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 집 : 분단 60년의 법적 조명〉

北韓人權의 論議動向과 展望*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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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최근 북한 인권의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태풍의 눈이 되어있다. 세계에서 유례
를 찾기 힘든 전체국가인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미국은 물론 유엔과 세계시민
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동포의 이러한 인권유린 상
황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을 두고 대책을 모색해야 할 남한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대화를 위하여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한인권을 언급
하거나 비판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문제가 국내정치화 되면서 남한
내부에서도 침묵에 대한 찬반론이 분분하다. 그런가 하면 북한인권시민연합과 같
은 시민단체가 열심히 북한의 인권문제를 논의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2003 년 4 월 제59 차 유엔인권위원회는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
였고, 2004 년, 2005 년에도 계속하여 더욱 강도 높은 결의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
에서 우리 정부는 세 번이나 기권을 하여 논란의 불씨를 안게 되었다. 2004 년에
미국 의회에서 “ 북한인권법”(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of 2004)을 제
정․채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도 남한정부의 태도는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부시대통령의 재선과 함께 2005 년에 미국은 더 나아가 “ 민주주의향상
법”(Democracy Advancing Act of 2005) 까지 제정하였다. 2005 년 11 월 17 일에는
드디어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 마디로 북한의 인권문제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있다. 이 논
문은 이러한 논의의 진전상황을 되도록 정확히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북한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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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서술해보려 한다.1) 국내에서 북한법에 관한 연구
가 점점 관심이 확대되고 있지만, 인권의 문제는 특정 실정법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어서인지 놀랍게도 법학자들이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어쨌거나 본 논문은 북한인권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참조하였지만,2) 법이
론적이기보다는 실천적인 면이 강한 주제임을 의식하고 되도록 간명히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서술하려 한다.3)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방적 시각을 배제하고 사실적 기술에 충실하고, 뒷부분에 필자의 견해
를 간략히 개진하려한다. 모쪼록 북한 인권에 대하여 대단히 혼란스럽고 대립되
는 견해들에 대하여 바르고 정확한 이해의 방향을 제공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알다시피 북한에는 아직도 그 심층에 접근할 수 없고 필자
도 그 예외가 아니다.4) 인권의 문제는 매우 심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파악할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혹은 가치관적 선입견에
서도 자유롭게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 논문은 국내외에
서 북한인권에 대하여 기울여온 관찰들을 토론의 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존중하
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파악접근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1) 필자의 다른 논문으로는 Chongko Choi, Human Rights in South and North Korea,
Law and Justice in Korea: South and North,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5,
pp.376-389; 한국의 인권문제를 다룬 알려진 책으로 William Shaw ed., Human Rights
in Korea: Historical and Policy Perspectiv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최종고, “북한의 인권; 그 문제와 대책”,
아세아여성법학 8호, 2005, 41-61면.
2)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최근 가장 주목되는 사항으로 2004년 북한형법의 개정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한인섭, “2004년 북한형법 개정, 그 내용과 의미”, 법학
46권 1호, 2005, 413-445면; 윤대규, “북한형법의 동향과 평가”, 분단 60년: 북한
법의 어제와 오늘, 광복60주년 통일대비 학술회의, 북한법연구회, 2005.8.30. 발제문집,
165-181면. 외국논문으로는 Rebecca MacKinnon, US-N. Korea: Mixing nuke, human
rights diplomacy, 그 전문을 www.atimes.com/atimes/Korea/FE06Dg01.html에서 볼 수
있다.
3) 근년에 남북한의 인권문제를 서술한 외국논문으로 읽어볼만한 것으로는, Kenneth
Christie and Denny Roy,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in East Asia, Pluto
Press, London, 2001, pp.234-259의 North and South Korea부분이다.
4) 필자는 2004년 12월 12-13일 금강산관광을 다녀왔으나, 멀리서만 바라보는 북한
의 주민의 생활을 접하기는 원초적으로 불가능했다.

2005. 12.]

北韓人權의 論議動向과 展望

3

Ⅰ. 북한인권의 문제상황
‘인권’(Human Rights)의 개념에 대하여 그것이 보편적 개념이냐 문화특수적 개
념이냐 하는 근본적 논의가 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5) 예컨대 중국의 인권문제
를 논의할 때 항상 제기되어온 문제이기도 하다.6) 이른바 ‘사회주의적 인권관’

(socialistic view of human rights)을 내세워 논의한다면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권
탄압에 대하여 아무도 논평할 수 없게 될 것이다.7) 그러나 오늘날 어떤 국가도
자국의 인권문제가 국제적 관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8) 인권이란 본질적으로 국가체제나 이데올로기 내지 문화와 종교를 넘어
서까지 인간이기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가치에 대한 존중이라는 데에서 출
발하는 것이다.9)
북한의 인권현실에 대하여 상당히 여러 기관과 단체들에서 보고서를 내고 있
는데,10) 여기서 모두 열거할 수는 없고 최근 통일연구원에서 낸 “ 북한인권백서”

(2004)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간략히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11)
극단적인 사회주의 국가체제인 북한의 인권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
5) 자세히는 Chongko Choi, “Human Rights and Human Responsibility: East Asian
Perspective,” in Burton M. Leiser and Tom D. Campbell ed., Human Rights in
Philosophy and Practice, Dartmouth, 2001, pp.515-524.
6) 자세히는 Michael C. Davis ed., Human Rights and Chinese Values: Legal,
Philosophic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William Theodore de Bary and Tu Weiming ed., Confucianism and Human
Right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W. T. de Bary, Human Rights and Asian
Valu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7) 자세히는 Harold Berman, Justice in the USSR,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8) 한 예를 들면 국제민간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에서도 각국의 인권상황을 관
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9) 자세히는 Burton Leiser and Tom Campbell ed., Human Rights in Philosophy
and Practice, 2001; Joseph Runzo, Nancy M. Martin and Arvind Sharma ed.,
Huma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World Religions, Oxford, 2003.
10) Amnesty Intrernational, Human Rights asia Watc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eague,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등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보고서와 뉴스를 발간하고 있다.
11) 이 보고서는 249면으로 되어있고, 영문판으로 Lee Keum-Soon et al.,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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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 유일지배체제의 구축과 비인도적 숙청, 2. 물리적 억압기구와 비밀감시, 3.
유일지배체제 강화를 위한 주체사상과 사상교육, 4. 전근대적인 사법제도 및 가
족연좌제, 5.제도와 실제와의 괴리, 6. 경제난과 생존권의 위협 등을 들 수 있
다.12) 또한 북한정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으로는 1. 생존권의 강조, 2. 개
인의 권리보다 국가에 대한 의무 강조, 3. 국가주권 원칙과 자결권 강조 등의 특
징을 지적할 수 있고, 한 마디로 북한의 인권정책은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국제 인권레짐에 대한 점진적인 진입을 모색하면
서, 기존에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고, 국제적
인권포럼과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또한 EU 등 지역국가들
과의 인권 대화 및 세미나에 참석하여 국제적 비난을 모면하려는 모습도 보여주
고

있다.

