는 북한 인권 참상에 대

처하여 13개의 동종 NGO조직이 스위칭 된 조직체로 북한인권 NGO조직

들의 네트워크로써 거대 네트워크를 형성한 결정체이다. 이들은 탈북자

들과 북한 내 주민의 인권을 개선시키자는 비전 아래 포괄적인 활동을 

하면서, 북한 인권운동의 실질적인 활동 기반으로 ‘북한 인권관련법

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지정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인

도적 지원,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획득 및 미국 망명 허용을 요구하였으

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수단으로 미국의 주요 언

론 매체들을 통해 북한의 인권실태를 소개하고 탈북자들의 의회 증언 지

속적으로 주선하는 등의 일을 했다.61)

   북한자유연대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북한인권법이 상원과 

하원에 모두 제출되자 여러 NGO들이 본격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활

발한 로비활동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북한자유연대, 탈북자인권보호협회, 

북한인권위원회, 사이먼위젠탈센터(Simon Wiesenthal Center)62), 이지스

(AEGIS) 재단63), 한인교회연합 등이 있다.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

60) 허드슨 연구소(호로위츠 연구원(Michael Horowitz)), 디펜스 포럼(수잔 숄티 대
표), 보수 여성단체(CWA;샌디 리오스((Sandy Rios)) 대표), 남부침례교총회 산하 '
윤리와 종교자유위원회(리처드 랜드(Richard Land)위원장)', 남부 침례교 소속의 한
인 교회, 프리덤 하우스(제임스 울시(James Woolsey)), 써든 밥티스트 등.

61) “북한 인권과 국제사회의 관심” (RFA 2003-07-15).
62) 美 LA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유대계 인권단체.
63) 미국 한인 북한인권 단체. ‘북한인권법안’을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2003년 

12월 2004년 1월 2달 간 재미 교포들로부터 북한인권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는 서
명운동으로 약 4600개의 서명을 받았다. 미 의회 의원들을 방문해 법 제정의 당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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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하원에서 법안이 원활하게 통과64)되고 상원의 결정을 앞둔 시기였던 

9월 13일 사이먼위젠탈센터는 북한자유연합, 디펜스 포럼 등 대북인권단

체들과 함께 북한 당국의 심각한 인권 유린행태를 증언하고 북한인권법 

가결을 촉구하기 위한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 행사에는 북한인권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 활동을 펼쳐온 샘 브라운 백 의원과 제임스 

한(James Hahn) LA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즉, 공화당 관계자, 보

수계 단체들, 북한인권 NGO 네트워크,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LA 지역대

표인사 등이 북한의 인권 법안의 상원 통과를 촉구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능동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65) 북한자유연대가 법안

을 주도하면서 사이먼위젠탈센터와 같은 북한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최대 유대인 인권단체까지도 북한인권 NGO네트워크에 동종스위칭 하여 

능동적인 활동을 펼침으로써 유대계의 영향력이 특히나 강한 미국 내에

서 북한인권 NGO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권력을 훨씬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인권법에 찬성하는 공화당과 강력하게 반대하는 

민주당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법안 통과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66) 이에 미국과 캐나다의 한인교회 1,500개가 연합하여 북한

설명하기위해 서명 서류와 더불어 북 인권 문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북한의 탈북자 
문제, 정치범 수용소 관련 서류, 생체실험에 관련한 BBC 방송 등을 패키지로 만들어 상
원의원들에 전달했다. 또한 미 전 지역의 주 상원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법안 통과를 요
청했다(“재미 한인 북한인권단체의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활동” RFA 2004-09-23). 

64) 美 연방 하원에서 ‘2004 북한인권법안’이 21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북
한 인권법안 미국 하원 만장일치 통과’” RFA 2004-07-22).

65) “미 인권단체, 북한자유법안 통과 촉구” (RFA 2004-09-14).
66) 마이클 호로위츠 인터뷰: “북한인권법을 기초하고 통과시키는 데 내 나름의 중요

한 기여를 했다고 본다. 당시 법안을 놓고 국무부, 한국 정부, 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했는데 특히 한 상원의원이 극히 반대하여 통과가 불투명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당시 주미 중국대사관 관계자가 사무실에 찻아와 ‘결코 통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통과되자 반대의견이 나오기 시작
했다. 당시 조셉 바이든 상원외교위원장은 물론 민주당 대선 후보 존 케리 상원의원
도 반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는 불가능해보였지만 결과적으로 통과됐
다.” (“RFA인터뷰 ⑨ 허드슨 연구소 ” RFA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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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안을 가결시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북한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

(KCC;Korea Church Coalition)을 로스앤젤레스에서 결성했다. KCC는 기

독교국가인 미국 내 한인 집단으로서 북한인권 NGO네트워크에 들어온 

것으로, 연합 결성 당일에 미국 내에서 영향력 있는 기독교 인사들67)에

게 기조연설을 부탁하고 의회 앞에서 통곡기도회를 개최했으며, 한인밀

집지역 의원에게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68) 특히나 KCC가 북한인권법안

에 있어 의원의 찬반 여부에 따라 투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는 방향으로 많이 돌아섰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다.69)

   북한자유연대와 한인교회연합 등 북한인권 NGO네트워크의 노력으로 

북한인권법이 9월 28일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기독인이며 종교 자유운동

가인 마이클 호로위츠 연구원은 당시 법안통과 촉구과정에서 KCC와 연

대해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조직적인 모임을 갖기도 했다. 수잔 숄

티와 함께 북한자유연대의 주축으로 활동했던 호로위츠 연구원은 KCC와 

북한자유연대 사이에서 링크역할을 했다고 유추해낼 수 있다. 즉,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KCC와 북한자유연대가 네트워크 상호작용, 

동종스위칭을 통해 하나의 북한인권 NGO네트워크 조직이 되었으며, 함

67) 앞서 2002년 5월 8일 종교 박해에 관한 제2차 미국 기독교 지도자 회의에 미국 
목회자 대표들과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모여 수단과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
한 양심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할 것과 미국 정부, 의회, NGO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실천적 사항을 제안했으며, 
종교 박해 문제와 인도주의적 우려 사항에 대해 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부시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백악관 팀 괴글레인 공보관, 프랭크 울프 하원의원,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노베르트 폴러첸 의사, 팀 피터스 목사(북한에 선교 활동), 마이클 영 국제 종교 자유위
원장, 조셉 피트 하원의원, 마이클 호로위츠 등 유력 정치인이 대거 참석했다(“미국 기
독교 지도자 회의서 북한의 기독교 박해와 인권 유린 집중적으로 다뤄” RFA 
2002-05-08). 

68) 창립 기도회에는 샘 브라운 백 상원의원, 리처드 랜드 남부 침례교단 인권윤리위원
회 대표, 리처드 사이직 美 전국복음주의협회 부회장 등 주요 인사 다수가 참석해 기
조연설을 했다. 이틀간의 기도회를 진행하는 중 상원에서 북한인권법이 극적으로 전
격 통과되자, LA 타임즈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언론들이 KCC의 행보에 주목하기 시
작했다(“RFA인터뷰 ⑩북한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KCC)” 2009-12-22).

69) 호로위츠 연구원은 북한인권법이 어려움 끝에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내 한인
교민들의 정치적 압박 또한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RFA인터뷰  ⑨ 허드
슨 연구소” RFA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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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전략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법안 통과를 이룩해 낸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많은 비정부기구와 종교기구로 구성된 북한인권 NGO네트

워크의 수많은 활동과 관심촉구 끝에 마침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0

월 8월에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2004; H.R.5834)’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1982년에 가입한 UN 난민협약70)을 지켜야 할 의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 북한과 맺은 ‘조-중 탈주자 및 범죄자 

상호인도협정’에 따라 탈북 난민을 강제 북송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탈북

난민을 돕는 종교인과 인권 활동가들마저 처벌·구금하는 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 행태를 자행해왔다. 북한과의 동맹으로 탈북자를 북송하기도 

하지만, ‘경제적 난민’으로 자의적 판단 하에 ‘정치적 난민’ 인정 

해주지 않는 이유는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 우려와 더불어 중국 내 소

수민족들의 권리주장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중국

당국은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외부의 수차례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탈

북자 강제북송은 계속 자행했다. 이에 주로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 중이

던 북한 인권관련 NGO 및 한인 단체들은 북한자유연대를 중심으로 평

화 시위를 통해 중국의 탈북 난민 강제 북송에 대해 항의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탈북난

민 강제송환저지 국제캠페인’을 조직하여 2004년 12월 22일에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 및 인권운동가 즉시 석방을 요구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 

규모 평화시위가 열릴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4개 주요도시에서 이루어졌고 캐

나다에서는 토론토와 오타와 2개 대도시에서 이루어졌다. 행사를 총괄한 

70) 제33조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역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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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유연대의 수잔 숄티 대표는 워싱턴의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

서 북한자유연대, 디펜스포럼, 윌버포스포럼(Wilberforce Forum)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 시위를 개최했으며, LA에서는 재향 군인회와 

기독교 교회협의회, 한인 상공인회 등 한국 교포가 주로 참여했다. 뉴욕

과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영사관 앞에서는 LiNK(Liberation in North 

Korea)가 중국의 탈북 난민 강제 북송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열

었다.71) 이 캠페인을 총괄적으로 조직한 북한자유연대의 수잔 숄티 대표

는 “평화시위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향후 중국당국이 탈북난

민 강제북송을 중단함과 동시에 구금한 인권 운동가들을 석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72)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북미지

역 여러 장소에서 북한인권NGO 네트워크에 속한 조직들이 중국 정부에 

직접 비판을 쏟아냄으로써 국제사회가 중국의 난민 강제 송환 문제에 대

해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대규모 평화시위는 앞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미국 내에서 북한자

유연대와 기독교연합이 같은 목표 하에 제각각 활동을 펼치던 모습과 비

교해 볼 수 있다. 우선, 국제적 규모로 대폭 몸집을 늘려 탈북자 강제북

송에 대항해 북한 인권에 관심 있는 네트워크가 모두 다함께 동시다발적

으로 거대 시위에 참여함으로서 조직력과 결집력 높아진 모습을 보인다. 

또한 시위를 지속해 나가며 북한인권NGO 네트워크 규모를 계속해서 팽

창시켜 나아가는 현상을 관찰하게 된다. 이는 1시기와 2시기 초반에 북

한인권 NGO들의 공론화 작업으로 북한 인권 이슈가 널리 알려져 공감

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가 기반으로 작용하여 비교적 쉽게 국제 규

모의 NGO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71) “탈북난민 북송 저지를 위한 국제 평화 시위” (RFA 2004-12-21).
72) “워싱턴의 탈북난민 강제송환저지 국제시위” (RFA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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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내용의 스위칭: 보고서 편찬과 북한인권법 골자 마련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 프레드 리클레이(Fred Iklé)73)는 위원회 창설 초

기에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 이슈에 있어 미국 행정부 그리고 의회와 관

계를 구축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74) 

또한,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지원 식량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

는 일과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 이슈에 주력할 것이며, 장기적으

로는 주민들의 외부정보 통제로부터의 해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

다.75)

   2시기에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편찬

해서 제공하는 일에 주력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 차원의 공식 문서인 국

무성의 세계 연례인권보고서와는 별도로 북한의 인권만을 특정적으로 다

루고 특정 세부이슈를 자세히 규명하는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했

다.76) 이 작업에서는 1시기 전에 공식적 행위자로 언급한 헬렌-루이즈 

헌터가 북한 인권위원회의 NGO회원으로 활동하며 주된 역할을 했다. 20

년 이상 되는 CIA 북한 담당 경력을 바탕으로 퇴임 후 변호사로서 북한

의 인권에 관여하며 북한인권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73) 레이건 정부당시 국방부 차관이었으며 美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구위원.
74) 이는 향후 북한인권위원회가 이슈 NGO 네트워크로서 ‘다른 종류’의 스위칭으로 

의회와 행정부 네트워크를 향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펼침과 더불어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내용의 스위칭까지 수행할 것이라는 예고이다. 
다시 말해, 북한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 NGO네트워크에 속하여 ‘변환기
(transformer)’스위처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도된 양
상은 2시기에는 비교적 약하게 나타나다가 3시기에 매우 활발히 나타난다. 

75) “프레드 이클레이 북한 인권문제 보다 많은 주의 필요” (RFA 2002-01-09).
76) ‘숨겨진 수용소(Hidden Gulag)(2003)’, ‘기아와 인권: 북한 기근의 정치학

(Hunger and Human Rights: The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2005)’
은 당시 급증하고 있던 인도적 지원의 분배투명성에 대한 북한의 처리가 국제적인 규
범에 크게 미달한다고 지적하고, 지원이 전용되는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가능성 또
한 제기했다. ‘팔려가는 삶(Lives for Sale)(2009)’은 탈북여성의 인신매매 실태
에 관한 보고서로 탈북여성 77명의 육성증언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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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데 중심인물로서 활동하였다. 특히 북한인권위원회가 출간한 북한 

수용소, 중국 내 여성, 기아, 난민 등의 인권 보고서를 기획하는 과정에

서 연구 참여주체 선정, 자료의 신빙성을 점검, 편집 작업 등 총괄적으

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77) 

   초기 북한인권위원회는 정치범수용소 이슈에 주력했는데 정치범수용

소가 북한 인권유린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인식과 더불어 존재 여부에 논

쟁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78)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조사 작업은 

북한인권위원회에 편입된 데이비드 호크가 주도했다. 당시 북한은 ‘북

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90년대 초부터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와 더불어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에 의해 심각한 인권 상황이 증언의 형식으로 외부

로 조금씩 알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탈북자의 증언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강하게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는 

북한에 적극적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없다는데 있었다. 더불어 영어권에

서는 탈북자들의 많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를 언어 표현과 내용 전달의 한계로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

던 상황이었다. 이에 데이비드 호크는 북한 정보의 주요 정보원인 한국 

내 탈북자들을 만나기 위해 2002년 8월과 11월, 2003년 2월 총 3회 한국

을 방문하여 강제노동수용소 혹은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되었거나 경비원

으로 근무했던 탈북자 50여명을 만나 심층 면담을 시행했다. 또한 북한

의 상세 지도와 미국의 위성사진 공급회사 디지털글로브(DigitalGlobe)와 

스페이스 이미징(Space imaging)으로부터 북한의 위성사진을 입수하여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에게 위치 및 주소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각 건

물의 용도까지 밝혀내었다. 위와 같은 데이비드 호크의 작업 결과물로 

2003년에 보고서 ‘감춰진 수용소(The Hidden Gulag: Exposing North 

77) “헬렌-루이즈 헌터 전 CIA 북한담당 수석분석가” (RFA 2010-06-22).
78) “③미국 북한인권위원회” (RFA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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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Prison Camps)’가 발간되었다. ‘감춰진 수용소’의 발간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는 북한에 대항하여 실증적 증빙자료로 정

치범 수용소를 찍은 위성사진 31장을 제시해 수용소의 존재를 실물로 확

인시켰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또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관리소, 교화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등 여러 종류의 수용소를 영어로 재 

정의하여 영어권에 정확하게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전달한 것 또

한 업적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이 가공과정 없이 그대로 전달되었다면 형식적 스위

칭이겠지만, 증언 내용이 편집 및 고려되어 지도·위성사진 등 다른 참

고 자료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증거자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감춰진 수용소’의 발간과정에서는 내용적 스위칭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집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입증했을 뿐 아니라 국어와 영어 간의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정확히 전

달되지 못하던 개념을 영어로 정립한 점도 내용의 스위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고서의 주된 의의는 실증자료를 제시함과 동시에 상이한 언

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 번역자 역할을 한 데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 호

크는 정치범 수용소 이슈에 있어 내용적 스위처 역할에 더해 의미차원의 

호환성까지 부여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명

백하게 증명해 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에 2001·2003년 UN인권결의

안에 따라 즉시 수용소의 실태를 공개 및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범 수용소, 중국 내 탈북여성의 인신매매, 식량문

제 등에 한정하지 않고, 북한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세우고, 북한 지도부의 사치생활을 폭로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졌다. 

   이처럼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현황을 알 수 있는 증언 

및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해 북한의 실태를 규명하는 보



- 55 -

고서를 발간하는 작업에 주력했다. 발간된 보고서는 정보 편찬의 결

과물로 인권유린 사실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 외부

세계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다.

