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UN 특별 보고관 마르주끼
다루스만 방한 결과 모두 발언문 (2015 년 9 월 6 일- 10 일)
서울(2015 년 9 월 9 일) 이번 방한은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서울에 개소한 후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UN 인권 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하 DPRK) 내 인권 상황관련 임무를 띠었습니다.
저를 초대해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지난 몇 년간 방한 및 특별
보고관 임무 수행동안 정부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부 및 시민
사회관계자와 내실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도움을 준 서울 인권사무소에 감사드립니다. 방한
기간동안 외교부, 통일부 고위급 인사와 국가인권위원회, 통일연구원, 비정부기구,
탈북자 및 주한외교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DPRK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인권 조사 위원회 보고서 발견 사항 및
권고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DPRK 에서는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 및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권 침해 및 반인도적 범죄를 문서화하였습니다. 이제 DPRK 내
책임있는 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포괄적인 전환기적 정의
프로세스를 구상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방한은 또한 남북/북남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8 월 25 일 합의에 따라 양측 대표자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남북/북남 간 대화와 민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기대할 만한 유의미한
전개입니다.
또한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내에서도 가까운 미래에 통일이 될 것이라 보고 공개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통일에 대한 논의는 반인도적 범죄 책임을 묻는 일이 좀 더 시급하게
진행되어야함을 의미합니다. 통일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동시에 국제사회는 반인도적 범죄 책임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묻는 조치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통일과 책임을 묻는 일은 동일한 목표, 즉 한반도 내 인권 상황 개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서울에 새로이 개소한 UN 인권 사무소 구성원과도 유의미한 논의를 했습니다.
서울 UN 인권 사무소는 인권 조사 위원회 후속 조치를 취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특히 DRPK 내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하며, 여러 조력자와 역량 강화 및
기술지원, 인식 고취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길 고대합니다.
저는 이번 방한기간 동안 DPRK 정부가 외화벌이를 위해 주민을 해외로 보내고,
이들이 강제 노역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또한 DPRK
내 여성의 삶과 DPRK 이 납치하고 억류하고 있다고 파악되는 대한민국 국민 4 명과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도 접했습니다.
10 월 UN 총회에 제출할 제 보고서에 앞서 언급한 사안 일부가 포함됩니다만, 동시에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자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춰 추가적으로 조사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선적으로 제가 파악한 사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사안들을 11 월 말에
다시 방한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사한 조사 임무를 띠고 내년 초
일본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동안 파악한 사안을 2016 년 3 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상세하게 담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방한 기간동안 만난 분들께 시간을 내주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향후 한반도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더욱 공고히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보고관마루즈끼다루스만(인도네시아)은 2010 년
8 월 UN 인권이사회에서북조선내인권실태조사임무를부여받아임명되었다.
다루스만특별보고관은여타정부나기관과무관하게개인역량으로독립적임무를수행한
다. 과거 3 인으로 구성된 고 부토 파키스탄총리암살사건 진상 조사 위원회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UN 사무총장이 설치한 스리랑카 전범 관련 전문가 패널의 장을
역임하였다. 2013 년 3 월부터 인권 이사회의 임명을 받아 북조선 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3 인으로 구성된 UN 인권 조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http://www.ohchr.org/EN/HRBodies/SP/CountriesMandates/KP/Pages/SRDPRKorea.aspx
- 더자세한정보는아래를참고해주세요.
http://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5293&LangID=E#stha
sh.Oscs5gEw.dpu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