북한은

2003 년

유엔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ssion; UNHRC)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어 외교적 실패를 보았고,
이어서 2004 년 유엔인권위원회의 위원국으로 진출하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적극적 시도가 국내 인권실태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매우 의문스럽다. 국제적 압력으로 인권부문의
제도적 개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약간의 성과라 하겠으나 그 실질적인 효과와
실천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북한정부의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증대될수록 국제사회의 인권압력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것은 북한의 인권
정책의 딜렘머로 작용할 것이다.13)

Ⅱ. 미국의 “2004 북한인권법”
미국은 국무성에서 매년 각국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남북한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비판적인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가
기초가 되어 미국의 이른바 “ 인권외교”(human rights diplomacy)가 전개됨은 말
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미국의회는 2004 년에 “2004 북한인권법”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of 2004)을 가결 채택하였는데,14) 우선 주

12)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서울, 2004, 1-12면.
13)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서울, 2004, 18-20면.
14) 이 법안의 작성과 추진에 부시정부 이후 세력을 얻은 보수 기독교회 단체들의 힘이
컸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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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되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규법체계로서의 법률의 일반적 형태와는 달리 이 법
률의 전반부에는 북한의 인권현실에 대한 장황하다고 보일 정도로 적나라한 묘
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15) 이 내용을 보면 북한의 인권현실을 누구도 외면
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임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현실
에 대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대책의 인권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1. 북한 내부의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
1) 북한 내부의 인권증진과 민주주의 함양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 기구들의 활
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4 년간 총 8 백만불)

2) 북한에 대한 최장 1 일 12 시간의 라디오방송과 함께 이를 포함하여 정보의
자유를 진흥하기 위한 제반사업 비용(4 년간 총 8 백불)

3) 유엔인권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 촉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명에
대한 치하와 유엔인권체제 내의 각 실무작업반과 특별보고관들에게 북한인권에
관한 보고를 업무에 포함시키도록 요구

4) 유럽안보협력기구모델에 기초하여 지역적, 다자적 관점에서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

5) 미국 국무부 내에 북한인권특사(Special Envoy)를 임명하여 북한인권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것

2.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
1) 보고: 미 행정부로 하여금 미국 의회에 대하여, 미국의 재원으로 이루어지
는 인도적 지원에 관한 모든 활동내역,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감독의 투명성 증
진 내역, 인도적 지원에 관련된 투명성, 감독, 접근 보장 확보를 위한 특별한 노
력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

2)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을 통하여 제공되는 인도적 지원의 조건: ⅰ. 군사
적 또는 정치적 동기로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장 취약한 입장에 있는 북
한주민에 제공될 가능성을 최대로 높일 것, ⅱ. 향후 지원의 증대시에는 투명성,
감독,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가능성 증대를 조건으로 할 것, ⅲ. 타국의

15) 이 법률의 텍스트는 http://www.nkhumanrights.or.kr/newslette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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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북한정부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투명성과 감독이 보장되는 채널을 통한
간접지원을 택하도록 장려

3) 북한정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조건: ⅰ. 국제적인 인도지원 기준에 근거
한 인도, 배급, 감독이 있어야 하며 정치적 보상이나 위협의 수단이 아니라 필요
에 근거할 것, ⅱ. 대상수혜자들에 대하여 지급하고 제공처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ⅲ. 모든 취약계층에 지급되도록 할 것

4) 북한에 대한 비인도적 지원의 조건: ⅰ.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
의 존중, ⅱ. 북한민의 미국 내 친족과 재결합, 도모 ⅲ. 피납자에 대한 정보 완
전 공개 및 피납자와 가족의 귀환 권유, ⅳ. 북한 내 감옥과 강제노역소에 대한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감시를 통한 개혁, ⅴ.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비범죄화.

3. 북한출신 난민에 대한 보호 및 망명인정
1) 보고: 미 행정부로 하여금 북한 난민의 실태와 미 행정부의 정책에 관해 보
고하도록 하되, i. 북한출신 난민의 실태와 강제송환시의 처우, ii 중국 내 북한난
민의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에의 효과적인 접근권 보장과 중국정부의 난민이행 상
황, iii. 미국의 난민 내지 망명권 절차에 대한 제한받지 않는 접근권 보장, iv. 난
민 또는 망명자로서 미국에 입국한 북한난민의 수와 상황 등의 구체적 항목 지정.

2) 난민 및 망명권 자격 기준 설정: i.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헌법상 향유하는
국민으로서의 제반 권리로 인하여 미국에 대한 난민지위 내지 임명권에 있어서
제한받지 않을 것, ii. 미국 행정부는 난민신청서의 제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것.

3) UNHRC 에 대한 권고: i. 중국정부의 난민협약상의 의무확인, ii. 중국내 북
한난민의 UNHRC 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미국, UNHRC 에 대
한 재정부담국가들이 계속적인 고위급 대화를 통하여 중국정부를 추궁할 것을
권고, iii. 비정부기구 및 전문가들과의 계약을 통한 업무협조 등을 포함한

UNHRC 의 적극적인 활동 권고, iv. 북한 난민에 대하여 효과적인 안전피난의 지
원제공을 위한 다자협정을 추진할 것, v. 중국정부의 난민협약 이행이 있을 경우
미국을 위시한 모든 국가들과 관련 국제기구의 비용부담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증대 권고, vi. 중국정부의 계속적인 협약 불이행시 UNHRC 는 파견협정상의 중
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절차 불이행은 UNHRC 의 주요업
무에 대한 직무유기를 구성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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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행정부의 북한난민 관련 이민업무 진행에 관한 보고의무 규정과, 동시
에 특별히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난민에의 미국난민프로그
램에 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취해진 특별조처에 관한 보고의무 규정
이러한 미국의 입법은 국내법이지만 인권의 국제성에 비추어 정당성을 근본적
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국내법은 국제사회에 막대한 영향
을 주기 때문에 반덤핑 판정 등 통상마찰과 정치적, 문화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부시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국제법의 관점에서 보면 적지 않은 문
제점을 갖고 있지만 국제법의 성격이 국내법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강대국의
실력행사는 새로운 국제법으로까지 해석되기도 한다.16) 여기서 그것을 새삼 토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법은 정당성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이 정도의 예산으
로는 실효성에 대하여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17) 사
실 이 법률의 제정 후 북한인권의 이렇다 할 큰 가시적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
고 있다.18)
이 법은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대표적인 불량국가들을 겨냥해 인권개선 및 체
제 민주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련의 입법에 해당한다. 1992 년의 쿠바민주주의법