   북한자유연대는 결성초기부터 북한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북한주

민들과 탈북자들을 보호하자는 최종 목표 하에 실천적 전략으로 북한주

민들의 인권 옹호와 북한의 정책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북한자유연대 조직원들이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끝에 법안

의 대략적인 골자가 형성되었는데, 회의내용은 ①북한 정권의 불법행위

에 대해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이들이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②북한 내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재정지원과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서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다.79)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안은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80)의 

마이클 호로위츠(Horowitz) 연구원81)이 주도적으로 작성했다. 그의 법안

은 북한 내부의 인권상황 개선과 미국의 대북정책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미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 협상 할 때 인권 문제가 반드시 공식

적 회담에서 거론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자유

79) “탈북자 보호와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해 발 빨라지는 북한자유연대” (RFA 
2003-08-18).

80) 미국 정부의 한반도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연구소로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씽
크 탱크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와 보수 성향으로 대표되는 헤리티지 연구소
(The Heritage Foundation)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외교와 안보를 중점적
으로 연구했다. 반면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는 북한의 종교·인권 등 비
정치적인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했다.

81) 레이건 정부 당시 연방정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겸 백악관 예산 관리국 법률 고문 
출신이며, 특히 기독교 박해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인사이다. 동유럽,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 인권단체의 고문으로 일하는 등 다양한 경력으로 법조계, 정부, 학계, 
시민 단체에 광범위하고 탄탄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 이에 1997년 남부 침례교 잡지
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 10인 중의 한 명으로 등재되기도 했다(“호로위츠 연
구원 ‘북한 인권 문제, 인생 최대 실패작’” RFA 2010-08-31). 그는 미 의회에
서 국제 자유 법령과 세계적인 성 불법 거래를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데 기여했
으며, 북한에서 벌어지는 기독교 박해에 대항하기 위해 활동했다(“[인터뷰] 마이클 
호로위츠: 북한의 기독교 박해 이유” RFA 2002-03-12; “[미국의 싱크탱크와 한
반도] ⑨허드슨 연구소” RFA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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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 주도로 작성된 ‘북한 자유 법안 2003’82)은 존 카일, 샘 브라운 

백 공화당 상원의원에 의해 제출되었다.

   그 해 11월 북한자유연대가 마련한 법안을 짐 리치 공화당 의원이 주

도적으로 하원에 상정하여 상·하원에 북한자유법안이 제출되었다. 하지

만 2003년 당시 북한자유법안이 북한과의 핵 문제 협상에 악영향83)을 줄 

것이라는 염려 하에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여 제출에 그쳤다. 하지만 이

듬해 큰 내용 변화 없이 상·하원(짐 리치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크리스트퍼 콕스, 에드 로이스, 톰 렌토스 의원 등 민주·공화 

9명)에 제출되었고 2004년 10월 미국 의회에서 최초로 북한인권법이 생

겨나는 데 초석이 되었다. 이어 마이클 호로위츠는 2004년 '미국의 대북

정책: 수단과 인식' 보고서를 작성해 의원과 관료에 배포하기도 했다. 법

안 마련 이외에도 북한자유연대는 미국의 주요 언론 매체들을 통해 북한

의 인권실태를 소개하고 탈북자들의 의회 증언을 주선하는 등 미국 내에

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일조했다.  

   기본적으로 북한인권 네트워크에 속한 NGO들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

고자 하는 동기는 동일했다. 하지만 기독교 연대는 종교의 자유에 초점

을 맞추고 여성단체는 여성의 인권 향상에 중점을 두는 등 네트워크 내 

NGO들이 개별적으로 집중하는 이슈 내용은 조금씩 달랐다. 각 단체별로 

82) 마이클 호로위츠 연구원은 주요 내용으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②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수용할 것, ③보다 효과적인 대북 방송을 통해 북
한주민들에게 민주주의를 고취시키자는 내용 등이라고 밝혔다(“북한자유연합, 북한
인권법안 준비 중” RFA 2003-07-25).

83) 미 국무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인권보고서에 의해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인권
탄압국으로 분류되어왔다. 이에 과거 미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
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반적인 북미 관계 호전을 위해 북한 인권문제를 양자 간 혹은 
다자간의 공식 의제로 다루고 싶지 않아했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
(2001.01.20.~2009.01.20)가 들어서면서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
포하고 2002년 국정연설에서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
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부시가 북한의 인권문제와 또 탈북자 문제 등을 주요 현안으
로 다루겠다는 강경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 내 촉발기제들 중 
하나로 분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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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이슈로 인지하고 이에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대를 이루어 한 목소리를 내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며 외부의 요구로 어떤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했다. 다시 말해, 북한 인권 네

트워크에 속한 개별 노드 및 네트워크 모두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지만, 탈북자 강제북송, 정치법 수용소, 여성인

권 및 강제낙태, 아동, 장애인, 종교박해 등 개별 NGO 마다 관심을 가지

고 있으며 주력하는 세부이슈가 제각기 달랐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개선

을 요구할 초점에 대한 합의가 필요했다. 이러한 합의를 위해서는 실태

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구축하여 NGO연합의 향후 방향성과 활동 대안

을 마련해야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북한 인권의 실태를 정확히 알고 

이를 공론화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인권

위원회는 북한인권보고서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증명한 보고서를 작

성하여 출판했고, 북한자유연대가 보고서에 밝혀진 인권 유린 실태에 관

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북한인권법 골자를 만들어 제출했다. 다시 말

해, 북한인권 네트워크 내 NGO들의 요구 내용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

한 기초 작업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제 3 절 중개인 스위처: 동종-내용적 스위칭

이론적으로 중개인 스위처는 같은 종류의 네트워크를 내용변화를 주며 

스위칭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중개인 스위처의 가장 큰 특징은 ‘사

회적 차원의 상호작동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같은 이슈에 관심을 가지

고 있지만 시간과 지리적 장벽으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던 사람들을 

연결하는 중개인 역할이다. 이러한 중개인의 역할에는 데이터를 수집 및 



- 58 -

편집하여 관심집단에 제공하는 작업까지도 포함된다. 

   실제적으로 2시기에는 저자가 구분한 1시기 전에 북한 인권이슈에 관

여하던 공식적 행위자들이 은퇴한 뒤 NGO행위자로서 네트워크에 합류

한다. 북한 관련 업무를 하던 공직자, 전직 의원, 인권전문가 등을 구성

원으로 최초의 북한 인권만을 연구하는 NGO(북한인권위원회)가 형성되

어 동종스위칭이 이루어졌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증명하는 보고서 등 여러 가지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북한인권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 변화를 수반한 스위칭을 이루었다. 

또한 북한 인권이슈에 있어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활동 필요성이 제기되

면서 2003년 인권˙종교˙평화˙한인교포 단체들로 이루어진 북한인권

NGO연대(북한자유연대)가 결성되었다. 북한 인권관련 단체들의 연합체로

서 북한자유연대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법안 통

과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모두 NGO조

직으로 같은 종류 네트워크에 속하며 각 조직들은 제각각 다른 이슈에 

초점을 두고 활동해왔지만 북한인권 NGO네트워크에 들어오면서 북한인

권이라는 공통분모로 동종 네트워크들 간에 스위칭이 이루어지면서 ‘상

호작동성’ 이 제공되었다. 즉, 네트워크에 속한 개별 회원 조직들 모두 

북한 인권에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장소 혹은 시간의 제약으로 

소통이 용이치 않았으나 중개인 스위처의 상호 작동성 기능이 상호작용

을 가능케 만들었다. 북한자유연대는 내용상의 스위칭 활동으로 북한인

권법안 제출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기본적인 골자를 마련했으며, 

북한 인권이슈 중에서도 특히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 주력할 것으로 합

의했다. 

   북한자유연대는 제2차 6자회담이 열리는 시기에 맞춰 정부와 의원들

을 상대로 공개서한을 보낸 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북한자유연대는 서한

과 기자회견 내용에서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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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민들의 뜻을 공표했으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특히 인권과 종교의 자유가 선행된 뒤에 경제적인 

지원이 뒤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곧 개최될 6자회담에서 핵 동결, 

전면적인 핵 폐기에 관하여 북한과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권문제는 반

드시 거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월과 4월에는 북한인권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고 '2003 북한자유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의 집회

도 진행했다.84) 

   이와 같이 북한자유연대는 연합을 형성함으로써 커진 네트워크 권력

을 바탕으로 공개서한·집회·청문회 등 다양한 형태로 적극적인 북한 

인권개선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북한인권 NGO 중추로서 중개인 스위

처 역할을 한 북한자유연대와 더불어 기독교연합의 로비로 미국의 북한

인권법이 2004년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 북한자유연대가 마련한 법안을 

바탕으로 한 북한인권법이 발효됨에 따라 북한의 인권 개선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행정부 내에서 힘을 얻게 됐다고 수

잔 숄티 대표는 평가했다.85) 실제로 북한 인권이슈 초기 미국 행정부 내

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 뒤에 인권문제를 제기하자는 주장이 강했

지만, 북한인권법을 계기로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며 

북한에 개선요구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다 힘을 얻게 됐다.

   북한인권위원회와 북한자유연대는 같은 중개인 스위처 역할을 한 

NGO네트워크지만 주된 구성원과 시기상의 선후관계에 의해 조금 다른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인권위원회가 전직관료

와 전문가를 주된 구성원으로 좀 더 분석적 접근을 통한 실태 보고서 발

간 등의 활동에 비중을 두었다면, 북한자유연대는 좀 더 시민사회에 가

까운 모습으로 집회·시위·탄원서 제출 등의 활동가(activist)적 활동까

지도 아우르는 특징을 보인다.

84) “북한자유연합, 6자회담에서 인권문제 다룰 것을 촉구” (RFA 2004-02-24). 
85) “수잔 숄티, “탈북자 정착촌 건설 계획, 북한인권법으로 탄력 받을 것”” (RFA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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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변환자 및 해석자시기 (2005.03~2013.03)

이 장에서는 북한 인권 이슈가 2시기까지는 북한인권NGO 네트워크에 

포함된 행위자들만의 관심사항이었던 것에 반해 미국 전역에서의 주요 

관심 사안으로 확산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다. 이를 위

하여 미국 내에서 NGO 네트워크가 의원 및 관료네트워크와 어떻게 링

크가 형성되었고, 그들은 어떤 활동을 펼쳤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미

국 내 북한인권 NGO 연대86)가 공식적 행위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겠다. 

   구체적인 예로써 북한인권법의 확산과정에 있어 3시기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로 본다. 네트워크 권력이론의 과정차원의 분석틀에 의하여 3시

기 NGO는 ‘변환자’와 ‘해석자’로 크게 두 가지 스위처 양상을 보

인다. 

   첫 번째 양상은 이종-형식적 스위칭으로 NGO의 역할은‘변환자’ 

스위처 역할을 수행했다. 즉,‘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작업으

로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은 의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함으로

써 ‘기술적 차원의 호환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004년에 

조지 W. 부시대통령에 의하여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유명무실한 법안이 

되지 않게 하기위하여 NGO연합(북한자유연대)의 적극적인 집행 요구 활

동이 나타난다. 이의 일환으로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에 속하는 의회의 

의원과 대통령 및 국무성 관계자 등 정부 관료와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시작한다. 이는 북 인권관련 NGO네트워크가 스위처로서 이들 다른 종류

86) 2시기 후반에 북한인권NGO 네트워크 행위자들이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진행
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시위는 2005년 4월 미국 의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다른 국가의 북한 인권NGO네트워크와의 협력 결과로 국제 규모의 집회로 발전되었
다. 국제규모의 집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국가와 NGO·종교단체들이 
동참했으며 2012년부터는 일반 공중까지도 자발적으로 시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북한 인권이슈에 대한 미국의 전 국민적 관심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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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네트워크를 북한 인권네트워크 안으로 스위칭 한 것을 말한다. 그 결

과 청문회도 활발히 개최되고 관료·의원네트워크와의 상호작용이 뚜렷

하게 형성되는 시기며, 대통령 또한 적극적인 노드로서 활동하도록 부추

기는 활동이 펼쳐진다. 북한인권NGO연대(북한자유연대)가 단일 행위자로

서 활동한다. NGO의 변환자 역할에 힘입어 한시법이었던 북한인권법이 

2번 재승인 되었으며, 법안 예산 배정 및 집행이 3달 앞당겨졌고, 북한

인권특사 임명 촉구에 영향을 주는 등 법안이 적극적으로 수행될 수 있

도록 영향력을 미쳤다. 

   NGO 역할의 또 다른 모습은 이종-내용적 스위칭으로 ‘해석자’ 스

위처에 해당한다. 즉, 내용의 변화를 수반하며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를 

스위칭 하는 것으로 ‘의미차원의 호환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NGO는 북한인권의 새로운 하위이슈를 개발하여 정부·의회·시민사회

에 홍보하고 그에 걸맞은 새로운 결의안 및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2008

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결의안, 6.25전쟁포로 및 납북자 송환 촉구 결

의안, 2012 탈북고아입양법안 등에 있어 이슈 개발 및 홍보활동과 다양

한 통과 촉구 활동을 펼쳤다. 하위 이슈 별로 북한인권NGO네트워크에 

속해있으면서 특정 이슈사업에 주력하고 있던 개별 NGO가 주도적으로 

이슈를 개발 및 홍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북한인권NGO연대는 이를 촉매 

하는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NGO의 번역자 역할로 2008년 베이징 올림

픽 보이콧 결의안, 6.25전쟁포로 및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 2012년 탈

북고아입양법안이 통과되도록 의회와 정부에 새로운 이슈를 소개하고 적

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했다.     

   3시기에 들어선 만큼 북한인권 NGO네트워크의 존재만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단계이며, 중심 노드인 수잔 숄티의 영향력 즉 권력자원도 강해

진 상태이다. NGO네트워크가 동종스위칭을 넘어 일반 공중까지 끌어들

였으며 이종스위칭까지 적극적으로 행한 결과, 북한 인권이슈가 미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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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주요 내용

제1장 제1조
- 향후 북한과 미국 사이 또 동아시아 관련국들 사이 협상과

정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다뤄질 것 천명

제1장 제2조

-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미 행정부의 자금지원을 할 것을 규정

- 미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또 법치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정부
기구들에 대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 회계연도 당 2백
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규정.

제1장 제3조

- 미 하원은 미국 정부가 언론이 통제된 북한에 자유롭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산하 방송이사위원회(BBG)로 하여
금 현재 자유아시아방송과 미국의 소리방송이 북한으로 송출하
고 있는 라디오 방송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릴 것을 권고

제1장 제7조

- 미 국무부에 대통령이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하도록 규정. 
- 특사는 북한 인권향상을 위해 각종 민간인권단체들과 의견

을 조율하고 또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과 유엔, 유럽연합, 그리고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
과 의견을 조율하는 임무를 가짐

제2장 제1조

-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상황에 대한 보고관련 규정
- 법안 제정 경과 180일 전 및 2년간 미 국제개발처(USAID) 처

장과 미 국무장관이 북한 내부에서의 미국의 지원활동과 북한 
외부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미국의 지원 현황 및 대북지원 
물자의 분배 과정에서 그 투명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보고

제2장 제2조
- 미 대통령이 세계 식량 계획 등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
- 북한 외부에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 난민지위 신청 등 법적

<표 6.1> 북한인권법 주요 내용 

시민·정치·관료사회 즉 전 국민의 관심 사안으로까지 부상하게 된 시

기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제 1 절 이종-형식적 스위칭: 변환자

2004년 10월 8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안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위

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몇 세부사항들이 선행적으로 충족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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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원과 또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
해 북한 정부의 허가 없이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미 하원 북한인권법안 상정” 기사 재구성 (RFA 2004-03-24).

   주로 제1장과 제2장이 법안 실행의 기반이 되는 내용으로 북한인권법

은 2005년부터 2008년 회계연도까지 총 4년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

동 및 대북 방송 등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 인권특사직위를 신설해 미국 관료 대표로 북한 인권이슈를 전담하

는 일을 주도하는 대북 인권정책대표로서의 지위와 식량원조의 권한을 

부여했다. 이처럼 법안이 원활히 집행되기 위해 대표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규정으로 법안 예산할당과 북한인권특사 임명 문제가 있었다.