16) 이러한 ‘초국제법’ 내지 ‘비국제법’을 혹자는 ‘제국법’(empire law)이라 냉소적으로
부르기도 한다. 2005년 11월 9일 서울법대 89차 Foreign Authority Forum에서
Stanford Law School 교수 Maraino-Florentino Cuellar의 발표, Terrorism,
National Security and the American Legal System에서 지적되고 토론되었다. 북한인권
법의 미국적 시각에 대하여는 Ray Sudweek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nd U.S. Perspectives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인권법연구 1호, 가톨릭대
학교 인권법연구소, 2005, 11-25면.
17) 자세히는 홍성필, 북한인권운동: 또 다른 시각, http://www.nkhumanrights.or.kr/
newsletter; Grace Kang, “A Regional Solution for Human Rights and the En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Law, vol. 4, No.
2, 2005, pp.201-216; Balbina Y. Hwang, Spotlight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Correcting Misperceptions, www.heritage.org/Research/AsiaandthePacific/
bg1823.cfm.
18) 이 법에 관한 논의로는 가톨릭대학교 인권법연구소에서 2004년 11월 26일에 개최
한 “북한인권법의 의미와 효과” 심포지움. 그 내용은 인권법연구 제1호, 2005에 실려
있는데, 제목만 보면, Ray Sudweek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nd
U.S. Perspectives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제성호, 북한인권법의 쟁점
과 파급효과; Tarik Radwa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Basic
Questions Answered; 박수길, 탈북자문제의 본질; 김종률, 북한인권법의 의미와 파급
효과; 원희룡,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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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ban Democracy Act of 1992), 1996 년의 쿠바자유민주연대법(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 Act of 1996), 1998 년의 이라크해방법(Iraq
Liberation Act of 1998), 2003 년의 이란민주주의법(Iran Democracy Act of 2003),
미얀마자유민주주의법(The Burmese Freedom and Democracy Act of 2003)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법률들에 비하면 북한인권법은 북한체제의 민주화와 인권개선
을 겨냥하고 있을 뿐 이라크해방법이나 미얀마자유민주주의법처럼 정권교체

(regime change)까지를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덜 공격적인 입법’이라 할 수
있다.19)

Ⅲ. 유엔의 북한인권논의
유엔이 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은 1948 년에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제정하여 이것이 세계 각국에 인권의
기준으로, 어느 면에서는 헌법에 우선하는 국제적 규범이 되어있다는 점만 말해
도 족할 것이다.20) 흥미있는 사실은, 이 인권선언을 초안할 때 몇 지도적 인물의
역할이 중요하였는데, 그 중에는 동아시아를 대표하여 중국인 장팽춘(張彭春,

Peng Chun Chang, 1892-1957) 박사의 기여가 컸다는 사실이다.21) 다시 말하면,
세계인권선언은 서양문명의 산물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같은 아시아국가에는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다.
유엔 인권위원회(53 개 회원국)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3 년이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현실이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하고
2004 년 7 월에 태국의 학자 문타폰(Vitit Muntarbhorn)교수를 특별보고관으로 선임
19) 제성호, “북한인권법의 쟁점과 파급효과”, 인권법연구 1호, 2005, 가톨릭대학교 인권
법연구소, 37면.
20) 많은 참고자료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엮음, 인권이란 무엇인가: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오름, 1995.
21)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John Dewey의 지도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외교관을 지낸
교육철학자인 그에 대해 자세히는 Ruth H. C. Chang and Sze-Cheng Chang ed.,
Peng Chun Chang 1892-1957, New York, 1958: Mary Ann Glendon, The World
Born Anew, New York, 2001. 그는 Eleanor Roosevelt 여사가 위원장인 인권위원
회의 부의장으로 수차에 걸친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대립에 유교적 지혜와 실용적
견해로서 화합을 이끌어 내는 데 능력을 발휘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기타 중요인물로
는 레바논의 Charles Malik, 프랑스의 Rene Cassin, 미국의 John P. Humphrey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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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북한에 파견하였다. 그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이라는 장문의 보고서를 제
출하였다.22) 여기서 그 내용을 다 언급할 수 없고, 북한의 인권현황에 대한 그의
관찰을 요약하고 결론적인 권고안만 보려고 한다. 우선 그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
최근 개선된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북한은 구조적 측면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아동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의 네 가지 핵심 인권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
한 협약들을 통해 이미 다양한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그것은 권리핵심에 관심을
가지는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및 최근 여성차별철폐위원
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와 관련되어
있다. 여성의 인권에 관한 2005 년 보고서는 33 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의해 검
토되었고, 위원회의 권고는 이번 연구를 통해 다시 제기되었다.
둘째, 북한은 다양한 유엔기관과 협력을 맺어왔다. 2005 년 첫 ‘국가 아동 건강
증진의 날’(National Child Health Day)을 유엔아동기금(UNICEF) 을 통해 지정하
여, 2 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비타민 A 의 공급 및 기타 건강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북한은 인권협약단체들의 북한입국을 허용해 왔고, 2004 년
아동인권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일원들이 북한을 방문
하도록 초청하였다.
셋째, 북한은 많은 국가들처럼 이미 법적, 조직상의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러
한 기반들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 헌법에
서는 1972 년 명기된 조항들이 1992 년과 1998 년에 개정되었고, 기타 하위 법률과
정책들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이 정비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실질적 이행
의 차원에서는 핵심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넷째, 최근 북한은 개혁에 착수하였는데, 특히 법률적 분야에 대한 개혁이 눈
22) 이 보고서의 한글본은 북한인권시민연합(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이 제공하여 http://www.nkhumanrights.or.kr/newslette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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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 볼만하다. 2004 년 형법에서 “ 법률 없이는 형벌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의 국제적 원칙이 반영되어 개정되었다. 이와 관련된 북한 형법 6 조를 살펴
보면, “ 국가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한하여만 법률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비공식적 해석), 이는 개정 전 형법에 비해 진보된 것으로서 국가
권력이 범죄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 유사해석” 방법을
통해 형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당국은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
해 법률 요약본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원칙과 실질적 적용 사이에는 여전히 커다
란 차이가 산재해 있다.
다섯째, 1995 년 이전에는 주민의 보호를 위해 국영건강관리부터 사회안전 및 교
육이용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안전망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망들은 1990
년대 중반 식량, 자연재해, 외자축소, 국가경영의 실패 등의 다양한 문제를 통해
발생한 국가위기에 의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후 국가경제의 자
유화 측면에서 많은 부분 개선되었지만, 경제사회 실정은 여전히 혼란스럽다.23)
아마도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이 보고는 가장 북한 인권 현실을 직접적이고도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어서 그는 북한인권의 특별과제들, 주민
안전권, 인간적 대우, 비차별과 정의의 구현, 이주, 피난의 자유권과 주민의 정치
와 관련된 보호, 가장 높게 달성할 수 있는 건강 기준권과 교육권, 자기결정, 정
치적 참여, 정보이용, 표현, 신념, 의견의 자유, 결사와 종교적 권리, 특별 주민
및 전체의 권리(여성과 어린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들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1. 자신이 당사자 중의 하나인 네 가지 인권조약을 포함하여 국제적 인권표준
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 중 세 가지 조약에 의해 설정된 감시위원회의 권고들
을 따라야 하며, 기타 관련조약들을 수용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2. 그와 같은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과 시행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3. 민주주의,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비군국주의화와 함께 인권을 존
중하여야 하며, 정책결정과 시행의 모든 준수에 걸쳐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한 보
다 확대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23) Vitit Muntarbhorn,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국문일부번역문은, 국제인권보 445호, 2005년 10월 15일,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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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나 그에 상응하는 조직, 순수한 비정부기구 그리
고 활동적이며 독립적인 언론매체의 설립을 통하여 법의 지배, 특히 독립적이며
투명한 사법부의 촉진, 피고와 구금자들을 위한 보호장치, 재판을 받을 기회와
시민사회의 참여, 그리고 권력의 남용에 대한 견제․균형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5. 특히 교도소 체계를 개선하고, 사형 및 체형 그리고 강제노동을 폐지하며,
예방적 또는 행정적 구금과 정치범의 억류를 종식시키기 위해 사법행정을 개혁
하여야 한다.