   북한인권NGO네트워크는 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신속히 예산을 

편성할 것과 적절한 인사를 특사로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인권 

NGO의 변환자 활동 결과 ①북한인권법안의 예산편성 및 집행이 다음연

도 회기개시 시점보다 3개월 일찍 시작되었다. ②북한인권특사직 임명을 

서두를 것과 더불어 초대 인권특사에 적합한 자질로서 외교력과 전문성

을 가진 인물을 임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부시의 최측근이자 UN인

권위대표경력을 가진 인물을 임명했다. 

1. 북한인권법의 적극적 시행 요구

북한자유연대의 수잔 숄티 대표는 북한인권법 통과 후 2005년 회계연도

가 북한인권법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채 집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2006

년 10월 1일까지는 예산이 본격 집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법안에 규정된 활동을 위해 2005년도의 예산 일부를 전용할 수 있는 방

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87) 2005년 3월 북한자유연대는 콘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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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에게 북한인권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내용은 탈북 난민 지원 단체에 재정적 지

원을 확대할 것과 임시난민촌을 설립하기 위해 한국, 일본, 몽고, 베트남

의 정책입안자와 민간단체 대표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보스턴에서 4월에 열린 북한이슈 토론회에서 수잔 숄티는 미 행

정부88)는 탈북자문제를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하며 한국정부 또한 

인권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미국과 더불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을 촉구하였다.89) 6월에는 의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인권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자금을 세출에 포함시켜 신속히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을 촉구

했다.90) 이에 7월 상원 세출위원회는 북한인권법 관련 예산을 승인하고 

국무부에 이민·난민 지원예산을 배당하면서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 

난민지원 관련 예산을 집행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91) 이와 더불어 의

회는 행정부에 북한인권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과 특히 북한 난민을 

지원하는 사업 및 수용을 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요구하며 

북한인권 NGO네트워크 뿐 아니라 관련 국가들의 NGO, 관료, 의원 간 

그리고 국가 간에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92)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북한자유연대는 행정부와 의회에 

법안의 실효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요구한다. 서한을 보내고 

87) “탈북자 정착촌 건설 계획, 북한인권법으로 탄력 받을 것” (RFA 2004-10-19).
88) “연례 인권보고서” (RFA 2004-02-28); “인권 후진국 보고서북한 등 98개 

인권 후진국에 대한 미 정부의 인권·민주주의 증진 방안 보고서” (RFA 
2004-03-28).

89) “‘미 행정부, 탈북자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 미 인권운동가” (RFA 
2005-04-11).

90) “북한자유연대, 북한인권법 실행위해 신속한 자금지원 촉구” (RFA 
2005-06-22).

9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funds under MRA account should be 
made available for assistance for refugees from North Korea, as authorized 
by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미 상원, 북한인권법 난민지
원예산 집행 촉구”RFA 2005-07-08).

92) “미 의회, ‘미 행정부는 북 난민 지원과 미국 내 수용에 적극 나서야’” (RFA 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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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북한인권 NGO네트워크가 행정부

와 의회네트워크에 직접 링크를 거는 모습이다. 그 결과 NGO의 활동만

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예산 배정 및 집행 작업

이 약 3달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영향력이 행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NGO네트워크가 개최하는 북한인권 설명회·집회 등을 통해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회가 행정부에 북한인권 

개선을 실질적으로 행하기 위해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고 강

조하는데 또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 이처럼 NGO네트워크가 의회 

및 행정부에게 북한인권 이슈에 대한 관심 및 특정행위를 유도하는 스위

처 역할을 펼침으로써 다른 종류 네트워크의 스위칭이 일어났다.

   북한자유연대의 공동 설립자이자 윌버포스 포럼(Wilberforce Forum)

의 정책기획국장 메리엄 벨(Mariam Bell)은 국무성에 신설될 북한인권특

사직에는 북한지도부를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경험과 협상력이 

있는 원로 인사가 적합하다고 주장했으며 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겸비하

기도 한 인물들을 부시 행정부에 추천했다.93) 주로 북한인권 NGO네트워

크의 노드로서 활동해온 행위자들로 북한자유연합 대표 수잔 숄티, 북한

인권위원회 잭 렌들러(Jack Rendler), 데이비드 세퍼스타인(David 

Saperstein) 종교행동센터국장, 랍비 아브라함 쿠퍼(Abraham Cooper) 사

이먼위젠탈센터 부소장 등을 추천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NGO네트워크와 의회의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

행 요구에 따라 2005년 8월 북한인권특사직에 백악관 국내정책 부보좌관 

및 UN 인권위원회 미국대표단으로 활동했던 제이 레프코위치(Jay 

Lefkowitz)를 임명했다. 언론의 예상 혹은 북한 인권NGO네트워크의 주목

을 받은 예상 인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제이 레프코위치가 부시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명으로 그 만큼 대통령이 북한 인권이슈가 비중 있게 다루

93) “미 전문가: 북한인권담당특사, 협상력 및 정치경험 인사 물색 중” (RFA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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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NGO 행위자들은 인선에 환영하는 뜻을 표했다.94)

   북한인권 NGO네트워크가 북한인권특사 인선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

지만, 신속한 법안 시행을 위해 중심인물인 특사를 하루빨리 임명하라는 

요구에는 행정부가 응한 모습이다. 레프코위츠는 부시의 최측근 인물이

자 풍부한 관료경력으로 행정부 네트워크가 풍부했을 뿐 아니라, 북한인

권 이슈에 있어 활발한 NGO노드인 마이클 호로위츠의 사촌95)이라는 점

에서 NGO네트워크와의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또한 수월했을 것으로 본

다. 북한인권특사의 임명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북한인권 노드가 생성된 

것으로 기존 북한인권 NGO네트워크에 행정부의 북한인권 노드가 생성 

및 편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인권특사는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위하여 국제

적인 노력과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북한의 주변국, 유럽연합, NGO 간의 협

치를 조성할 것이며 북한과 직접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96) 인권특사

는 북한인권 이슈에 있어 행정부 대표이기도 하면서 행정부와 NGO네트

워크 간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특사는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앞서 남한의 북한인권NGO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강철환대표 등 북한인권 

NGO대표들과 면담하며 북한 인권 실태와 이슈에 대하여 전반적인 학습

과정을 가졌다. 강철환 대표는 레프코위츠 특사와의 면담에서 외부 경제

지원을 북한의 경제개혁, 인권문제와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94) 수잔 숄티: ‘레프코위츠의 임명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특히 대통령의 측근 중 한 사람이 임명된 사실이 주목
할 만하다.’ 마이클 호로위츠: ‘북한인권특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대통령과 친밀
한 관계에 있으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레프코위츠는 최고의 
적임자다.’ (“레프코위츠, ‘북한자극우려’ 개의치 않을 것” 미래한국 Daily 
2002-08-25). 

95)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특히 레코프위츠와 사촌지간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수
년간의 그의 경험과 지식이 상당부분 레코프위츠 신임특사에게 전수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미래한국 Daily 2002-08-25).

96) “북한관리와 북한 인권개선 직접 논의 희망” (RFA 2005-09-09).



- 67 -

고 밝혔다.97)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 식량원조 및 경제제재 재량권이 부

여되어 당근과 채찍 수단을 모두 가졌다. NGO네트워크 관계자 및 탈북

자들과 면담하며 실태를 파악해가는 학습 및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의견

을 교환하는 모습을 보이며 향후 대북 인권정책 및 식량 원조정책의 방

향을 잡아갔다. 이처럼 오피니언리더라 볼 수 있는 북한인권 NGO네트워

크 대표들과 북한의 실정을 잘 아는 탈북자의 주장과 요구가 북한인권특

사에 투입되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반영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이후 10월 의회 국제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크리스

토퍼 힐(국무성 동아태 차관보)은 북한 인권 문제는 북-미 수교에 선행

하여 해결되어야할 것으로 주장98)했고, 비슷한 시기 북한자유연대는 대

북정책 성명 초안을 통해 인권개선 전까지는 북한에 경제적 원조 및 해

외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안에 규정하고 

있는 NGO활동에 충분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북한인권특사가 얼마나 막

중한 직책인지 대외적으로 알릴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99) 주로 

NGO네트워크가 중심에서 의회 및 행정부(국무성)와 북한인권 이슈 안에

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치고 합의점을 찾아 대북인권 정책 방향

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NGO네트워크는 의회와 행정부에 적극적이고 구

체적인 해결책을 주문하고 의회는 행정부에 이슈에 대한 대외적 관심을 

증폭시킬 것을 요구한다. 즉 서로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 간 스위칭이 일

어나고 있는 것으로 같은 목표아래 같은 수단을 모색하며 서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97) “미 북한 인권특사, 강철환 공동대표 면담” (RFA 2005-09-12).
98) “북 인권문제 북미수교 전 반드시 해결되어야” (RFA 2005-10-06).
99) “미국 북한인권단체 연합, 대북정책 성명 초안 발표” (RFA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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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들이 미국에 망명을 요청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

- 북한 인권문제만을 전담하는 정규직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을 명시

- 임시직 특사의 상시직 전환 및 직급의 대사급 격상

- 특사가 국무부에 상시 사무실을 둔 채 탈북자 정책업무에도 관여토록 규정

- 대북방송 시간 연장 및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방송위원회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

- 북한 내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예산은 매년 200만 달러에서 400

만 달러로 증액

<표 6.2> 2008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주요 내용 

2. 새로운 행정부에대한 북한인권 이슈 관심 촉구

북한인권 이슈를 시민사회에 널리 알리고 인권이라는 가치 규범을 공유

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북한정권의 행태 개선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조치는 공식적 행위자들에 의해 훨씬 강력한 형태로 행사될 수 있

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제정치 및 외교정책에 있어 기본적인 

입장을 결정하는 공식적 권력을 보유하는 바, 북한인권 NGO 행위자들은 

2008년 44대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이 되어도 북한인권문제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고 알리는 일에 주력했다. 특히 조지 W. 부

시 대통령이 4년(2004년-2008년) 한시 법안으로 입법하여 재선 후 정권

말기100)에 연장(2008년-2012년)한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을 다시 개시하는 

시점이지만, 대통령이 바뀐 후에는 상이한 정치철학으로 인하여 정책소멸 

혹은 법안을 시행하지 않는 등의 실효성 상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NGO네트워크는 부시대통령 이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과 외교정책입안 시 최우선사안으로 삼을 것을 촉

구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그리고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에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석상에서 다루어 줄 것을 요청

하는 서한을 전달하거나 청문회 및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종

100) 2008년 10월 8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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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선행된 합의 없이도 6자회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지

- 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항하여 미국은 어떤 수단으로 당국에 시정조치

를 요구할 것인지

-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 적십자사가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원조  

 식량의 투명한 분배, 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 북한 정권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상황 조건 하임에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해야 하는지

- 미-북 관계정상화를 해야 할지

<표 6.3> 한인교회연합의 북한인권 관련 공개질의 내용 

스위칭을 행했다.  NGO의 변환자 역할 결과 ①대통령은 2번째 북한인권

특사직에 좀 더 북한인권 문제에 전문적인 인사를 임명하라는 NGO의 

요구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북한인권 실무진경력을 가졌으며, 동유

럽 공산국가 전문가를 인물(로버트 킹)을 임명했다. ②북한인권 재승인 

법안으로 강력해진 북한인권특사의 강력한 권한 및 대북정책 의사결정과

정에의 참여를 NGO가 지속적으로 강조함에 따라 행정부에 속하면서도 

비교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③2011년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당시 의원들에 의해 북한인권 문제가 직접적·공식적으로 제기되었

다. ④한시법이었던 북한인권법의 재승인과정은 점차 신속하게 구두표결

로 통과시키기까지 이르렀다. 2008년, 2012년 2회 재승인 되었으며 예산

규모도 2배로 늘었다.    

   이에 2008년 10월 KCC(한인교회연합; Korean Church Coalition)는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응 조치를 취

할 것인지 미국 내 2천여 명의 한인 목사의 서명을 담아 공개질의101) 했

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II)후보와 공화당 존 매케

101)  ①, ②중, ③ ④와 에 대해 질의 할 것을 내용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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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John Sidney McCain II)후보에게 각각 공개 질의서를 보내어 김정일 

정권 하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를 설명하고, 계속되는 중국 당국

의 탈북자 강제 북송문제와 더불어 유엔이 중국이 탈북자에 비인도주의

적 행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처신에 우려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인권문제와 안보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아가

야 한다고 주장했다. KCC는 질의 후보 측 서한 전달과 더불어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일간지에 질의서를 첨부하여 북한 인권문제를 알리는 전

면 광고를 게재했다.102) 

   11월 대선결과 민주당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에 앞서 2007년 7월 상원의원의 지위로 KCC가 미 국회의

사당 앞에서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를 촉구 집회를 열었을 당

시 강력한 지지 서한을 보내었다. 뿐만 아니라 KCC가 주도하여 작성한 

중국 내 탈북자 보호 결의안 초안이 상·하원에 제출되자 결의안에도 지

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었다.103) 이처럼 미국사회에서 소수계인 흑인으

로 상원의원 시절 때부터 인권문제에 큰 관심을 표명해왔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다룰 때 핵보다 인권문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대북정책을 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104)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하며 당선 직후 많은 NGO행위자들이 오바

마 행정부에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줄 것을 요구했다. 북

한자유연대 수잔 숄티 대표는 ‘새로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문

제를 북한 핵문제와 같은 비중으로 다뤄주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국

제 난민 단체 레퓨지 인터내셔널(Refugees International)의 조엘 차니

(Joel Charny) 부회장은 ‘북한 인권문제를 안보문제 논의에 포함시킬 

것’과 ‘좀 더 전문성을 가진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

102) “KCC, 美 대선후보에 북한인권 관련 공개 질의” (RFA 2008-10-01).
103) “미국 상-하 양원, 중국 내 탈북자 보호 결의안 추진” (RFA 2007-07-20).
104) “인권 중시하는 오바마 후보” (RFA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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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케이 석(Kay Seok) 아시아담당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에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가 채 100명이 되지 않는데 좀 더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을 좀 더 적극적으

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척 다운스(Chuck 

Downs) 사무총장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때 핵심은 

북한 인권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 당국이 적법한 절차

를 결여한 채 북한 주민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할 수 없도록 압력을 

가하고 수용소 내부를 국제인권단체에 개방시키는 등 북한의 정치범 수

용소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했다.105) 

   2009년 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고, 탈북자NGO네트워크의 

탈북자단체 총연합회 한창권 대표는 새 행정부에 북한 인권이슈에 관심

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내용은 부시 정부 정권 말기 당시에 북한

에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정치적 유화정책을 많이 폈지만, 오바마 정부

는 선행 정부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더욱 원칙적이고, 강건한 대북정

책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핵 문제에 지나치게 관

심을 집중하여 인권문제가 뒷전으로 밀렸던 것을 지적하며 오바마 정부

는 북한 인권이슈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앞장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106) 북한인권위원회 척 다운스 사무총장은 리처드 앨런, 스티븐 

솔라즈 공동 위원장이 서명한 서한을 통해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인

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라면서 북한인권 문

제에 있어 오바마 행정부에 조언·협력의지를 표현하며 북한 인권문제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국 방문을 앞둔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국무장관에도 서한을 통해 중국지도부에 탈북자문제를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07)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북한 

105) “[오바마 당선자에 바란다] ‘북한 인권, 핵문제와 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RFA 2008-11-05).
106) “탈북자, 새 행정부에 북한 인권 대처 주문” (RFA 2009-01-20).
107) “북한인권위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 최우선을”” (RFA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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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마커스 놀랜드(Markus Noland)는 강연회를 개최해“북한 인권과 

오바마 행정부: 새로운 증거”라는 제목 하에 미국의 새 행정부가 북한

의 인권과 관련해 취해야 할 다섯 가지의 정책 방향 가운데, 북한 당국

과 인권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을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꼽았

다.108) 

   미국은 소련의 붕괴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강

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바, 대통령은 국내외로 수많은 일에 관여하

고 있음에도 인지능력과 시간자원은 한정되어있는 가운데 수많은 업무를 

처리해야한다.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관하여 관심을 별로 기울이고 있지 

않았더라도 NGO와 의원들에 의해 수많은 외부 요구를 접했고 이는 분

명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NGO는 탈북

자 네트워크, 북한인권 NGO 네트워크 행위자 및 씽크탱크의 북한전문가 

등과 함께 주로 직접적 의사소통 수단인 서한을 매개로 새로 수립된 행

정부에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요청했

다. 대북정책을 수립할 때 인권개선을 선행조건으로 핵 협상에 임할 것

과 미국과 국제기구가 공조하여 북한 정권에 압력을 행사할 것을 강조하

는 등 북한인권 이슈에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

다. 이는 NGO네트워크의 대통령(행정부)에 대한 스위칭으로, 대통령에게 

NGO네트워크가 나서 북한 인권이슈를 각성시킴으로써 관심을 끌고 적

극적 조치를 유도하려는 노력이다. 즉, 다른 종류에의 스위칭의 한 형태

로 행정부의 새로운 수장을 북한인권 네트워크의 행위자로 편입시키고 

적극적인 행위자로 활동하도록 촉구함으로써 네트워크 권력은 키우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108) 버락 오마바 미국 행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인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중국에 난민 수용소를 건립하고, 북한에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유입시키는 등 다섯 가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북한 인권향상 위한 5가지 정
책’ 권고” RFA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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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8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동북아시아 순방에 나섰다. 한국

에 방문했을 당시 한국의 북한인권 NGO네트워크 북한인권단체연합회와 

탈북자 네트워크 서울 애국단체협의회 소속 탈북자 및 시민이 참여한 가

운데 청계천 광장에서 ‘한미우호 및 탈북난민 강제북송 중지’촉구 집

회를 개최했으며,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능

동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집회는 미국 국무장관의 연이은

(20일) 중국 방문 일정에 초점을 두고 중국당국에 강제북송문제를 제기

할 것을 요구했다.109) 또한 북한인권위원회는 6일에 전달한 서한에 더해 

다시 한 번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한국, 중국, 일본 등 북한의 주변국에

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문제를 반드시 거론해야한다고 강조했다.110)

   수많은 NGO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국무장관은 한국, 중국 양

국에 방문했을 당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 북한 후계 체제 등의 정치·군사적인 이

슈만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111) 이에 의회는 중국 방문당시 중국 당국

의 인권 유린행태에 문제를 제기조차 하지 않은 국무장관의 회피적 외교 

대응에 대하여 강하게 비난했다. 구체적으로 하원의 공화당 프랭크 울프

(Frank R. Wolf, 버지니아),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뉴저지), 조세프 

피츠(Joseph Pitts, 필라델피아)의원이 24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클

린턴 장관이 중국 방문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데 대해 강력하게 

비난했다. 프랭크 울프의원은 23일 항의서한까지 전달했으며, 그 내용은 

‘확실히 외교에서 실용주의(pragmatism)가 설 자리가 있다’면서도 

‘자유의 중요성을 대범하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일이 정치범 수용소에 

109) “[서울통신] 북한인권단체, 클린턴 장관에 호소 ‘탈북난민 강제 북송 문제에 관심을’” (RFA 2009-02-18).
110) Chuck Downs: ‘클린턴 장관은 탈북자를 북송하고 있는 중국의 가혹한 정책을 강하

게 추궁해야합니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를 남한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국 
내 탈북자가 난민으로 보호받고 남한을 포함한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
들 수 있습니다.’ (“클린턴은 중국에 탈북자 문제 해결 촉구해야” RFA 2009-02-18).

111) “클린턴 장관이 대북 인권문제에 침묵한 이유” (RFA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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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혀 있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똑같이 실용적이

다’라고 강조했다. 스미스 의원은 ‘클린턴 장관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독재국가인 중국의 고문,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종교 박해 등 인권침해

를 미국의 채무 문제와 맞바꾸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선택을 분명히 밝

힌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클린턴 장관이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침

묵함으로써 중국 뿐 아니라 전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를 저버린 것으로, 

미국이 중국을 포함하여 인권유린 국가들을 상대로 한 외교에서 다시 인

권문제를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하원 

외교위원회 및 인권위원회의 주관으로 인권 청문회를 소집했으며, 클린

턴 장관이 경시한 인권의 원칙에의 바탕을 둔 외교정책 방향을 다시 바

로 잡겠다고 강력히 의사를 표명했다.112) 

   이처럼 미국에 새 정권이 들어서자 북한 인권NGO네트워크의 행위자

들 뿐 아니라, 북한인권 이슈에 적극적인 의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

무장관(행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요구했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동북아시아 순방에 앞서 NGO 북한인권위원회가 중국 방문 시 문제제기

할 것을 건의하는 서한을 보내고, 한국의 북한인권 NGO네트워크와 시민

이 집회를 통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의제로 꼭 다룰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무장관은 중국 지도부와의 회담 시에 이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

다. 이러한 처사 대하여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

들은 기자회견과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의 수단으로 강하게 비판이 제기

함에 따라 이후 미-중 간 공식 회담에서는 북한인권 이슈를 주요의제로 

다루어야만 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즉, 북한인권 의

원네트워크가 국무성(행정부)에 기자회견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식으

로 강력히 비판하는 등 처벌적 유인수단을 행사함으로써 향후 중국 당국

에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대항할 것을 요구했다. 

112) “미국 의회, "인권문제 침묵" 클린턴 강력 비난” (RFA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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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미국이 외교 및 대외정책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 혹은 국무성

으로 대표되는 행정부는 다양한 북한인권 네트워크 행위자들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슈 제기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고 분석한다.

   대통령과 국무부장관에 대한 이외에도 행정부 대표로 북한 인권만을 

전담으로 담당하는 북한인권특사 임명 및 활동에 있어서도 NGO네트워

크는 영향력을 발휘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

대표 혹은 다른 직함을 가진 관료가 북한인권특사를 겸직할 가능성이 제

기되고 있었다.113) 의회는 2008년에 북한인권법 재승인안을 채택하면서 

특사 직을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승격시켰다. 인권특사의 직무 또한 인

권 사안에만 그치지 않고, 인도주의 지원을 결정·조율할 수 있는 권한

과 탈북자 문제와 연관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

언권 부여하는 등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114) 강해진 직책의 권한과 책임 

상 특사를 인선하는 문제에 있어 NGO네트워크는 특히 더 북한인권업무

만 담당하는  전문가를 특사로 임명할 것을 강조했다. 레퓨지 인터내셔

널(Refugees International)의 조엘 차니(Joel Charny) 부회장은 북한의 인

권문제를 안보문제 논의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하면서, 차기 오바마 행정

부는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특사 직에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115) 북한자유연대의 수잔 숄티 대표는 2008년 8개국의 중국 대사관 

113) “보즈워스 대북 특별대표 본격 행보 나서” (RFA 2009-02-25).
114) 2008년 당시 국무부 산하 동아시아 태평양국(EAP)이 난민국(PRM)의 업무 영역

과 중첩되기 때문에 행정부와 일부 의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여 특사가 국무부에 
상시 주재하며 탈북자 정책업무에도 관여토록 직무 설계했다. 이에 초대 북한인권특사
가 임시직이었던 것과 달리 국무성의 상근직 대사로서 강력한 위치에서 근무하며, 국
무부 내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현재 주한 미국대사 성 김 특사와 함께 대북정책과
(North Korea Policy Office)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또한 재승인 법안은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
과 더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망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
도록 했다.

115) 조엘 차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아시아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길 바랍니다. 유럽과 일본의 북한인권특사와도 잘 어
울리고 유엔에서도 일을 잘 할 수 있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임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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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는 집회를 했던 것에 반해, 2009년 집회는 

워싱턴 한 곳으로 집중했으며 이는 국무부의 북한 인권과 업무 전담 고

위관료와 집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북한인권법 시행을 촉구하기 위함이

라고 밝혔다.116) 

   이에 백악관은 2009년 11월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비서실 실장 및 

국장을 지냈으며, 북한 인권 실무 경험을 겸비한 로버트 킹(Robert R. 

King)을 북한인권특사로 임명했다. 로버트 킹 '은 25년 동안 북한인권법

을 발의하는 등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인 톰 랜토스117) 하원 외교위

원장의 비서실장이었으며, 2005년 1월 평양을 방문했다. 톰 랜토스 의원

과 함께 북한인권법이 2004년 미국 의회에서 처음 통과되었을 당시 초안 

작업을 했으며, 2008년 재승인 법안 작업에도 관여했다. 또한 사회 초년 

시절에는 독일 뮌헨에 본부를 둔 자유유럽방송에서 연구 부국장과 선임

연구원으로 7년간 일하면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옛 소련과 동유럽 

국가와 안보회의를 개최해 안보와 인권 조항이 모두 포함된 헬싱키협약

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현장에서 취재·보도하고 연구하여 동유럽 전문가

가 되었다.118) 그 결과 「루마니아 공산당 역사」, 「공산주의 치하의 소

수민족」, 「동유럽의 불안한 미래」 등 동유럽의 공산주의와 관련된 여

러 저서를 펴낸 바 있으며 그 후, 1977년 카터 행정부에서 소련과 동유

럽 문제를 담당하는 백악관 연구원으로 발탁되었다.119) 로버트 킹을 북

한인권특사로 임명한 오바마행정부의 인선에 대하여 북한자유연대의 수

잔 숄티는 북한인권특사가 더욱 비중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

대한다고 밝히면서 특사를 미-북 간 정치적, 외교적 협상에서 배제시키

116) 수잔 숄티: ‘지난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첫해로 국무부의 인권 관련 
고위직의 임명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제 인선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주요 관료를 만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117) 톰 렌토스 의원은 헝가리계 유대인으로 나치수용소를 경험했다. 
118) “[북한인권을 위해 뛴다-46]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동유럽에서 30년 전 일

어났던 변화, 북한에서도 일어나야’” (RFA 2010-10-05).
119) “북한인권특사에 로버트 킹 지명” (RFA 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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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인권특사 지명 본래 의도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20) 또

한 북한인권위원회의 척 다운스 사무총장은 ‘특사가 대사급으로 격상된 

것은 미 정부 내에서 역할을 두드러지게 하려는 의회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특사가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해 좀 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의회가 특사에 권한을 많이 부여

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했다.121)

   첫 북한인권특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임명되었

었다. 하지만 두 번째 인권특사의 임명에 있어 NGO네트워크는 강화된 

권한과 책임만큼, 북한인권 업무를 단일 업무로 좀 더 전문성 있는 인물

을 등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NGO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북한인권 업무관련 실무자이기도 했으며 평소 동유럽 공산주의

에 많은 관심과 전문성을 겸비한 로버트 킹을 특사 직에 임명했다. 중앙

유럽 공산국가의 전철을 북한당국이 비슷한 정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밟고 있으므로, 대북정책에 충분한 식견이 갖춘 인물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미국의 북한 인권과 관련한 공식적 행위자 중 행정부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북한인권특사의 임명에 있어 NGO네트워크의 ‘적문적인 특

사 임명’ 건의가 반영되었다. 그에 더하여 의회는 특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북한 인권 이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미국의 관심이 증대

되었음을 표명했다.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

했다.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료들과 

면담했으며, 북한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국무성 인권보고서122)를 작성하

기 위해 탈북자·NGO·납북자 가족 등과 면담하며 인권 실태를 파악했

120) “힘 실린 킹 인권특사 대북정책 영향력은?” (RFA 2009-11-24).
121) “인권특사 ‘대사급 상시직’으로 격상” (RFA 2008-09-26).
122) 국무성의 2008년 연례인권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은 지독히 나쁘다

(abysmal).’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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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은 시기에 비팃 문타폰 UN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도 한국을 방문

해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인권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했다. 

3월 특사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북한정권의 정보 통제가 인권 개선을 막

는 큰 장애물이라고 식견을 밝혔다. 이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 정권이 철저하게 통제하는 정보를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특히 한국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

이라고 했다. 다음 날, 북한자유연대와의 회의에 참석해 미국정부의 대

북 인권정책을 설명하며, ‘북한자유연대에 참여한 단체의 대표들과 교

류하며 북한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목소리에 정부와 의

회가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다.123) 또한, 북한의 화폐개혁

이 실패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과 더불어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

다는 NGO단체들의 소식들을 접했다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가 식량 

지원을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124) 북한인

권특사는 피터슨연구소에서 열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주최의 북한 인권

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 정부는 인

권을 탄압하는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125) 또한 미국과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북한의 인권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126) 

NGO뿐 아니라 의회도 특사가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요구

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인권소위원장은 북한 인권문제 관

련 정기적인 청문회를 준비 중이라면서 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핵문제

에만 치중하고 있음을 비난했다. 이에 북한인권특사가 적극 관여할 수 

있도록 행정부를 압박했다.127)  

123) “킹 북한인권특사 ‘미 정부, 북 인권 우려’” (RFA 2010-03-26).
124) “킹 ‘정보 통제가 북한 인권의 걸림돌’” (RFA 2010-03-12).
125) 로버트 킹: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결같이 북한의 인권을 깊이 우려해왔습니다. 

미국과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인권 상황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합니다.’ 
126) “킹 특사 ‘북 인권개선, 미북대화 전제조건’” (RFA 2010-09-08).
127) “미 의회 ‘북 인권문제 철저히 제기할 것’” (RFA 2011-01-18).



- 79 -

   초대 북한인권특사와 마찬가지로 정보원천이 가장 풍부한 한국에 방

문하여 탈북자, NGO관계자, 납북자 등 북한인권 관련된 행위자를 만나 

면담 혹은 증언의 형태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한 

후 대북인권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는 향

후 북한인권특사(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미국의 북한인권NGO네트워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대북 인권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한다. 국무부장관

은 대통령의 대외정책 철학을 대변하는 기능을 강하게 수행한다. 그에 

비하여, 인권특사는 NGO로부터 풍부한 연구자원을 제공받으며 직접교류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보원천을 바탕으로 NGO와 의회가 행정부에 독

립성을 요구하는 등 특사의 기능과 권한 독립성을 강력히 지지하고 나섰

기 때문에 더욱 정치적으로 독자적인 인권정책을 펼칠 수 있었을 것이

다. 그 결과 인권특사는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핵문제만 다루고 

있음에 비판을 제기하고 취임 초기에는 핵과 인권문제를 동등하게 취급

해야한다고 주장하다가 1년 후 인권문제 개선을 미국의 대북정책 선행조

건으로 해야 한다고 인권정책을 보였다. 즉, 대북정책에 있어 핵과 인권

의 비중을 같게 취급하라는 요구로부터 인권문제를 더 중시해야한다는 

NGO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후진타오 중국주석의 방미 일정에 맞추어 북한인권 네트워크 행위자

들은 중국주석에게 인권실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인권소위원장은 112회 의회(2011년-2012년)에 들어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의지를 표명하면서 탈북여성을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미국 방문 

일정에 맞춰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인권탄압 실태를 강력히 

비난했으며,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인신매매법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압력을 가했다.128) 하원 외교위원

128) “미 의회 ‘북 인권문제 철저히 제기할 것’” (RFA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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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로스-레티넌 위원장이 정상회담 시간에 맞춰 긴급청문회를 열어 중국

의 안보, 인권, 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비난했다.129) NGO네트

워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청했으며, 주미 중국대사관측에는 탈북자 강제송

환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서신을 전달했다. 만찬 당일에는 백악관 앞에서 

중국정부를 비난하는 시위가 이루어졌다. 북한자유연대와 탈북자 및 워

싱턴지역 한인단체 회원 50여명이 모여 강제 북송된 400여명의 탈북자 

명단을 읽어 내려가며 강제북송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130) 후진

타오의 의회방문 당시 중국의 인권탄압과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 질문과 

비난이 주를 이루었다. 일레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은 후 주석

의 방미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 사본을 직접 전달

했다.131)

   이처럼 중국 후진타오주석의 방미를 기회로 NGO는 대통령에게 공식

석상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하고 

후진타오주석에게 인권상황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이에 이슈관심 의원들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후진타오주석의 의

회 방문 당시 직접 인권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며, 중국 관련 청문

회를 개최했다. NGO네트워크의 이종스위칭 활동 결과 이슈를 다루진 않

았지만 의원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북한인권문제가 제기되었다. 비록 대

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이슈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NGO의 촉구활동과 더

불어 의회가 중국정부의 태도를 비난할 수 있었다는 데 이종스위칭이 일

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2년 3월 하원 외교위원회의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가 공동으로 

발의하여 5월 하원 회의를 통과했고 6월에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구두

129) “미 의회 긴급 브리핑, ‘중국 무책임’ 성토” (RFA 2011-01-19).
130) “중국은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하라” (RFA 2011-01-19).
131) “미국 의회, 후 주석 방문에 ‘싸늘’” (RFA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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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로 가결되었다. 8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여 2017년까지 2번

째 연장된 ‘2012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H.R. 4240;Ambassador James 

R. Lilley and Congressman Stephen J. Solarz 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12)’되었다.  

   2004년 입안 당시 한시법이었던 북한인권법이 2회 재승인되는 과정에

서는 2번째 재승인 당시 구두표결로 통과 시키는 등 점차 짧은 시간 내

에 수월하게 통과되었다.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 업무만을 전담하며 

국무성에서 상시 근무하는 대사급으로 격상되었으며 법안 예산규모도 2

배로 늘었다. NGO의 조속한 시행요구로 북한인권법의 예산 배정 및 집

행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의회와 국무성은 법안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법안은 실효성을 발휘했다.  