6. 격리수용의 근본원인을 제시하고, 격리수용된 사람들이 그들의 원래 거주지
로 귀환할 경우를 포함하여 그들을 박해하거나 희생물로 삼는 것을 방지하며, 격
리수용자와 밀입국자 그리고(또는)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
며, 귀환자들의 사회적 재통합을 조장하여야 한다.

7. 신속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통하여 외국인의 납치와 같은 위반사례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 성별과 아동의 실정에 맞는 혁신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법집행기
관과 대중이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고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적
인 분석을 촉진시켜야 한다.

9. 가능한 한 광범한 대중적 참여와 함께 마련된 범국가적 인권활동계획의 형
태로 법집행기관과 기타 정부 기관들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명확한 지시를 공포
하여야 한다.

10. 식량원조를 포함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목표집단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방해
받지 않는 접근 가능한 감시 그리고 책임의식이 보장되어야 한다.

11. 특별보고관 그리고 다른 기구들을 적절한 때에 초청하고 그들이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여 인권상황의 실적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인권을 신장 및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때에 인권
고등판무관실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또한 국제사회를 향하여도 북한인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고 있다.24)

24)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홈페이지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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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따르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건설적으로 영
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2. 송환금지의 원칙 그리고 적어도 일시적인 도피처와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이탈한 난민과 기타 이탈자들의 보호
를 지지하고, 망명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쌍무적 및 여타
일체의 장치들을 종식시켜야 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사이에 비밀 이주경로를 줄이기 위하여 질서
있고 안전한 이주경로를 촉진시키며, 밀입국 및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을 인간적으
로 대우함과 동시에 밀입국과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증진시
켜야 한다.

4. 첫 번째 망명국 내에서의 정착, 제3 국에서의 정착, 그리고 적절한 후속조치
가 강구된 상태하의 안전하고 자발적인 귀환 등을 포함하여 난민을 도울 수 있
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난민과 이주자들을 돌보는 책임을 분담
함에 있어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5. 인도주의적 단체들의 방해받지 않는 접근성에 의해 지지되고, 투명한 감시
와 책임의식을 통하여 원조와 지원이 피해 입기 쉬운 집단들에게 도달할 수 있
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처럼 직접 북한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로 낸 보고서와 권고안은 유엔인권
위원회의 논의는 물론 전세계인들에게 북한인권의 이해와 대응책에 가장 중요한
지침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의 권고안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존중되고 실천
되어야 한다.

2005 년 11 월 2 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소속 25 개 회원국은
“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 을 유엔총회에 제출하였다. 북한인권문제가 결의안
의 형태로 유엔총회에 상정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고문과
공개처형, 불법구금, 강제노역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사상, 종교,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받는 현실을 언급
하며, 북한에 송환된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04 년에는 미얀마, 콩고, 투르크메니스탄, 짐바브웨, 수단, 벨로루시
등 6 개국에 대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됐으나 불처리 동의안이 채택된 짐바브웨와
벨로루시, 수단을 제외한 나머지 3 개국에 대한 인권결의안만 채택되었다.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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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는 2005 년 4 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 개선이 없고, 유엔 북
한인권특별조사관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유엔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
다” 고 결론을 낸 바 있다. 그 후 북한이 특별조사관 활동에 협조하지 않자, EU
의장국인 영국은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올리는 데 앞장섰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인
권결의안은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6 개 국어로 번역되어 회원국에 회람
시키고 11 월 14-23 일 폐막되는 총회에서 표결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었다.25)

Ⅳ. 북한의 반응과 인권정책
미국의 인권법 제정에 대하여 북한은 즉각적 반응을 표시하였다.26) 원래가 미
국을 혐오하는 북한이지만 직접적으로 ‘국내문제’를 간섭하는 미국인권법의 제정
에 극도의 비난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였다. 북한의 ‘조선해외동포 원호위원
회’는 성명서를 내어 “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 제도는 사회생활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의 자주적 권리를 보장, 인권문제가 제기될 수 없다” 면서, “ 인권옹호의 간
판을 들고 벌이는 미국의 반 공화국 책동을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
한 침해로 낙인하며 단호히 규탄한다” 고 선언하였다.27)
북한의 중앙통신은 “ 북조선 인권법안은 대조선 적대선언” 이라는 논평을 싣고,