   2004 북한인권법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내용의 변화는 없다. 앞서 2시

기에 변환기를 거치며 정치적 산출물로써 고정된 내용을 실제 시행하도

록 초점을 맞춘다. 다만 2009년과 2012년 북한인권법안의 개정과 재개정 

당시 NGO 측에서 수정안을 권고하고 이 것이 반영된 점이 있지만, ‘북

한인권법’의 적극적 시행 요구라는 큰 틀 아래 내용 변화는 없고 형식

의 스위칭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의 2회 재승

인 또한 NGO의 변환자 역할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제 2 절 이종-내용적 스위칭: 해석자 

북한인권NGO네트워크는 다양한 북한인권 하위이슈를 발전시켜 상황개

선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법안을 마련하는데 일조했다. 새로운 이슈개발 

결과 ①중국이 탈북자를 보호하는 등 중국 내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②북한에 6.25전쟁포로와 납북자를 즉시 되돌려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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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③북한고아를 입양하는 법안 등이 도출되었으며 

초안 작성 작업에 크게 공헌했다. 성공적인 이종 스위칭을 위해 결의

안·법안을 의원에 전달해서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상에서 의원들을 설득

하기위해 의원실을 방문하여 면담하고 의회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다양

한 방법으로 의원들의 움직임을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의

원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스위칭 한 결과 대표적인 지한파 북한인권 네

트워크 의원132)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결의안 및 법안을 상정했으며, 탈

북자보호결의안과 납북자송환결의안은 구두표결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

다. 고아입양법안의 경우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 양원에 

동시 발의가 이루어졌으며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법안 제정되었

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각 이슈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선을 위한 관심을 

촉구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즉, 내용의 변화를 수반한 스위칭으로 새

로운 이슈를 개발하여 의회와 정부 즉, 다른 종류 네트워크와의 상호작

용을 주도했다. 이는 북한인권 NGO가 각종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 및 법

안 제정에 있어 ‘해석자 스위처’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1. 중국 내 탈북자 보호 결의안

중국으로 탈북한 탈북자들이 원하는 국가로 무사히 망명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인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자가 난민이 아니라고 주

장하며 계속 강제북송을 강행했으며 이에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탈북자

는 난민라고 판정 내렸다. 따라서 중국은 난민인도조약을 따라야 함에도 

강제북송을 계속되었다. 이에 대하여 제54차 유엔인권소위원회는 탈북자

들을 비롯한 난민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강제송환 반대를 촉구하는 결

132) 샘 브라운 백 상원의원(공화당, 캔자스주),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공화당, 캘리포
니아주), 찰스 렝글 하원의원(민주당, 뉴욕주, 한국전쟁 참전), 일레나 로스 레티넌 
하원의원(공화당, 플로리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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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송환될 경우 사람들이 처벌

을 두려워할 만한 근거가 타당한 지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의무

가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중국정부가 유엔 난민협약

에 의거해 난민의 지위가 부여된 사람은 물론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해서

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중국은 인도주의적 처사에 앞서 

북한과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왔다. 때문에 세계 

주요 대도시에 위치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북한인권NGO네트워크는 세계

적으로 규모를 늘려가며 강제북송저지운동을 벌였다.133) 

133) 규모 시위와 더불어 북한자유연대가 해마다 개최하는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2004, 
2005년 당시 북한 인권에 관심 있는 몇 미국 의원만 참석했던 것과 달리 2006년에
는 많은 공식적 행위자가 참석했다.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 존 볼턴 UN주재 
미국 대사, 에드 로이스, 트렌트 프랭크스 하원의원에 더해 일본에서는 나카가와 마
사후라 의원과 납북 일본인 구조 전국협회의 시마다 요이치 등 NGO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탈북 국군포로 조창호,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박상학 사무국장,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 등이 참석했
다. 미국의 행정부 대표들과 의원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북한인권 NGO네트워크
들도 대거 동참한 모습이다. 이처럼 북한자유주간행사는 3시기에 들어 강제북송 저지
캠페인과 함께 국제적 수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북한자유연대의 계속되는 이슈 
공론화 노력으로 2006년 12월에는 강제북송 반대 운동이 더욱 확산되었고 14개 국
가의 20개 대도시의 각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 난민에 인도적 처사를 주문하는 시
위 및 서한전달이 이루어졌으며, 시위의 중심점인 워싱턴 대사관 시위에 샘 브라운 
백 의원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참여했다. 2007년 11월 시위는 전 세계 
11개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참여 국가는 미국·한국· 캐나다·프
랑스·독일·영국·스페인·네덜란드·벨기에·일본·네팔 등이다. 특히 미국의 북한
인권 NGO네트워크가 주관하는 행사인 만큼 미국에서는 6개 대도시에서 진행되었다. 
주최 측인 북한자유연대에 브라운 백 상원의원, 일본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 의
원, 한국 황우여 의원은 서한을 통해 중국의 비인도적 처사를 비난하고 중국 내 탈북
자들의 인권유린 심각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시위를 지지했다.(미국 샘 브라운백 
의원: ‘중국은 유엔난민협정에 가입하고도 탈북자를 북송시키고 인도주의 활동가들
을 투옥하고 있다.’ 일본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 의원: ‘중국과 북한 국경 지대
에서는 탈북 난민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가 계속 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강제북송 은 
북한 주민의 희망을 짓밟는 악행이다.’한국 황우여 의원: ‘중국 내 탈북자들이 어
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어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2008년 북한자유주간행
사에는 여느 해처럼 샘 브라운 백 의원, 에드 로이스 의원을 중심으로 많은 의원들이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의 적극적인 모습
을 보였다. 특히나 백악관 민주·인권 국제조직 담당 국장 등 국가안보회의 관료들이 
참여해 탈북자 전담 차관보직을 신설해 미국에 정착하려는 탈북자들이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2008년 8월 워싱턴 중국 대사관 앞
에서 이루어진 시위는 기존의 북송저지 시위와 조금 다른 형태의 NGO연대가 형성되
었다. 북한인권 NGO네트워크와 중국정부의 인권탄압에 대항하는 NGO네트워크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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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했다. 티베트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국 소수 민족 독립운동 네트워크, 중국의 종교 
자유를 요구하는 파룬궁 회원네트워크, 중국의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국경 없는 기자
회 네크워크 등으로 구성되어 약 200여명이 평화 시위를 펼쳤다. 북한인권 NGO네트
워크와 함께 시위를 주최한 티베트 독립 NGO단체는 중국의 2008 올림픽 개최와 함
께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의 인권 개선을 요
구하는 평화시위를 시작했으며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개최했다. 
2006년부터 정치권에서는 대표적으로 샘 브라운 백 상원의원과 에드 로이스 하원의
원이 북송 저지 시위와 북한자유주간 행사 등 북한자유연대의 활동에 꾸준히 참여했
으며 일본과 한국의 북한인권 관심 의원들까지 동참하기 시작한다. 이는 북한인권 의
원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모습으로 의원들이 NGO네트워크가 주도적으로 개최한 이벤
트에 참석하는 데 그치던 반면,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행사를 강력히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서한을 보내는 등 점차 적극적인 행태를 보인다. 즉, 의원네트워크와 
NGO네트워크 간에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이종스위칭이 이루어진 것이며 점차 끈끈한 
관계를 형성해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북한인권법안의 제정 결과로 신설된 북한인권
특사는 행정부의 대표로서 북한인권 네트워크에 들어왔으며, 임명초기부터 NGO와 
활발히 교류하여 관료네트워크와 NGO네트워크 간 스위칭을 꾀했다. 2008년에 들어
서는 더 많은 의원들이 NGO활동에 동참하기 시작하며 직무가 북한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백악관 관료까지도 북한인권운동에 참여 및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북한인권 NGO네트워크의 활발한 이종스위칭 활동으로 인하여 의원네트워크를 
넘어 관료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북한인권 이슈네트워크가 폭 넓게 형성되었으며 규
모를 팽창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북한인권 NGO네트워크와 중국정부에 인
권을 주장하는 NGO네트워크가 연대를 이룬 형태로 중국당국에 압력을 가하는 시위
를 벌임으로써 네트워크 권력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였다. 중국정부에 대항하여 시위
를 펼친 평화 집회·시위 참여자들이 속한 집단과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다양했지만, 
중국을 비난하고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거시적 목적의식은 동일했기 때
문에 연대는 쉽게 형성되고 압력을 행사하는 권력은 배가 된 모습이다.

     2012년 3월 중국 대사관 앞에서 북한자유연대, 한미자유연맹, 버지니아한인회 등 
NGO네트워크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도움을 호소했다. 이 시위를 시작으로 1년에 1-2회 개최되던 시
위를 매 주 수요일로 정례화하여 전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주미 중
국대사관 앞 북송반대 시위 열려” RFA 2012-03-01). 다음 날, 링크(LiNK)는 워
싱턴DC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
다. LiNK는 특히 젊은 세대도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 및 확장
하도록 하기위해 스마트 폰, 인터넷 등을 이용한 의사소통도 펼치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하원 외교위원회 인권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이 탈북자 
강제북송 긴급 청문회를 개최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부르킹스 연구소 로버
타 코헨, 북한인권위원회 스칼라튜, 탈북자 한송화와 조진혜가 참석하여 증언이 이루
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8일 30-40명의 탈북자가 중국당국에 체포되었다. 이에 한국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로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디펜스포럼재단, 북한자유연대, 한미자유연맹, 버지니아한인회, 그
리고 버지니아 필그림 교회 등에 속한 북한인권 NGO행위자 30여 명은 ‘중국은 강
제북송 중단하라’,‘중국은 탈북자들을 죽이고 있다’는 팻말을 들고 다시 중국 대
사관 앞에서 시위 했다. 10일 워싱턴 근교 한인교민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운동을 주
도한 전종준 변호사(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들에게 무료변호를 제공해 ‘인권 변호
사’로 알려졌다.)는 “신문과 보도를 통해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하고 있
다는 소식을 접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목소리를 내보자고 이렇게 나왔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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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국가 및 도시 7개 국가 12개 대도시

주요 참여자
북한 인권단체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회장, 북한인권운

동가 남신우, 북한인권국제연대 문국한 사무총장 등

개최장소
백악관 앞, 각종 전시회, 중국대사관 앞, 

상·하원 청문회, 기도회

주요 목표

- 인권실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동참할 것을 호소

-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북한이 인권유린국가

로 비난받게 할 것

- 대북방송을 강화할 것  

<표 6.4> ‘북한자유주간’행사의 개요 및 목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자유연대의 주도로 북한인권NGO네트워크가 미

국과 캐나다에 걸쳐 북미지역의 중국 대사·영사관 앞에서 중국정부에 탈북자 

강제북송을 저지하는 촉구 시위를 개최했다. 또한 북한인권 이슈를 시민사회에 

널리 알리고자하는 행사인 ‘북한자유주간’을 2004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하

여 강제 북송 저지집회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이와 같은 흐름에 한국과 일본에 기반을 둔 북한인권NGO 아시아태

평양인권협회는 2005년 1월 25일 중국 정부에 탈북자 임시 수용소를 설

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134) 중국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2008

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반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여전히 중

혔다.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시위운동은 워싱턴을 기점으로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교민사회로 확대되었고, 같은 날 중국 대사관 앞에는 티베트 운동가 100여명이 모여 
중국 당국의 주민 탄압을 반대하는 시위가 함께 열렸다. 20일에는 북한자유연대에 
소속된 단체가 70개로 늘어난 날이자,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
카고, 휴스턴 등 5개 중국 공관 앞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위를 하는 등 중국 대사관 앞 
시위는 급격하게 빈도와 규모를 확대하며 계속되었다. 04월 10일 KCC 또한 미국의 
1700여개 교회에 다른 나라의 800개 교회가 동참하여 총 2천 300여 교회가 전 세
계 60개 도시에서 동시에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규탄대회를 펼쳤다.

    북한인권NGO와 더불어 시민사회까지 시위에 참여하며 중국대사관에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초기에 특정 행위자들만 활동하던 북한 인권문제가 10
년이 지나 자발적인 순수 시민운동으로까지 확산된 것은 괄목할 만한 발전이라고 평
가할 수 있다. 

134) “베이징 올림픽 참가 거부 서명 운동, 중국 정부에 직접적 압력 될 것” (RFA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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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강제북송정책은 계속되었다.

   이에 북한자유연대 수잔 숄티는 중국 정부에게 대화 혹은 평화적 시

위의 방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좀 더 강경한 조치를 취했

다. 강경책의 일환으로 수잔 숄티는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탐 탠크리도

(Tom Tancredo)의원과 협력하여 2008년 올림픽 개최지를 베이징에서 캐

나다 토론토로 바꾸자는 결의안135)을 제출하기로 하고 제출안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중국이 국제적 평판 

혹은 경제적 압력과 국제적 제재에 대해서는 매우 반응적으로 대응하는 

외교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재 결의안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 결과다.136) 또한 수잔 숄티, 아시아태평양인권위원

회, 탐 탠크리도 의원은 중국을 직접 겨냥하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참

가거부 서명운동을 벌인 후, 하원 의원회관에서 국제 포럼이 열릴 때 

상·하원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 결과 2005년 5월 하원 톰 탄크레도 

의원 주도로 ‘08 베이징 올림픽 거부 결의안’이 상정되었다. 내용은 

북한 인권 및 북한으로의 강제 북송 그리고 이를 돕는 활동가들을 체포

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미국은 중국에서의 올림픽을 거부하며 캐나다 

토론토로 개최지를 바꾸는 것이다.137)

   비슷한 맥락으로 2007년 8월에는 중국의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를 거부하자는 의회 결의안이 발

의되었다. 이 결의안은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1년 앞두고 중국의 인권문

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공

화당과 민주당의 10명의 하원의원들은 8월 초 개선되지 않는 중국당국의 

인권 침해 지침 비난하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참가거부)결의안

135) 중국의 강제북송, 인도주의 활동가 체포,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낙태와 불임 강
요, 죄수들에 대한 가혹행위 및 공개처형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136) “‘베이징 올림픽 거부 결의안 미 의회 제출 예정’ - 수잔 숄티”(RFA　2005-01-19).
137) “미 하원의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거부 결의안 제출” (RFA 200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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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각각 발의했다. 공화당 다나 로라바커(Dana Rohrabacher) 의원138)과 

공화당 의원 7명은 공동으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결의안을 발의했다. 

로라바커 의원의 결의안 초안 작성을 도운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티 쿠마(T. Kumar) 워싱턴지부 아시아담당국장은 더 많

은 의원들의 지지 서명할 것이며 대개 설득이 어려운 공화당 의원들도 

결의안에 제일 먼저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의회가 다시 시작되면 신속하게 

결의안은 가결될 것이라 예측했다.139)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의 존 타식(John Tkacik) 연구원은 헤리티지 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최근 

몇 년 간 중국 정부는 미국이 볼 때 못마땅한 행동을 보여 왔다면서 올

림픽 보이콧 결의안을 적극 지지했다.

   하지만 중국 인권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

이징올림픽 보이콧 결의안은 모두 무산되었다. 비록 보이콧결의안으로 

통과는 안됐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미 의회에 2회기동안 상정되었다는 사

실만으로도 충분히 중국당국을 압박하는 기능을 수행했을 것으로 본다. 

결국 정치적으로 상당히 완화된 이름 ‘탈북난민보호 결의안’으로 강제

송환 중단을 촉구했다.

   2007년 7월 한인교회연합(KCC)이 주도하여 탈북난민을 위한 첫 상원 

결의안을 추진하기위하여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LET MY PEOPLE GO 

Before 2008 Beijing Olympics)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에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강제북송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에 북한인권NGO

네트워크 뿐 아니라 진보·보수·기독교·유대교단체 등이 동참했다.140) 

결의안 내용은 ①중국 정부에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것, ②북

138) 1988년에 의정생활을 시작한 로라바커 의원은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의원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139) “미 의회, 중국 인권상황 관련 2008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결의안 추진” (RFA 2007-08-24).
140) 유대인 인권단체 사이먼 위젠탈 센터(Simon Wisenthal Center)의 아브라함 쿠퍼

(Abraham Cooper) 부소장, 디펜스 포럼(Defense Forum)의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대표, 링크(LiNK)의 에이드리안 홍(Adrian Hong) 대표, 프리덤 하우스
(Freedom House)의 북한인권 담당 구재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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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 유엔협정을 준수해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
- 탈북자를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지 말 것
- 탈북자가 망명을 요구할 합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탈북자 접근을 허용할 것

<표 6.5> 탈북자보호결의안 주요 내용 

한으로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 ③제 3국행을 원할 경우 도와줄 것으로 

했다. 이 결의안의 초안은 KCC가 작성했으며, 샘 브라운 백 의원이 상원

에 제출했다. 결의안 상정을 위해 KCC는 오바마의원과 클린턴 의원실을 

비롯하여 50개주 상·하원 의원실을 방문해 지지호소 및 지지서명을 부

탁하는 로비를 펼쳐나갔다.141) 이에 대하여 당시 상원이었던 버락 오바

마 의원은 서한을 통해 KCC의 집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뜻을 밝혔

다.142) 첫 상원 결의안에 대해 결의안 지지의원 확보를 위해 직접 국회 

의사당내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 끝에 결의안 지지 의원

의 수가 늘고 있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하원은 탈

북자보호결의안을 구두표결로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올림픽을 앞두고 

보안문제를 핑계 삼아 더욱 혹독해진 인권탄압 행태를 비난했다.

 

   특정 몇 명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원들이 중국 내 탈북자 강

제송환 문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결의안 발의자이자 공화당

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샘 브라운 백 상원의원은 결의안을 

상원에 제출했고,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까지도 포함하여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이 북한 

인권에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북한 인권문제가 공식적이고 지속적으로 제

기되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의 상·하원 모두 북한의 인권 개선에 지속

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NGO

141) “미국 상-하 양원, 중국 내 탈북자 보호 결의안 추진” (RFA 2007-07-20).
142) “바락 오바마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 촉구 캠페인 강력히 지지해””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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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기 대선후보 등 주요 의원들을 겨냥하여 성공적인 다른 종류 네트

워크 스위칭한 결과 북한인권 네트워크의 노드로 편입되었다. 대선 후보

자들은 의원네트워크 내에서 권력자원이 풍부한 노드들이며 네트워크 특

성상 많은 노드들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주요노드로 모여드는 성질이 있

다. NGO의 성공적인 ‘해석자’ 스위칭으로 주요행위자들이 결의안을 

상정하고 강력히 지지하는 등 많은 관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2년간 

부결되던 탈북자보호결의안이 구두표결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었다.  

 

2. 6.25전쟁포로와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논할 때 탈북자이슈가 초기부터 제기되어 주를 이

루었다. 이에 상대적으로 납북자이슈는 덜 알려졌으며 관심을 덜 받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납치행위는 주변국 뿐 아니라 11개국의 국민을 

자의적으로 납치 및 강제구금 하는 등 전 세계적인 범법행위다. 문제를 

널리 알리고 해결해야할 심각한 문제임에도, 납북행위의 주요 대상은 주

로 일본인과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때

문에 일본과 남한의 납북자NGO가 직접 미국에 방문하여 북한인권NGO

를 접촉하거나 의원을 면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심과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일본은 탈북자이슈에 비해 납북자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며 적극적인 임하는 모습을 보인다.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고이즈미 총리에게 

처음으로 북한의 납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 북한의 납치행위문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143) 이

에 2003년 3월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짐 리치 위원장)는 납북자행사

143) “남한 납북자단체, 정부에 강력항의” (RFA 200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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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관했으며 일본의 납북자 NGO(납치 피해자 가족 모임, 전국 납북 

일본인 구출협회) 와 일본의 의원들(야마타니 중의원, 쿄시의원 중의원)

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실상에 대해 증언하며 미국의 관심을 촉구했

다.144) 곧 이어 한국의 납북자NGO가(납북자가족협의회, 납북자가족모임,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미국의 북한인권위원

회를 방문했다. 한국 납북자NGO 대표들은 북한인권위원회 데브라 리앙 

펜톤 이사와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대사를 면담하며 미국의 북한인권

NGO네트워크가 납북 한국인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145) 하원 헨리 하이드(Henry Hyde) 국제관계위원장은 29명의 

의원과 북한의 납치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헨리 하이드 의원은 결의안에서 북한의 남한과 일본인 납치

는 테러행위이자 중대한 인권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납치 피해자들과 남한 국군포로를 즉각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납치행위를 포기하고 모든 납치사건에 대해 완전한 설명

을 하기 전까지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북한을 계속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146)

   납북자의 생사를 확인하고 생존한 납북자를 송환하겠다는 목표로 

2005년에 설립된 미국 인권NGO ‘희망을 위한 납북자구조 센터

(Rescuing Abductees Center for Hope;ReACH)’ 아사노 이즈미(Asana 

Izumi) 대표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국제적 문제로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2006년 북한자유연대의 주관으로 열린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참여해 백악관 앞에서 음악회를 열어 일본 납북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

으로 납북자 송환 문제를 공중에 환기시켰다. 행사에 야마타니 에리코 

144) “일본 납북자가족 대표단, 미하원 외교위원회 증언” (RFA 2003-03-10).
145) “납북자단체, 미국 조야에 관심 촉구” (RFA 2003-06-03).
146)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북한 납치 행위 규탄 결의안 제출” (RFA 

2005-05-27);“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북 납치 규탄 결의안 채택” (RFA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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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tani Eriko) 중의원, 와타나베 슈 중의원, 야마나카 아키코 

(Yamanaka Akiko) 외무성 차관 등 일본 의원과 정부관료 및 한국의 피

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 탈북자네트워크, NED 칼 거쉬만, 사이

먼 위젠탈 센터 (Simon Wiesenthal Center)의 아브라함 쿠퍼 부소장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147) 뿐만 아니라 희망을 위한 납북자구조 센터는 미

국 하원 북한납치문제에 대한 청문회에 일본 납북자 메구미(일본인 납북

자이슈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 의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가 참석해 증

언하도록 주도했으며 이는 일본인 납북자의 첫 번째 의회 증언이었

다.148) 그 결과 일본 뿐 만 아니라, 한국, 중국, 레바논, 말레이시아, 태국 

등 11개 국가에서 수많은 사람이 북한에 납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외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2007년 9월 초 희망을 위한 

납북자구조 센터는 남한의 탈북자네트워크 피랍탈북인권연대와 연대하여 

백악관 앞에서 4일 동안 쉬지 않고 전 세계 8만 3천여 명의 ‘납북자 이

름 부르기’행사와 서명운동을 병행하여 주요 언론과 많은 시민들의 관

심을 받았다.149) 

   희망을 위한 납북자구조 센터의 아사노 이즈미 대표는 일본계 미국인

인 영향으로 납북자문제를 일본인으로 대상 집단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

다. 납북자송환 문제만을 다룬 미국 북한인권NGO로 일본과 한국의 납북

자NGO와 함께 북한인권 관련 연례 최대 행사인 북한자유주간에 참여하

여 미국 내에서 납북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납북자문제가 북한인권 문제 중 주요 하위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남

한의 NGO 6·25 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8만 명으로 추산되는 한국

전쟁 납북자 문제도 일본 납북자문제와 함께 촉구하는 데 나섰다. 미국

147) “‘북한 자유의 날’집회, 납북자 문제, 북한 인권상황 강력 비판” (RFA 2006-04-28); 
“한일 납북단체, 워싱턴서 북한의 납북 만행 규탄” (RFA 2006-04-22).

148) “일 납북피해자 가족, 4월 하순 미 하원서 증언” (RFA 2006-03-06). 
149) “美 NGO, 세계 8만5만 납북자 송환을 위한 백악관 앞 시위 기획” (RFA 2007-08-15); 

“백악관 앞 ‘납북자 이름 부르기’ 4일 만에 마쳐” (RFA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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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식적 움직임을 유도하기위해 결의안을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하

지만 결정적인 증빙서류로 미 국무부 자료 원문을 문서자료공개법 절차

에 따라 발굴하고 결의안에 첨부해야하는 절차가 장애물로 있었다. 이에 

7월 미국을 방문해 한국전쟁 납북자 문제를 의회와 호소한 결과 에드 로

이스(Ed Royce) 하원의원은 결의안 상정과 국무부 자료를 입수하는데 국

회의원 서명을 받아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화

당의 인권문제 담당 프랭크 울프(Frank R. Wolf)하원의원과 국무부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 북한인권특사로부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시기라며 지지를 얻었다. 북한인권특사와 의원 등을 면담한 결과

와 지지여세를 기반으로 결의안이 의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미국 현지에

서 다양한 로비활동 및 보고서 작성에 주력했다.150) 

   그 결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과 한국 박선영 

의원에 의해 마련된 결의안 초안을 찰스 랭글 의원(한국전쟁 참전 용사) 

측에 전달할 수 있었다. 하원은 찰스 랭글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초당

적인 지지를 받으며 찬반 논란이 없어 상임위의 의결 과정을 생략한 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예외 방안을 취하기로 외교위원회의 양당 지도부가 

결정했다.151) 그 결과 ‘6.25 전쟁포로와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

(H.RES.376)’은 전폭적인지지로 15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었

다. 찰스 랭글 의원은 결의안에 명시된 대로 앞으로 전시 납북자 문제를 

미국 국무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 의회

가 처음으로 6.25 민간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

다.152) 

   2005년 결의안은 한국과 일본의 납치행위를 규탄하는 데 그쳤다. 하

150) “미 의회에 전시납북자 해결 결의안 상정 추진” (RFA 2007-08-20); “한국
전 납북자 가족, 미 의회 결의안 추진” (RFA 2011-05-09).

151) “미 하원 ‘납북자 결의안’ 내주 본회의 상정” (RFA 2011-12-07). 
152) “미 하원 ‘납북자 송환 결의안’ 채택” (RFA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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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2007년부터 남한의 NGO 6·25 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한국전

쟁 당시 포로와 납북자까지도 북한의 납치행위 피해 집단에 편입시켜 활

동한 결과, 2011년 ‘6.25 전쟁포로와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

(H.RES.376)’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북한의 납치행위는 한국전쟁 국군포

로와 전후 외국인을 상대로 한 모든 납치행위를 지칭하게 되었고, 미국 

정치권에서 결의안으로 공식적으로 다루어진 만큼 북한인권문제의 주요 

하위이슈로 자리 잡게 되었다.       

   NGO의 내용 스위칭활동으로 ⓛ북한자유주간에 참여하여 미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납북자이슈를 공론화하고 공식행위자들이 송환 촉구

하도록 유도한 점, ②2005년 결의안의 납북 피해 집단 정의(일본인, 한국

인)에 2007년 결의안에는 6.25전쟁포로까지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접근하

도록 한 것 등의 결과를 들 수 있다. 다른 종류 네트워크를 스위칭 한 

것으로 ①각 의원사무실을 방문하여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활동, ②결

의안 초안을 마련하여 전달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NGO가 다

른 종류 네트워크에 새로운 이슈를 스위칭한 결과 ‘6.25 전쟁포로와 납

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H.RES.376)’이 통과되었다.        

3. 탈북고아입양법

북한인권의 하위이슈로 탈북자문제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다. 탈

북자 강제송환문제의 세부이슈로 미국 내에서 탈북여성의 인신매매 실태

가 알려지면서 인신매매의 연장선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북한고아이

슈가 관심을 얻기 시작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어린이들이 탈북 고아

가 되는 경로를 크게 3가지로 본다. 북한에서부터 부모를 잃고 혼자 북

한을 탈출한 경우, 부모와 함께 탈북 하던 중에 부모가 경비병에 잡혔거

나 한국 입국 중 부모를 잃은 경우, 탈북 여성이 중국 등지에서 인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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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당해 현지 남성과 아이를 낳은 후 돌보지 않은 경우이다. 세 번째 경

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심각한 경우로, 태어난 곳에서 합

법적인 신분을 얻지 못해 무국적고아로 보호받지 못한 채 고통 받는 삶

을 살기 때문이다.153) 그들은 대부분 중국에 밀집되어있지만, 러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도 유랑생활하며 꽃제비 생활하는 탈북고아가 상당 수 있

다.154) 2005년 9월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장 유천종 목사가 중국 조선족 

밀집지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국적자녀가 최소 2-3만 명으로 집계

되었다.155) 이에 2006년부터 미국 북한인권 NGO들은 북한고아들이 미국

에 망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2007년 10월 중국 내 탈북자 구출 대북인권단체 LiNK156)와 헬핑헨즈 

코리아(Helping Hands Korea)가 중국 내 북한 고아 두 명과 청소년 한 

명과 함께 미국에 입국했다. 미국으로 망명한 첫 북한고아들이었기 때문

에 미국 정부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157) 

때마침 10월 하원에서 인신매매 근절 법안을 상정하며 탈북여성의 98%

가 인신매매를 당하는 상황 하,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여 태어난 중

국인 남성의 아이 혹은 매춘행위로 인하여 태어난 북한고아들이 늘고 있

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이 탈북여성을 강제 북송시켜 아이만 

중국에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158) 하지만 북한 고아를 미

국 가정에 입양하기에 앞서, 기존 제도상 북한의 동의를 받아 북한 고아

들이 부모가 없어 의지할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부모가 

동의해야만 국외로 입양이 가능하다는 현행법 때문이지만, 북한의 협조

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또한 탈북고아가 한국으로 망

153) “[LA 생생뉴스] 탈북고아입양법안 제출” (RFA 2011-04-18).
154) “<긴급점검:탈북고아> ①지금도 해외로 떠도는 북한 고아들” (연합뉴스 2013-06-02).
155) “중국의 탈북여성 자녀, 무국적 꽃제비로 전락” (RFA 2006-01-06).
156) LiNK는 중국에서 탈북자 보호소를 운영하고 탈북자의 제3국 정착을 돕는 등 탈북

자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NGO이다. 본부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다. 
157) “북한고아, 미국 입양 되나?” (RFA 2007-11-07).
158) “미 하원, 인신매매 근절 위한 법안 상정” (RFA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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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했을 경우 탈북자라는 낙인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국에 입국할 경우 입

양시키는 제도적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159)

   탈북고아의 미국 망명은 전례 없었던 일로 기존 제도를 따를 경우 북

한당국의 특수성으로 절차를 구비하지 못하여, 입국한 무국적 고아들이 

온전한 성장 및 생활을 영위해 나가지 못할 상황이었다. 때문에 탁북고

아의 상황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들을 적응적으로 미국에 입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슈의 심각성에 대해 시

민사회가 공감해야 새로운 제도가 생성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북한

인권NGO들은 탈북고아실태와 탈북고아법안의 필요성을 알리며 법안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했다.        