“ 인권은 곧 국권” 이라면서, “ 우리 인민이 어떤 정치체제를 갖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으로 미국이 이래라 저
래라 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고 하였다. 더 나아가 “ 인권유린의 원흉인 미국이
자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우리의 인권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역겨
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 하며, “6 자 회담은 고사하고 미국과 상종할 어떤 명분
도 없게 됐다” 고 하였다.28)
25)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11월 3일 국회에서 이 유엔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
다고 말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직 결정이 안됐다”면서 “정부가 과거 북한인권
결의안에 취했던 입장, 한반도 제반상황, 6자회담 진전상황 등을 종합검토해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려하되 기권하겠다 뜻”이라 설명했다. 외
교부 당국자는 “유엔 191개 회원국 가운데 중국, 러시아 등은 기권할 것으로 보이며,
100개국을 넘는 비동맹 국가들은 통과 쪽에 무게중심이 있는 양상”이라 설명했다.
26)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중국, 일본, EU 및 러시아의 반응에 대하여는 제성호, 위
의 논문, 53-58면.
27) 동아일보 2004년 5월 12일.
28) 연합뉴스 2004월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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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은 이라크 팔루자에 대한 미군의 군사작전은 무고한 주민을 대
상으로 한 살육행위라 “ 미 강점군의 팔루자 군사작전을 통해 이라크 인민의 인
권과 생명, 안전 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현대의 야만, 인권유린의 악마로
서 미국의 범죄적 정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고 주장했다. 이어서 “ 이러한 미국이
주제넘게도 우리의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제도전복을 노린 북조선
인권법을 조작해낸 사실은 그들이 말끝마다 입에 올리는 인권옹호 타령이 허위
와 기만으로 가득 찬 범죄적이고 반동적인 술책임을 여실히 실증해 준다” 고 하
였다.29)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 미국이 반미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의 구실로 인권문제
를 고안해 내고 이들 국가에 대한 침략과 전쟁, 정부전복의 합리화에 이용하고
있다” 며 ‘북한인권법’이 그 사례라고 하였다. 이어 “ 미국이 선 핵포기를 통해 우
리를 무장해제 시키는 것이 승산이 없게 되자 이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들
고 우리의 제도전복에 나섰다” 고 하였다. 그는 “ 미국이 우리와 공존할 의지는 전
혀 보이지 않고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구실로 우리를 고립 압살하기 위한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위적 억제력을 다져나갈 것이다” 고 언명하였
다.30) 또한 미국의 스티븐 헤들리(Steven Hadley) 백악관 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남
한의 국회의원 방미단과 면담에서 대북 붕괴계획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 굳이 표
현한다면 체제변형(regime transformation)이 될 것” 이라고 말한 데에 대하여, 북
한 외무성 대변인은 “ 우리 인민이 선택하고 지켜나가는 제도를 변경시키겠다는
것은 선택의 자유와 공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다” 고 비난하였다.
또 이라크 사태의 교훈을 거론하면서, “ 국가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 힘으로 지켜
지지 않는 인권이란 망상이며,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과 제도전
복의 만능수단으로 이용하는 미국의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 오직 물리적 힘으
로 맞서 싸우는 것만이 진정한 인권옹호의 유일한 선택이다” 고 하였다.31)
북한의 노동신문은 “ 반동적 인권공세에는 혁명적인 인권공세로, 힘에는 힘으
로” 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의 인권침해 실태를 비판하
며 역공을 취하였다. 미국의 개척시대 인디언 학살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 논평
은 “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자유권, 그리고 인신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

29) 연합뉴스 2004년 11월 23일.
30) 연합뉴스 2004년 12월 20일.
31)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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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계인권선언 제2 조를 근거로 “ 미국에서는 총기류에 의한 살인 범죄가 시간
을 다투며 감행되고 있으며 각종 폭력 범죄의 성행으로 사람들의 생명권과 인신
불가침권이 항시적으로 위협, 침해당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미국의 이라크전쟁
을 현시기 미국의 인권유린 행위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으면서 1948 년 채택된

“ 집단학살범죄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 조(집단학살행위)와 모든 인민들의
자결권을 규정한 1966 년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 조를
위반한 것이라 비난했다. 또 미국이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몇 안되는 국가의 하나이며 아동권리협약도 비준을 거절하고 있는 2 개 국가에
속한다면서 “ 인권에 관한 국제법과 협약을 가장 난폭하게 위반하고 짓밟고 있는
것도 미국이다” 고 하였다.32)
범민련 북측본부 기관지로 알려진 “ 민족대단결” 편집부는 북측의 공식 웹사이
트 “ 우리민족끼리” 에 미국이 제기하는 인권문제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 결론부터 내린다면 그 어떤 문제란 애당초 있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
고 못박고, “ 문제가 있다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인권의 참다운 본질을 왜곡하고
인권에 관한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미국식 가치관과 리해관계를 다른 나라들에
마구 강요하는 데 있다” 고 주장하였다. “ 대통령이 실습생처녀와 불륜관계를 가지
고도 무난히 새기는 미국식 도덕기준을 가지고 불륜을 엄금하는 나라의 성도덕
을 잴 수 없으며, 도적질하는 자에게 손가락을 자르는 형벌을 적용하는 나라나
음경의 표피를 자르는 방법으로 성년식을 하는 종족적인 풍습을 인권상의 인신
학대로 문제를 세울 수도 없는 것이다.” 고 한다. 그러면서 “ 우리나라에서처럼 국
가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호주로 규제하고
전민이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인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
도적으로 담보하고 실행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반문하고, “ 인권은 매개
나라의 사회정치제도, 경제발전수준, 력사와 문화, 풍습에 따라 그 기준이 각이하
게 설정되며 그 적용에서도 실정이 서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이다” 고 하
였다.33) “ 미국이 제기하는 인권문제의 위험성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내부로부터 분렬와해시켜 보려는 무혈전쟁이라는 데 있다” 고 하면서, “ 미
국이 사회주의 나라들과 반미자주적인 국가들을 모해하고 붕괴시키기 위하여 써
온 상투적 수법이다” 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문제의 하나로 지적되는
32) 연합뉴스 2004년 12월 28일.
33) 연합뉴스 2005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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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문제에 대하여도, “‘탈북자’란 용어는 미국이 ‘핵문제’, ‘인권문제’를 걸고
강행한 대조선고립압살공세로 하여 우리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어려운 시기에 미국이 만들어낸 낱말이다” 고 하며, “ 세계적 범위에서
이민과 정치적 망명, 국적이동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오늘 유독

‘탈북자’ 문제만을 부각시키고 그것도 국제형사법준칙에도 어긋나는 범죄자들을
놓고 ‘북인권문제’로 거론하는 미국의 본심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꼬집었다. “ 미
국의 반인권적 전횡과 독단이 조선반도에서 계속 묵인․조장된다면 우리 민족은
민족분렬의 수난도 가시지 못한 비극 위에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풍습마저 말살
당할 것이며 나아가서 온 민족의 생존권까지 침해당할 것이다” 고 경고하였다.34)
유엔의 결의안에 대하여서도 북한은 유엔이 미국의 음모적 국제정치에 꼭두각
시처럼 따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Ⅴ. 탈북자 및 난민에 대한 대책
현실적으로 북한의 절박한 인권상황은 중국, 몽골 등지에로의 탈북자의 증가로
나타난다.35) 따라서 북한인권을 얘기하자면 자연히 탈북자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의 관점에서 보면 독일에서는 동독으로부터의 탈출사태가 독일통일
의 기폭제가 되었는데, 우리의 경우는 수많은 탈북자들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중
국정부의 태도로 인하여 탈북자 자신들이 더욱 심각한 인권유린을 감수하고 있
을 뿐이다. 이에 대해 2005 년 2 월 16 일 제6 차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는 다
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36)

1. 북한정부에 대하여: 북한정부가 서명한 인권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처우가 이루어지는 정치범 수용소를 폐지하고 수용자
들에 대한 고문 및 강제낙태, 영아살해를 중단할 것, 대량살상무기와 정치범을
대상으로 한 생화학 생체실험을 중단할 것, 일본인과 한국인을 포함한 재북피납
자들, 한국전쟁포로,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모든

34) 위와 같은 곳.
35) 자세히는 박수길, “탈북자문제의 본질”, 인권법연구 1호, 2005, 91-111면.
36) 이 회의의 프로그램과 결의문의 텍스트는 http://www.nkhumanrights.or.kr/newsletter에
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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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2. 중국정부에 대하여: 탈북난민을 도왔다는 이유로 억류된 중국, 대한민국, 미
국,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국가들의 인권활동가들의 석방을 촉구한다.