   LiNK는 2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미국 전역을 돌며 북한 고아 문

제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경로의 홍보활동과 더불어 ‘2010 탈북자 입양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 홍보 활동을 위해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 등 인터넷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적극 활용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 활발히 진행했다. 동시에 전

국적인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법안의 필요성을 알렸고, 

각 주의 의원들에게 지지 요청 서한을 보냈다. 구체적으로 시민사회에 

탈북고아들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의 

대학, 교회, 카페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방문하여 기록영화 

‘북한의 내부(Inside North Korea)’를 상영했으며, 시민들에게 지역 

상·하원 의원에게 ‘2010 탈북자 입양법안’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160) LiNK 관계자는 그 결과 미국 내 한인뿐 아니라 

백인과 흑인도 동참의지를 보이는 등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외에 318 파트너스와 익명의 북한 선교 단체들 또한 탈북

159) “한국 법 때문에... 탈북고아 미 입양 막혀” (RFA 2010-11-17).
160) “링크, 탈북고아 미 입양 법안 지지 활동” (RFA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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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의 미국입양법안을 지지해왔다.161)

 ‘2010 탈북자 입양법(S.3156, H.R.4986;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0)’은 2010년 3월 25일 샘 브라운 백 의원과 메리 랜드리우

(Mary Landrieu) 의원이 상원에 공동 발의했으며, 하원 에드 로이스의원

이 발의하여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회에 동시에 각각 이 제출되었다. 법

안은 탈북 고아를 돕기 위하여 미국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

련하자는 내용으로, 특히 북한을 탈출한 뒤 가족과 헤어져 무국적 상태

로 제3국을 떠돌고 있는 수천 명의 북한 고아에 대한 미국 입양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국무장관의 주도 하에 오바마 행정부가 탈북 고아

를 위한 인도적 지원 대책을 마련한 뒤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

다.162)  

   상·하원에 동시에 입법되자, 중국 내 무국적 탈북고아 미국 입양지

지운동을 펼치는 NGO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한인교회연합(KCC), 링크(Link), 북한자유연합, 한미연합회(KAC)163) 등 북

한인권NGO네트워크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KCC는 

상·하원에서 계류 중인 7월 13일과 14일 백악관 앞에서 제 1회 인권집

회를 열었고 이에 북한자유연대의 수잔 숄티가 지지발언을 했으며, 의원 

5명(샘 브라운 백, 일레나 로스 레티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에 북

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164) 집회 

후 하원 의원실들을 방문해 법안을 설명하며 시민들이 KCC에 보내온 북

한고아법안 지지서한 2천 여 통을 전달했다.165) NGO단체들의 적극적인 

홍보 결과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의회

161) “탈북고아 입양 법안 지지 확산” (RFA 2010-04-28).
162) “탈북고아 입양 촉진 법안 미 의회 제출” (RFA 2010-03-25).
163)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한인 2세들로 구성된 한미연합회는 1983년 

창립됐으며 전국의 지부를 두고 있다. 
164) “미 의원 5명 '북한인권집회' 동참” (RFA 2010-07-14).
165) “탈북고아입양 지지서한 의회 전달” (RFA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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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출된 가운데 탈북 고아 입양을 희망하는 미국인이 점차 늘었다.166) 

북한고아입양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신호범 워싱턴 주 상원 부의장은 샘 

브라운 백 연방 상원의원에게 법안 지지서한을 전달했고, 오리건, 텍사

스, 테네시 주의 정치인들 또한 법안 통과에 지지를 표명했다. 북한 고

아를 돕고 있는 미국 NGO '한-슈나이더 국제아동재단(Han-Schneider 

International Children's Foundation)'은 미국 상․하원에 계류 중인 '2010 

탈북자 입양법'의 통과를 요청하며 많은 NGO(월드비전(World vision), 

Feed My Starving Children, Heart to Heart, 국제 홀트재단(Holt 

International) 등)가 함께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

했으며, 법안 청문회에 증인으로도 참석했다. 이외에도 익명의 북한 선

교단체들도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탈북 고아들의 미국 내 입양을 지지하

는 움직임이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167) 하지만, 미국사회에서 높아

진 관심과 지지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었다. 

2011년 3월 상원 외교위원회에 ‘2011 탈북 아동 입양법(S. 416)’이 리

차드 버(Richard Burr, 공화)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메리 랜드리우

(Mary Landrieu, 민주) 상원의원에 의해 다시 공동 발의·제출되었다. 발

의 내용은 2010년과 비슷하게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에 가장 큰 법적 

방해물로 지적되어온 서류 미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고 행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다. 즉, 출생과 부모의 사망 등을 증명할 서

류가 분실·훼손되어 제도상 미국 입양불가능해진 탈북 고아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했다.168) 곧이어 4월 하원 외교위원회에 에드 

로이스의원이 ‘2011 북한고아입양법(H.R. 1464)’을 2년 연속으로 발의

166) 난민 고아를 미국인 수양부모와 연계해주는 미국의 NGO 루터교 이민․난민 봉사단
체(Lutheran Immigration Refugee Service)는 미국인들 사이에 탈북 고아의 입양
에 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입양하려는 수양부모들의 전화문의가 늘었으며, 국무
부와 미국 내 여러 NGO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RFA 2010-05-05).

167) “‘탈북고아 입양 법안’ 청원서 제출” (RFA 2010-05-05).
168) “탈북고아 미 입양 촉진법안 제출” (RFA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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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169) KCC는 7월 워싱턴 국제기자클럽에서 탈북고아 입양 법안에 대

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제 2회 인권집회를 3일 동안 백악관 및 의회 앞

에서 개최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법안의 필요성을 시민사회에 알렸다. 

집회 참석자로 스캇 플립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연구원, 탈북해 버

마를 거쳐 한국에 정착한 탈북 소녀 김지련, 에드 로이스 의원 등 다양

한 북한인권 NGO 행위자 및 탈북고아를 지원하는 관계자, 의원과 탈북

자가 동참하여 실태와 경험담을 증언했다. KCC는 집회를 마친 후 의원

실에 방문하여 법안 지지를 호소했다.170) 2년 연속으로 탈북고아입양법

안이 발의되었지만 다시 부결 되었다. 

   탈북고아법안은 부결되었지만, NGO의 활발한 이슈 홍보활동으로 미

국 내에 북한탈북고아문제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북한고

아 어린이를 입양하겠다는 가정집이 꾸준히 늘어 NGO의 공론화활동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슈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조용한 외

교원칙 하에 이루어지던 탈북고아를 구출하는 사업은 공개적인 지지와 

시민들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2012년에 북한인권NGO들은 다시 한 번 탈북고아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로비 활동을 펼쳤다. 2012년 5월부터 한인권익NGO KAC(한미연합

회) 그레이스 유 사무국장은 법안 하원 통과를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입법청원활동을 했다. 하원 의원 50명을 직접 면담하며 법안의 필요성 

및 지지해 줄 것을 로비한 결과, 기존 32명이었던 지지의원이 41명으로 

9명이 늘어났다. 이 밖에도 95개 하원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법안 통과

를 부탁했으며, 전화를 걸거나 지지요청 서한을 보내는 등의 활동도 병

행했다.171) 5월20일부터 한 달 간 인터넷 서명운동을 통해 법안 통과 촉

169) “‘탈북고아 입양법’ 미 하원도 발의” (RFA 2011-04-09).
170) “KCC, 탈북고아 미국 입양 촉구 집회” (RFA 2011-07-28); “‘북한 인권 

향상에 함께 노력’ 다짐” (RFA 2011-07-29).
171) ““탈북고아 미 입양 촉진 법안 통과” 호소” (RFA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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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캠페인을 펼치며 이슈를 홍보한 한미연합회(KAC)는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을 촉구하는 광고제작하여 언론에 공개했다. 미국 인기 한인배

우 산드라 오가 출연해 탈북 난민 고아들을 미국 가정에 입양토록 하는 

법안에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영상은 30초 분량으로 유

튜브(YouTube)와 페이스북(Facebook)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유포했다.172) 

 KAC는 온라인 홍보활동으로 네티즌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명운동, 탈북

고아입양 촉구 캠페인 광고영상, SNS를 활용한 활동 등으로 기존 NGO

네트워크의 활동에 비해 인터넷밀착형 캠페인을 펼쳐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새로운 법안의 

통과를 위해 공식적 행위자인 의원들을 직접 면담하고 의원실을 방문하

며 지지의원 수를 확보한 것을 이종스위칭이 이루어진 것이고, 법안 통

과를 위해 이슈의 심각성을 알리고 법안의 내용 및 필요성을 알린 것으

로 내용적 스위칭의 한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7월에 KCC는 3일 동안 미 의회 앞 광장, 워싱턴 중국대사관, 백악관

에서 각각 하루씩 제 3회 인권 집회(‘SHOUT FOR FREEDOM’)를 개최

했고 2년 째 특히 탈북고아입양법안을 촉구했다. 미 전역에서 모인 10대

부터 80대까지 다양한 계층의 KCC 일원 200여명이 집회에 참여했으며 

북한자유연대 수잔 숄티, 탈북자 신동혁, 윌리엄 페리(William James 

Perry) 전 북핵정책 조정관의 선임보좌관 필립 윤 등 북한인권 NGO네트

워크 행위자들도 동참했다. 이와 더불어 의회 앞 집회에는 북한인권NGO

네트워크의 행사 사상 최대 규모로 의원 9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로저 위커(Roger Wicker) 상원의원, 공동 발의한 일리아나 

로스-레티넨(Ileana Ros-Lehtinen) 하원 외교위원장, 더치 루퍼스버거 하

원의원, 에드 로이스(Edward R. Royce) 의원 등 9명이 참석해서 법안을 

지지하는 뜻과 북한인권이 개선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50명의 하

172) “탈북고아 미국 입양 촉구 광고 공개” (RFA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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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원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다.173) 

   탈북고아입양법안 청원운동 첫해에는 한반도와 북한 인권에 대해 원

래 관심이 많았던 몇 의원들만 지지했던 반면, 50명 의원으로까지 늘어

난 것은 확실히 NGO의 활동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법안 촉구 단

일행사에 9명의 의원이 참석한 것은 3년 간 NGO가 의원들에게 탈북고

아이슈에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한 홍보활동 영향이 많이 미친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3년간 NGO들이 법안 통과를 촉구해온 끝에 결국 에드 로이스 의원

이 발의한 탈북고아입양법안(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2)이 2012년 9월 14일자로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174) 하원

의 법안은 수정과정을 거쳐 상원도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 시켰으며 오

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2013년 1월에 ‘2012 북한어린이복지법

(H.R.1464; 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이 법안으로 제정

되었다. 이 법안은 탈북고아는 물론 모든 탈북 아동들에게 입양의 기회 

및 복지의 대상으로 한다. 법안을 촉구해왔던 NGO 행위자들은 기쁨을 

표하면서도 법안의 실효성 및 이행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었다. 법

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활동을 했던 KCC의 관계자들은 앞으로 

국무부와 의회를 향해 적극적으로 법을 이행 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175) KCC는 북한인권NGO네트워크와 더불어 지속

적으로 행정부와 의회에 ‘북한어린이복지법’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

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7월 중순 경 북한인권NGO네트워크

173) “KCC, 탈북고아입양법안 지지 촉구” (RFA 2012-07-11); “[세계의 한국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미 국회의사당 앞 횃불대회 대성황” (RFA 2012-07-13).

174) “탈북 고아 입양 법안, 실효성 보다 상징성” (VOA 2012-09-13).
175) KCC 샘 김 사무총장: ‘과거 북한인권법의 사례를 보면 국무부가 관련 의무를 이

행하지 않으면서 현재 준비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법 이행
을 위해서 국무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이행 촉구가 필요합니다.’ KCC 손인
식 대표간사: ‘일단 법률이라는 길이 열리고 난 후에는 한국교회연합(KCC) 혹은 
함께 일해 온 NGO들이 연방 의회와 국무성에 압력과 청원을 지속적으로 가한다면 
북한인권법 사례처럼 이 법도 앞으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믿습니다.’



- 101 -

-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어린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 
- 즉각적인 보호를 위해 가족상봉이나 입양을 주선할 것
- 미국 국무장관이 지명한 관료가 외국을 떠도는 북한 어린이들의 실태 및 

북한 어린이 입양과 관련한 방안을 미국 상, 하원에 보고 할 것
- 미국 국무부는 재외 북한 어린이들의 거주국을 상대로 무국적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노력을 기할 것
- 과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재외 북한 어린이들의 가족 상봉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관련내용을 미국 상, 하원에 보고할 것 

<표 6.6> ‘북한어린이복지법 (H.R.1464)’ 주요 내용 

와 함께 워싱턴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76)

   2004 북한인권법의 제정운동으로 탈북자 강제북송이슈가 가장 대표적

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회 청문회 혹은 인권단체들의 설명회에서 탈북여

성들의 증언으로 인신매매문제가 알려졌다. 이후 인신매매에 의한 강제

결혼 혹은 매춘으로 생긴 아이들이 중국에서 무국적인 상태로 꽃제비생

활을 하며 떠도는 탈북고아문제에 이르기까지 북한인권의 관심 세부이슈

가 점차 생성 및 발전되었다. 새로운 하위이슈가 생성되고 북한인권 

NGO는 이에 맞춰 대응적인 제도를 연구하고 법 제정 촉구 운동을 벌이

는 등 내용적 스위칭을 꾀했다. 

   법 제정에 있어 북한인권NGO네트워크 내 노드단체들은 의회·정부 

등 다른 종류 네트워크에 각각 차별된 활동을 펼치면서 이종스위칭을 행

했다. KCC는 백악관과 의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며 주도적으로 보

이스(Voice)기능을 주도했고 북한자유연대는 이를 지지하는 형식으로 동

참했다. KAC는 미 전역에 돌아다니며 입법청원운동과 서명운동을 벌이

며 의원 및 의원실을 방문 면담하는 등 시민사회와 의원네트워크에 동시

에 지지를 촉구했다. LiNK는 직접 중국에서 탈북고아를 직접 구출하는 

활동을 주로하며 미국에 이슈를 홍보하는 활동까지도 펼쳤다. 특히 LiNK

와 KAC는 이전에 이루어졌던 북한인권 관련 법안과 결의안을 통과시키

176) “로이스 ‘북어린이복지법’ 제정 환영” (RFA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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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청원운동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NS;Twiiter, Facebook, Youtube) 수단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SNS수단 특성 상 비용은 최소화하고 정보접근성과 유포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젊은 층에 효과적으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

다. 오프라인방식과 달리 NGO와 시민과의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으로 쌍

방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빈도 높게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인권 의원네트워크의 활동으로 샘 브라운 백 상원의원실과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실은 법안 사전작업 당시 법안 문구를 조정을 논의하는 

등 긴밀하게 입법공조 작업을 거쳐 상·하원에 동시 발의했다. 미국 의

회의 입법 체계상 법안이 의회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이 서명해야 

정식으로 발효된다. 상원과 하원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양원에 법

안 동시 발의는 입법 시간을 줄이고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

적인 방법이다. 또한 공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민주당 의원이 공

동 발의자로 참여함으로써 초당적 입법이 이루어졌다.177)

   이와 같이 북한고아입양법안이 제정되기까지 북한인권NGO는 적극적

인 내용 변화를 수반한 이종네트워크 스위칭 기능을 수행했다. NGO의 

스위칭으로 인하여 북한인권 의원네트워크가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법안

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양원 동시 발의 및 초당적 발의를 

했다. 다시 말해, 2년간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2012 북한어린이복지

법’은 KCC, LiNK, 한미연합회(KAC)등 북한인권NGO가 ‘해석자’스위

처로서 역할을 3년 동안 꾸준히 수행한 결과, 결국 상·하원의 만장일치

로 법안 통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177) “탈북자 입양촉진법 미 상하원 동시 발의” (RFA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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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이 논문은 네트워크권력 관점에서 미국의 비정부기구들(NGOs)이 북한

인권법의 확산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국제정치학의 

구성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주로 나타나는 NGO의 역할 변화

에 따라 시기를 3개로 나누어 살폈으며 각 시기별로 결과물이 있다. 북

한 인권운동 확산에 네트워크권력이론에 의해 NGO의 역할은 주로 4가지

(문지기, 변환자, 중개인, 해석자)로 나타난다. 물론 북한인권 이슈에 있어 

NGO네트워크는 각 시기별로 문지기, 중개인, 해석자 등 다양한 면모가 

복합적이고 동시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NGO의 중심된 역할이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시기에 NGO는 주로 

문지기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시기에는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에 집중되었

다. 마지막으로 3시기에는 변환자와 해석자의 양상이 동시에 관찰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분석결과 1시기는 북한 인권이슈가 조용한 외교에 