3. 또한 중국정부는 그들이 서명한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 년 협약” 과 “ 난
민의 지위에 관한 1967 년 의정서”, “ 중국내 유엔난민판무관실 지부활동증진에 관
한 1995 년 협약” 제3 조 5 항을 실천할 것,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 그리고 난민 지위를 얻으려는 모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실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4. 국제사회에 대하여: 우리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환영하
며 부시 행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의적절하게 동 법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인권 조치를 취하기로 한 한국과 일
본정부의 입법움직임을 환영하며, 북한 주민을 돕고 식량원조가 북한 주민에 정
확히 전달되는 것을 보장하며, 대북정책에서 인권을 주요안건으로 보장하기 위하
여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세계 여러 국가들의 입법부에 호소한다.

5. 세계 시민들은, 북한난민을 강제 송환하는 중국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고
북한난민들에게 식량과 피난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억류되어 있는 중국인들과
인권 활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2005 년 4 월 28 일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예정되어 있는 평화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6. 특히 탈북자들에게 안전한 탈북경로를 제공하고 위험에 처한 탈북 남녀 및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난민촌 설립정책을 추진할 방안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탈
북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한 다자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협력
할 것을 지역국가들에 호소한다.

7. 북한에 투자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남아프리카 인종차별 해
결을 위해 채택한 설리반 원칙과 유사한-특히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한
근로기준을 채택,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8. 특히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데
대한민국의 노동기구들이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9.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비난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명을 내용으로 하는 유엔인권위원회 조치를 환영한다. 또한 위원회
가 지속적으로 북한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적극적 활동을 하고 그들의 권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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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는 특별보고관이 중국 국경을 넘는 북한주민들은 ‘난민’(Refugee) 혹은

‘현장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규정한 것을 환영한다.
10. 우리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그 지역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구속력 있
는 중재를 행함으로써 재중 탈북자들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접근권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한 통로를 제공하도록 지역국가들에 권고할 것
을 촉구한다.

11. 올림픽 위원회는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감금되거나 처형될 위험에 직면하
는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송환정책을 중국정부가 중단하지 않는 한, 베이징에서
개최 예정인 2008 년 올림픽의 개최지를 다른 도시로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12. 우리는 북한주민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세계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동시에 누리게 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13. 우리는 한반도 전체에 인권의 빛이 비칠 수 있는 그 날까지 북한 주민들
의 생명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국제 인권단체들 간의 연대를 확장시킬 것을 다짐
한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을 비롯하여 국제회의 개최를 위해 마음을 같이 해준 대한민
국의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내년 노르웨이에서 개최될 북한인권난민
문제 국제회의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
기초위원: 수잔 솔티, 미국 방위포럼 회장
홍성필, 대한민국, 북한인권시민연합 기획이사
피에르 리굴로, 프랑스 북한주민돕기위원회 대표
앤 부왈디, 미국 주빌리 캠페인 대표
후미야키 야마다, 일본 북조선귀국자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회 대표
한편, 미국에서는 2004 년 “ 북한인권법” 과 2005 년 “ 민주주의향상법” 에 이어

2006 년에는 “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법” 이 제정될 전망이다. 이 법도 북한인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만 중국이라는 거대국가를 상대로 하고, 자유무역시대에 무
역제재라는 초강력 수단이 동원되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할 때 앞장섰던 이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 남부침례교회연합
회,

기독복음주의전국연합 등 종교단체와 ‘휴먼라이트 워치’(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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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 등 국제 인권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Ⅵ. 남한에서의 북한인권논의
위에서 본 것처럼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민감하게 정치화되
어 있다. 일부러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아니하더라도 북한의 인권은 그 사정이
매우 열악한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있는데, 인권의 보편성 내지 국제성을 들어 북한도 예외가 될 수 없이 인권유린
의 현실은 타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국제 엠네
스티 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인권단체, 그리고 각 종교단체같은 보수진영도 포함
된다. 이러한 주장에도 여러 가지 실천방안들은 다양성이 있으나 북한인민의 인
권을 탄압하는 북한정부에 대하여는 강력한 대응을 해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러한 주장과 운동이 배경이 되어 미국의 “2004 북한인권법” 이 제정되었다고 보
여진다. 앞으로 이 법에 의해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는 지켜 볼 일이다.
이러한 일환으로 2005 년 7 월 19 일에 워싱턴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대규모의 심포
지움이 개최되었다.37) 제2 차 대회가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주최로 서울
에서 12 월 10 일에 개최되었다.38) 여기에도 정부측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남한정부와 그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하여 직접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자는
입장이다. 국내정치상황의 복잡성, 현정부의 통일정책을 보면 이해되는 면도 없
지 않으나 유엔까지 결의하고 실천하는 문제를 회원국으로서 회피하는 것은 잘
못이라는 국내외적 비판의 소리가 높다. 2005 년 7 월 8 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에서도 북한인권대책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정부의 기권정책은 범죄행위라
고 비판하고 나섰다. 변협 인권위원장은 “ 유엔 인권위가 3 년 연속 북한인권의 개
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유엔
인권위 결의에서 기권하고, 쌀, 비료 등의 경제적 지원, 남북장관급의 회동, 6.15
37) 주목할 사실은 미국 정부측 관리는 다가오는 북경에서의 6자회담을 의식하고 북한인
권에 대하여 직접적 언급을 회피하였다는 사실이다. 인권문제의 ‘정치화’가 여기에서
도 보인다.
38) 구재회 북한인권담당 국장은 제3차 대회를 2006년 3, 4월경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할 계획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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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여 등을 통한 정치적 해결에만 치우치고 있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고 언명하고, “ 이제 정부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북한주민들의 생존권 등 인권상
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며,
인권 개선을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고 밝혔다.39)

2005 년 9 월 23 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회장; 이준범)에서 “ 이제는 북한인권
을 말해야 한다” 는 심포지움을 갖고 선언문을 통해, “ 북한 인권에 대해 단계적
접근을 주장하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경제발전이
나 전쟁위협을 구실로 인권을 탄압하던 논리와 그 궤를 같이하는 위험한 발상이
다” 고 하였다.40)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년 11 월 3 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국내외 인권전문가들
을 초청해 비공개로 ‘북한인권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북한의 인권상황과 국
제협력’을 주제로 정부와 해외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였다.41) 기조연설을 맡은 박경서(朴庚緖) 인권대사는

“ 평화조약인 남북한 상호 불가침조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북한의 인권을 각론으
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 며 “ 우선순위를 한반도 평화정착에 두고 다음에 정치적
자유권 등을 풀어나가는 순서를 제안하고 싶다” 고 밝혔다. 반면 문타본(Vitit

Muntarbhorn) 유엔 특별보고관은 “ 최근 북한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었으나 인권의
이행에서 몇몇 끔찍한 성격의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 며 “ 이러한 인권침해를 막
고 구제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는 “ 북한은 자신들
이 가입한 4 개 인권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박
해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고 밝혔다. “ 국제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난민과 탈북자들의 보호를 지지해야 한다” 고 하였다. 다른 해
외 전문가들도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 세계각국이 협력해 북한 인권에 대한 목
소리를 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린 포드(Green Ford)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의원은 “ 인권의 관점에서 유럽연합(EU)은 북한에서 인도적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고 말했다. 빅토르 웨(Victor Wee) 주한 벨기에 대사는 “ 특히 한
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항상 인권 활동의 이행에 대한 찬반양론을 저울질한다”
면서 “ 이러한 절차는 가능한 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 세미나에

39) 대한변협신문, 2005.7.11., 1면.
40) 국제인권보, 445호, 2005.10.15, 1면.
41) 중앙일보, 2005.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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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구체적으로 북한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논의되기도 했다. 한나 베아트 쉴링

(Hannah Beate Schilling)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부위원장은 “ 북한은 여성과
인신매매와 빈곤으로 인한 다른 형태의 착취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면
서, “ 경제적․정치적 변화에 따라 여성들이 당면하게 될 도전에 대해 한국 국가
인권위원회의 인식증대가 필요하다” 고 지적하였다. 리처드 브라이들(Richard

Breidel) 유니세프(UNICEF) 아시아태평양사무소 부소장도 “ 아동의 선천적이고 당
연한 인성과 능력발달이 초년기에서 거의 등한시되고 있다” 면서 “ 개입정책을 중
단하면 아동의 권리옹호라는 주장은 공허한 구호가 될 것이다” 고 하였다.

Ⅶ. 유엔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
이 논문이 마무리된 단계에 이르러 드디어 유엔총회 제3 위원회에서 11 월 17 일

“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이 채택되었다. 유엔총회 제3 위원회는 유럽연합(EU)이 제출한 대북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4 표, 반대 22 표, 기권 62 표로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은 기권했다. 유엔 인권위원회 차원의 대북 인권결의는 2003 년부터 3 년 연속 통
과되었으나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북 인권결의는 법적 구
속력은 없지만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지속적 조취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가 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입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 결의
문은 다음과 같다.42)
총회는,
- 유엔 회원국들은 다양한 국제적 수단들을 이용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진작,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과 경제․사회․문
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ESCR), 아동권리협약(CRC), 여성차별철폐협약
(CEADW)의 가입국임을 염두에 두고,
- 2003년 4월 16일의 결의안 2003/10과 2004년 4월 15일의 결의안 2004/13,
2005년 4월 14일의 결의안 2005/1을 상기하고,
- 특히 북한 정부가 특별보고관에게 협력을 확대하지 않거나 인권상황이 개

42) 한국일보 2005년 11월 19일, 2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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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됐음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인권위원회가 총회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물을 것
을 촉구한 결의안 2005/11을 상기하면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주목해,
1. 다음 사항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a) 북한정부가 북한 내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위임권을 거부한 것
b)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 북한에서 구조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ⅰ) 고문을 비롯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처우와 징벌, 공개처형,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구금, 법규와 정해진 절차의 부재, 정치범에 대한 사형선
고, 수많은 수용소와 광범한 강제노동
ⅱ) 외국으로의 탈출을 배신으로 몰아 억류, 고문같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
고 모멸적인 징벌을 가하거나 사형에 처하는 등, 외국에서 송환해온 시민들에
게 제재를 가하는 것
ⅲ) 사고와 양심, 종교의 자유, 의견을 갖고 표현할 자유,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자유, 국내외에서 원하는 이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여행할 권리를 모든 측면에서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
ⅳ) 성매매, 강제결혼 목적으로 여성을 매매하고 낙태를 강요하고 송환된 여
성의 아이를 살해하고 수용소 등지에 구금하는 등 여성의 기본적 자유를 계속
해서 억압하고 있다는 것
ⅴ) 강제실종(inforced disappearance)의 형태와 같은 외국인 납치를 둘러싼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
2. 그 점에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북한 정부 당국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무관실 활동에 실무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
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3. 이 나라의 위태로운 인권상황, 특히 상당한 어린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발
달에 피해를 입히는 영양실조가 만연해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4. 그 점에서 비정부간기구와 유엔 기구들, 특히 세계식량계획(WFP)을 포함
한 인도주의 기구들이 완전하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방해받지 않고 북한의 모
든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도적 도움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필요에 맞게 공평히 배분되도록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월부터 인도
주의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북한당국의 발표로 인도주위 원칙에 대한 우려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5. 또한 북한 정부에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 그리고 그와 관
련해서 특히 특별보고관에의 완전한 협력을 포함해서 앞서 언급된 인권위원회
결의안들을 완전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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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총회의 결의과정에서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 결의안을
낸 EU 측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제3 국가들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투표에선 기권을 선택했다. 찬성표가 반대표의 4 배에 가깝다. 그러
나 북한과 관계가 좋은 편인 국가들은 잇따라 반대 발언을 했다. 바베이도스 대
표는 “ 특정 국가를 표적 삼아 인권 결의안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고 주장했
고, 그러면서 “ 표결에서는 기권하겠다” 고 했다. 이어 베네수엘라, 쿠바 등 9 개국
이 반대발언에 나섰다. “ 결의안이 거짓말과 왜곡된 내용을 담고있다” 는 북한측
주장에 이들 국가들이 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 결의안 채택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는 논리를 폈다. 중국은 “ 남북관계를 개선
하고 있는 북한을 격려해야지 손가락질을 해선 안된다” 고 주장하였다. 이집트.
쿠바 등은 미국과 EU 를 겨냥하여, “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double standard)” 라고 비난하였다. 표결전 발언권을
신청해 “ 결의안을 거부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던 김창국 유엔 주재 북한 차석대
사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결의안이 통과되자 실망한 듯 굳은 표정으로 곧장 회
의장을 떠났다.43)
한 달 후인 12 월 16 일 유엔총회는 제3 위원회에서 가결한 결의안을 찬성 88,
반대 21, 기권 60 으로 가결하였다. 한국 정부는 다시 기권했다. 유엔 북한 대표
부는 미국과 일본, 영국은 ‘인권 침해의 중심부’, EU 는 ‘위선자’라고 비난하면서

“ 미국은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고문을 합리화하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을 이용하
고 있다” 고 주장했다.