의하여 비공개적으로 처리되던 문제였지만, 공개적으로 북한인권 문제

가 거론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북한인권 NGO 개별 행위자가 나타

나 활동함으로써 소극적 논의되기 시작된 1997년을 기점으로 이슈가 점

차 공개적으로 다루어졌다. 저자가 구분한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제1시

기는 NGO가 ‘문지기’스위처로 아직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이 미국 

뿐 아니라 외부세계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이다. NGO 행위자의 

도움으로 탈북자들은 의회 증언 및 설명회의 증언자로 나서 심각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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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권 실태를 외부세계에 고발했다. 주로 탈북자들이 증언을 하며 아

직 인식공동체 간의 상호 연결 관계가 분명치 못하고 이슈관심 행위자

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시기에는 열악한 인권실

태를 외부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관련 이슈

도 세분화되지 않고 모호하게‘북한인권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

을 외부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주력했다. 즉, NGO 개별 행위자가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하여 공감하게 되었고 외부세계에 인권 실추 실태를 

알리는 데 주력하는 인식확산 활동을 벌인다. 그 주된 활동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개별 행위자들은 탈북자를 미국에 

입국시켜 청문회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돕는 등의 활동을 했다. 그 결

과 미국 내에 북한 인권 이슈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구분되는 시기는 미국 내 최초의 북한인권NGO(북한인권

위원회)가 결성된 2001년 10월을 기점으로 한다. NGO는‘중개인’스위

처로 이슈 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

이며 특정 허브를 중심으로 그들 간에 상호의존성이 뚜렷해진다. 북한

인권 관련이슈에 관심 있는 NGO연합을 형성하고, 종교단체와 소수인종 

모임 등 기존 여러 분야의 NGO가 네트워크에 들어온다. 미국 내의 종

교단체들과 인권단체 그리고 국제관계 분야 연구소 등이 북한인권NGO

연합(북한자유연대; North Korean Freedom Coalition)178)을 형성하여 미

국의 북한인권법이 입법화 된 2004년까지이다. 즉, 중개인시기로 처음 

북한인권 전담 NGO(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생성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 NGO들이 모여 연대(북한자유연대)를 형

성했다. 인권단체, 여성단체, 기독교단체, 유대교단체, 각종 씽크탱크 등 

다양한 종류의 NGO가 공조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아갔다. 2시기는 이슈

178) 디펜스포럼재단의 수잔 숄티(Suzanne Scholte)를 대표로 2003년 결성 당시 미국 
내 13개 NGO단체가 창립 구성원으로 시작했다. 2013년 현재 규모가 팽창하여 미
국, 한국, 일본의 저명한 70여개의 NGO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탈북자네트워
크 및 여러 개인 회원들로 구성되어있다(http://www.nkfreed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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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 내에 웬만큼 알려진 상태라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행정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는데 주력했다. 이에 연대는 

2004 북한인권법 초안 작성 작업에 크게 일조하여 별다른 수정과정 없

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2004 미국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다.

 3시기에는 변환자와 해석자 모습이 동시에 나타난다. NGO는 의회와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스위칭하여 이들(다른 종류 네트워크)을 북한인권 

이슈네트워크에 편입시키려 노력했다. 제3시기 NGO의 ‘변환자’ 모습

은 이슈 별·이슈 간 네트워킹과 이들이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로 

스위칭하는 일환으로 의원 및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침으로서 

공식적 행위자들을 네트워크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노드로 활동하게 

하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 제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변환자 모습은 

NGO네트워크가 자칫 상징적인 법으로 그칠 수 있었던 2004 북한인권법

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시법이었던 북한인권법을 

재연장 할 것을 촉구했으며 2012년 상·하원에서 북한인권법이 2번째 재

승인 됨에 있어 초당적 입법이 이루어졌고 구두표결 하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슈관련 특정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일반 공중들까

지도 중국 대사관 앞에서 주말마다 탈북자 강제북송반대 시위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북한 인권 이슈에 대한 관심이 일상화 

및 대중화되었다. 그 결과 북한인권법 예산이 회기개시 시점보다 약 3달 

앞당겨 집행될 수 있었으며, 북한인권특사 보직에 전문적 인물 임명 및 

신속한 인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북한인권법이 2008년과 2012년에 재승

인 법안으로 수월하게 통과 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슈NGO네트워크 전체의 양상은 아니지만 스위처의 최상위 형

태로 볼 수 있는 ‘해석자’의 모습이 개별 NGO 노드로부터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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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는 북한인권 세부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기하며 결의안 혹은 법안이 

통과되도록 촉구했다. NGO네트워크의 해석자 역할로 추상적으로 다루어

지던 북한 인권문제가 세분화되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문제, 탈

북여성 인신매매문제, 탈북 고아입양문제 그리고 납북자와 국군포로문제

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세부이슈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석자로서 

NGO는 북한인권의 주목받지 못하던 세부이슈를 공론화시키고, 북한인권 

관련 각종 결의안(중국 내 탈북자 보호 결의안, 6.25전쟁포로 및 납북자 

송환 결의안) 및 2012 북한어린이복지법(북한 고아 입양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안을 작성해 의회에 전달하고 시민사회와 의원에 지지 및 통과 

촉구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다양한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과 법안이 미

국에서 제정될 수 있었다.

   시기 별로 NGO가 수행한 역할이 완전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네트워크권력이론 분석틀에서 제시한 스위처 특징과 맞아떨

어진다.  



- 107 -

제1시기

(1997~2001.09)

제2시기

(2001.09~2005.02)

제3시기

(2005.03~2013.03)

주요 

노드

탈북자, 언론,

개별 행위자

탈북자, 북한인권위원회, 

북한자유연합

탈북자, 북한자유연합 

,관료, 의회, 

행정부(북한인권특사), 

일반 시민

시기 

구분

북한 인권 

NGO행위자 등장

 북한 인권 전담 

NGO 결성

NGO의 북한인권법 

시행 촉구

주요 

이슈

북 인권 실태 심각성 

알리기

북한인권법제정 및 연장과 

中강제북송 반대

북한 인권법 적극적 시행 촉구, 

中 강제북송반대, 

탈북고아입양, 납북자문제  

주요 

수단

언론, 탈북자증언, 

설명회, 소규모 시위

보고서, 서한, 

대규모 시위

청문회, 의원실 방문, 

국제적 시위

대북 

정책
핵>인권 핵≒인권 핵<인권

특징 NGO 개별 행위자 NGO연대 조직적 움직임
세부이슈별 NGO 활동,

초당적 입법, 상·하원 동시발의

<표 7.1> 미국 북한인권법의 확산

         

2. 연구의 시사점

이론 및 분석틀의 차원을 먼저 살펴보자면, 저자가 원용한 분석틀을 제

시한 김상배는 네트워크 권력이론을 국제정치 현상에 적용하여 분석했으

며 개별 국가를 분석단위로 했다. 반면, 이 논문에서는 국제 이슈를 개

별국가 차원 미국 내 정치 상황에 적용해 보았다. 또한 특정 이슈에 관

련된 비공식 행위자 NGO의 활동 및 역할을 분석단위로 삼았다. 이에 김

상배의 ‘과정’차원의 네트워크 권력 분석틀이 국제정치의 현상 즉, 거

시적 차원 뿐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도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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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NGO는 비공식적 행위주체로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원만으로는 공

식적 권한이 결여되어 법안 제정 및 확산에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없

다. 하지만 NGO가 의회·행정부·NGO·시민사회로 구성되어있는 북한

인권 이슈네트워크 내에서 권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네트워크의 

특성’과 관련 깊다. 과정 차원의 네트워크 특성 상 네트워크에 속한 이

상 네트워크 권력(power on the network)이 생긴다. 때문에 노드의 자체 

자원과 상관없이 네트워크의 요충지를 자치한다면 노드들 간 의사소통을 

방해하거나 강약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등의 영향력이 부여되며 이는 네

트워크 내의 권력이다. 이에 본래 그 자체만으로는 공식적 권한 및 자원

이 풍부하지 못한 NGO가 네트워크 속 네트워크로서 연대를 형성하여 

규모를 키워나가면서 점차 강력한 권력 및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김상배는 스위처의 전략이 성공하려면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이 시작될 때부터 프로그래밍에 스위처가 관여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북한인권법 사례의 경우 수잔 숄티가 북한인권 NGO네트워크에서 

이슈발전 초기부터 중심노드이자 수퍼 커넥터(super connecter)179)로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비교적 일관되게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

한다.    

   북한인권 관련 NGO의 생성 및 발전과정을 네트워크 권력이론의 

‘과정’차원에서 분석한 것으로 북한인권법의 생성 및 확산이 단순히 

북한을 압박하기위한 정치적 산물이 아님을 증명했다. 즉, 북한인권법은 

인류 보편적 가치 ‘인권’을 추구하려는 순수한 의도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해야한다고 자각한 개인들의 집합체인 북한인권 NGO네트워크가 막

대한 영향을 미쳐서 이룩해낸 성취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NGO의 활동이 의회, 관료 및 시민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 하는 관점을 

179) 리처드 코치·그렉 록우드, 『낯선 사람 효과』, 박세연(역), (서울:흐름출판), 
2011, 5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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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이슈 내 현상을 포괄적으로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인권법이 현실주의적 관점에 잡혀있음에도 

NGO가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내 핵심적인 인물 즉, 노드(node)에 영향을 

미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연구대상 및 범위와 관련하여 개별국가 차원 미국 내의 북한 

인권 이슈에 한정하여 북한인권법의 제정 및 확산현상을 살펴보았다. 한

편, 전 세계적으로 북한인권 이슈에 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 초국가기구 및 개별 국가들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범국가적 확산 기제를 살펴보지 못한 것이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연구의 주된 데이터가 자유아시아방송

(RFA)의 신문기사 및 스크립트라는 점에 있어 자유아시아방송이 미국 

내 북한인권 이슈에 있어 가장 정보가 풍부한 정보원천이라는 큰 장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한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원에 특히 의존을 많이 한 

탓에 자칫 편파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현상을 바라볼 수도 있을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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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연구과제 제시

세계화로 인한 글로벌 거버넌스 네트워크는 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적 기

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보다 큰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결정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인권과 관련된 이슈에 있

어서도 글로벌 거버넌스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초국가기구, 개

별국가, NGO 모두가 거버넌스 구조 속의 주요행위자로서 반응적 책임을 

지고 있다. 기존의 인권에 대한 연구들은 법적 차원에서의 논의 혹은 

NGO들의 활동 측면에 초점을 두고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

히 인권정책 연구는 하위이슈(예를 들어 외국인, 장애우, 학생, 여성, 성

적소수자 등)에 대한 정책 개발, 기존 정책 분석 및 실효성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하는 방향성 제시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처럼 인권과 관련된 논

의에 있어 미시적 접근에 의한 연구는 이미 많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인권은 특정 국가나 민족, 또는 지역에 국한된 개념이 나

닌 국경이나 체제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이자 이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권 및 인권정책에 관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

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글로벌 인권거버넌스를 인식공동체 행위자들 사이의 모방 및 

위계적·공간적 확산기제를 중심으로 연구할 수 있겠다. 또한 모든 행위

자의 지향점이며 수많은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인권정책이 형성 되고 집

행 되는 시대적 흐름에서 다양한 국가 및 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과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다.

   이에 향후 연구는 북한인권 이슈가 초국가적 문제인 만큼 세계적으로 

인식이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을 살피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논문과 같은 분석의 틀을 적용하여 향후 UN 및 일본, 캐나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확산메커니즘에 초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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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했으면 한다. 캐나다의 경우 2008년부터 북한인권

협의회(HRNK Canada) 이경복대표가 NGO네트워크 중심으로 한인단체 

한-보이스 등과 함께 북한인권 이슈 홍보 및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크

게 영향을 미쳤다. 드볼린(Barry Devolin)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에 주목

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한인 단체가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밝

힌 바 있다.180) 이에 미국 뿐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NGO가 북한인권결의

안이 채택되도록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북한인권법이 초국가기구 뿐 아니라 개별국가에서도 동

시다발적으로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에서 인권상황이 가장 열악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범세계적 공

조현상을 네트워크권력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80) “캐나다서 북한 인권 관심 고조” (VOA 20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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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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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한파 의원 중에서도 굵은 글씨로 처리한 톰 렌토스, 에드 로이스, 일레나 로스 레티넌, 샘 브라운 백의원

은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다. 

181) “韓·美동맹 앞장서고, 北核·北인권 목소리 내고… 하원의 지한파 의원들” (세계일보 20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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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ffusion Process of NKHRA 2004 in the U.S.: 

the role of Human Rights NGO’s Network Power

Caroly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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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analyzes how human rights NGO perform initiative roles in 

enacting and diffusing of America’s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using the analytic frame of network power theory.

   The realism perspective considers the nation as an individual subject 

of behavior and assumes that phenomena of international politics are 

outcomes obtained after each country pursued power and interests the 

mostly. Liberalism implies that each country can be united for not only 

individual country's interests but also common goods of the whole 

world. And, conductor's behavioral changes caused by pressure of 

supranational entity can be explained well. On the other hand, 

constructivism explains that each country forms shared awareness of 

problems and brings changes of conductor's behavior while cognitive 

community contributes the diffusion of values as a bearer of norm.  

   The enactment and diffusion of America’s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re as follows. In this thesis, it was trying to examine total 

3 periods of diffusion process of NKHRA 2004 in accordance with 

'network power theory in process' and role change of NGO and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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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outcomes on each period.

   In the 1st period it was the time for generating individual 

performers who are interested in human rights of North Korea and act 

for it. They paid attention to notify serious condi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For example, they helped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enter America for testifying their story in hearing of America. 

Theoretically, they played a role as a ‘gatekeeper’ and because they 

provided interactivity at the physical level, they could dominate street 

corner which must be passed and control time․situation․direction of its 
door. In this process, they could gain the power.

  The 2nd period started from generation of NGO (HRNK;The 

Committee or Human Rights in NK) which is fully in charge of human 

rights of North Korea at first and it was trying to carry out 

compilation works for the report of the condi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Moreover, it is the time for forming associations of 

various NGOs which became to be interested in human rights of North 

Korea. At that time, various types of NGOs (Think tanks, human rights 

groups, Christian groups, Judism human rights groups, previous 

bureaucrats, and so on) have been involved with it gradually. They 

performed various activities for making an outline of the law of 

NKHRA 2004 and passing this law, by which NKHRA 2004 was acted. 

Theoretically, they played a role as a ‘broker’ and they provided 

interactivity at the social level (role of intermediary for people who 

have the same interest but also have communication gap due to time 

and space limitation).

  In the 3rd period, they tried to interact with assembly and 

administration actively and put them into the network for Human rights 

of North Korea, so that various laws and resolutions are generated. 

Because issues for human rights of North Korea have been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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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interactions among performers have also been generated. 

Followings are 2 features of them. ⓛDemand for active implementation 

of NKHRA 2004 (Asking allocation of budget and appointment of 

ambassadors) was accepted and it enabled to suspend this law twice. 

Theoretically, it has a feature of ‘transformer(Providing compatibility 

after controlling threshold at the quantitative level)’. Moreover, ②

After making an outline and delivering it to the assembly, NGOs 

actively participated in activities for passing various laws and 

resolutions in relation to human rights of North Korea such as all 

resolutions(resolution for refusing 08 Beijing olympic, resolution for 

repatriation of 6.25 war prisoners and abductees (H.RES.376)) and 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H.R. 1464), and so on. Theoretically, 

it played a role as a ‘interpreter' and has a feature of the 

compatibility at the meaning level(interpreter who helps communication 

involving somewhat meaning changes).

   At first sight, diffus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can be 

thought as the political outcome of public conductors such as 

congressman, bureaucrat, etc. But, this thesis will examine that NGO 

plays roles initiatively for enactment of America’s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and its reapproval as a bearer of human rights NGO and 

contributes greatly to the diffusion of acts and resolutions related to 

north korea human rights by enacting all kinds of resolutions, North 

Korea Refugee Orphan Adoption Act, etc. In other words, it will verify 

that NGO played initiative roles for the issue of north korea human 

rights. This thesis is significant to analyze roles of NGO consistently by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vism within the issue.  

Key words: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NKHRA), human rights, NGO,    

network power,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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