결론: 전망
인권에 관한 한 세계의 어디에도 완벽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심하게
인권유린을 당하는 나라에 대하여 남의 일로 방관하는 것도 인권의 관점에서 보
면 비난받을 일이다. 남한도 인권문제가 적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설치운영
하고 있는데, 북한의 인권현실에 대하여 정치적 이유에서 침묵하는 것이 능사는

43) 미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인권관련 단체들은 결의안이 통과되자 환영의 성명서를 발
표하였다. 탈북자 지원단체인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회장 유천종)는 “북한이 유엔의
결의안을 존중하고 국민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자유롭게 말하고,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 2005년 11월 19일자,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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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본다. 남한 자신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비판받을 점은 비판받으면서, 그
러면서 북한동포의 인권문제에 대하여도 거론해야 할 것은 눈치 보지 말고 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와대에 북한인권조사팀이 구성되었
는데, 여기에서 시간만 끌지 말고 북한인권에 관한 대책을 조속히 표명하고 실천
해야 할 것이다.44) 인권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것만이 아니라 민간 내지 개인적인
인간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종 비정부 기구들과 개인들이 남북의 인권향상
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된다고 당장 어떤 조치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핵 문제와 달리 유엔 차원의 제재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국제사회
가 뜻을 모아 우려를 표시한만큼 결의안 통과가 갖는 의미는 크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거친 표현의 인권결의안이 해마다 채
택되는 수모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유엔 인권위의 결의안이 통과될
때마다 “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편승한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내정간섭이다” 고
비난해 왔다.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보아도 다시 한번 근년에 야기되는 한미관계의 긴장을
주목하게 된다. 한반도 전문가인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는 “2000 년 이후 한미 양국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고 하면
서, 미국은 2001 년 9.11 사태 이후 급속히 우경화 되었는데 한국은 2000 년 김대
중 전대통령의 방북 이후 북한을 더 이상 위협적 나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
했다. 그는 “ 한미동맹이 곤경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당분간은 동맹관계가 지속될 것이며, 가장 큰 변수는 한국민이 동
맹의 미래에 대해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는 점이다” 고 하였다.45)
이 대목에서 인권문제에 관하여도 국내외적으로 이른바 진보와 보수의 대립양
상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
정된 배경도 그렇지만, 그 후에도 보수적 종교집단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46)
44) 국가인권위에서 북한인권에 관해 언급하자는 논의가 일찍부터 있었으나 시민단체들
의 반발을 우려하여 보류하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45) 2005년 11월 3일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주최 한미동맹강연회에서. 중앙일보, 2005년
11월 4일, 6면.
46) Freedom House의 구재회 북한인권담당 국장은 서울을 방문하여 한국기독교총연합
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유시민연대 등과 교섭하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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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검토를 종합해 보면, 북한의 인권현실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3 년 어간에 이르러 미국과 유럽, 그리고 유엔에서 적극적인 주장을 표명하
고 있고,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정부의 통일정책에 소극적 내지 회피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나 변협 등 일반인들도 점점 적극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지만 사안의 민감성으로
적극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은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점점 적극적인 주장과 행동
이 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유엔 회원국이면서 여러 인권관련 국제협약에도 가입해 있는 북한도 인
권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주장을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사실을 알고, 국내적으로 인권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국제사회로부터의 지
원과 격려가 더욱 기울여질 것이다. 이번에 결의안을 주도한 것은 그동안 서방세
계에서 비교적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EU 국가들이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읽을 필요
가 있다.
우리 정부도 통일정책 때문에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도 영구적
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가 유엔총회에서까지 기권
을 하여 나라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을 가볍게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북핵 문제협상을 의식해야 하고 남북 화해협력을 통한 북한 개방을 유도한다는
정부방침을 이해 못할 바 아니나 인권문제를 소극적 입장에 서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물론 인권문제는 법만 개정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보장,
문화 등 제반 요소가 발전되어야 향상될 수 있는 종합적인 것이다. 한꺼번에 인
권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은 누구도 기대할 수 없고, 가능한 것부터 성실히 노
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인권문제는 미국만이 우려하는 사안이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가 우려하고 있으
며, 북한은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지켜야 한다”면서. “한국도 하루빨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를 갖고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였다. 국제인권보, 445호, 2005.10.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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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Discussion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heir Prospects
47)

Chongko Choi

*

This paper aims to survey the process and the situation of the discussions on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seeks to find the possibility of its
improvement. Independent of President Bush's expression ‘axis of evil,’ North
Korea is a notorious country of the severe violations on human rights. This
totalitarian government abuses the human rights of the its citizens in various
forms.
The U. S. government adopted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in 2004,
and the Democracy Advancing Act in 2005. We are observing the effects of
these legisl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situation. Several hundreds
of human rights activists, politicians and members of Christian groups rallied on
July 19 2005 in Washington, D.C., on “North Korean Freedom Day.” This kind
of action was shown in December 10, 2005 in Seoul as well.
On the other hand, the Human Rights Committee of the UN has expressed its
resolutions for three times. On those resolutions the UNHRC sent a special
investigator and reporter to North Korea in 2004. A Thailand scholar, Dr. Vitit
Muntarbhorn, issued an official report on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s human
rights situation. He proposed some immediate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N.K. human rights. Finally, UN general assembly passed a resolution on
N.K. human rights on Nov.17, 2005.
Towards

such

comments

and

critics

from

the

outsides,

North

Korean

government has declared certain severe anti-criticisms. The govermental officials
argue that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s relativistic in accordance with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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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and political context. They blame the U.S. government's attitude as
abusing

the

human

rights

concept

for

its

“imperialistic”

power

politics.

Furthermore, they claim that the U.S. has many serious violations on human
rights in the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On February 16, 2005, the 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Human Rights and
Refugees of North Korea sponsored by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Citizen's
League was held in Seoul and declared some resolutions.
On the other hand, the attitud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sensitively
politicized for its unification policy. As the result, it has avoided joining the UN
resolutions for three times. This attitude has raised some blames from the foreign
countries. The National Committee on Human Rights began to make a resolution
towar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but the opinions within the Committe are
still in the conflict.
North Korean government is also situated in a dilemma concerning the human
rights.
This writer concludes this article by suggesting a more active and wise policy
on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should immediately and fully cooperate with the UN human rights experts to
improve the nation's abysmal human rights condi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