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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 2 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
신탁통치지역 ,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 3 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 4 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 제 5 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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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북조선은 세계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58개국 중 하나이며, 2012년에 사형을
실제 집행한 21개국 중 하나이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러나 북조선에서의 사형제도는 지난 수십년간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광범위하고 다르게 운영되어 왔다. 그것은 사회 질서와 정치
통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의 광범위하고 제도적인 인권침해로 특징되는 북조선의
전체주의적 정치체제 때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국가로 간주되고 있다. 반면 북조선은 사형을 계속 유지해
왔으며, 어느 단체에도 이와 관련한 조사를 하도록 허용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증언과 소수의 신뢰할만한 보고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 수천건
이상의 사형집행이 있었고,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많은 수가 집행됐다. 2010년
이후에만 수십명 이상이 사형됐다. 북조선의 극단적인 정보제한으로 인해 이 숫자는
실제보다 더 작은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사형 집행은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표면적 사법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재판은 대개 이뤄지지 않으며, 특히 북조선의 거대한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해, 사형은 자의적으로 집행된다. 공개처형, 비밀처형은 경범죄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보고서는 북조선에서의 사형 집행이 자의적 생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린다.
많은 경우, 정당한 사형집행과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의 구분은 매우 애매하다.
특히, 북조선에서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이 이뤄진다는 미확인 정보들이 있으나,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분석은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본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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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H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북조선정부에
►►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국제인권규약의 준수 상황을 보고할 것;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 등 모든 사형집행을 중단할 것.

북조선인권 특별보고관과 조사위원회에:
►►

북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사형 집행과 북조선에서 만연한 제도적이고
광범위한 사형과 관련한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유엔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

자의적 생명 박탈로서의 사형 집행과 기타 북조선에서 발생하는 초법적,
약식, 자의적 사형 집행에 대해 조사한다.

모든 유엔 회원국:
►►

북조선에 다자, 양자간 압박을 가해 사형제를 폐지하고 모든 처형을 중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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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들어가며
1. 본 보고서에 대해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 인권단체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하 북조선)에 접근을
허가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나, 최근 대한민국 내 북조선출신 망명자들의 증가1 하고
그들이 증언함으로써 북조선 내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상황과 북조선의 인권 악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따라 FIDH는 김정일
사망 1년 후인 2012년 12월 서울에 북조선의 사형집행에 대한 조사단을 파견했다.
조사단은 탈북자들과 남한 내 인권단체 및 대한민국의 북조선인권 담당 정부관계자들과
만났다. FIDH 대표단은 FIDH 회원단체인 키르기스스탄의 반부패시민 국장 토레칸
이스마일로바 (Tolekan Ismailova) 인권변호사이자 사형제 전문가인 스피디 라이스
(Speedy Rice), 한국 현대사 교수인 마리-오란쥬 리브-라산 (Marie-Orange Rive-Lasan),
FIDH 컨설턴트인 사라 마히르 (Sarah Mahir)로 구성됐다.
증언 수집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 중 하나는 증인과 직접 만나는 것과, 통역이나
고정관념을 너머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었다. 또한, FIDH가 만난 대부분의
증인들은 2000년대 초반 이후에 북조선을 탈출했으며, 조사단은 2000년대에 발생한
사형집행에 관해 몇 가지의 증언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북조선의 정치체제의
견고함과 과거 증언들과 현재 상황 사이의 일관성을 감안할 때, 이것이 그 증언의
연관성이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FIDH는 이번 조사에 응한 모든 북조선출신 망명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또한 모든 NGO
관계자 (부록 3 참고), 특히 열린북한방송의 권은경 씨에게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북조선 법과 사형집행에 관한 소중한 데이터를 공유해준 한국정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참조:
FIDH는 북조선 출신 망명자로부터 총 12개의 증언을 취합했다. 이들은 각각 증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로 불릴 것이다 (부록 4 사진 참조). 증인들은 각각 다른
성별, 나이, 출신 지역을 갖고 있다. 증인들의 증언은 한국이나 외국의 다른 단체들이
얻은 다른 증언과 일치한다. 아직 북조선에 남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들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1. 1990년대 후반까지,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숫자는 1000명 미만이었다. 2012년 말에는 이 숫자가
2만 3000명으로 증가한다. 이는 지난 8년간 매년 2000명 이상이 한국에 들어왔음을 보여준다. 이 중 75%
가 여성이다. 정부의 허락 없이 국경을 넘는 북조선 주민들은 불법적으로 도강을 하며, 탈주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이들을 망명자들로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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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및 정치적 배경
한/조선반도는 668년 처음 통일돼, 2차대전 후인 1945년, 남한과 북조선으로 나뉠
때까지 통일을 유지했다. 한국/조선전쟁 (1950-1953)은 북조선이 통일을 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38선 대신 휴전선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
조선반도는 오늘날 남쪽의 대한민국과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나뉘어
있다. 두 나라는 1991년에서야 유엔 회원국이 되었으며, 북조선은 그때까지 남한과
북조선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해왔다.
북조선은 1948년 9월 9일 창건됐다. 이후 세 명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라를
지배해 왔는데 김일성이 1945년부터 1994년 사망할 때까지, 그의 아들 김정일이 2011
년 12월 17일 사망할 때까지 나라를 지배했으며,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이 이후
통치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은 1949년 6월 30일 창당된 이후 유일한 지배정당으로 남아있다. 그 지도이념은
사회주의,2 민족주의, 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이며 지금은 김정은주의이다.3 1967
년 김영주 (김일성의 동생이자 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는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을 만들었다.4 이 원칙들은 김정일에 의해 1974년 공식화 됐다. 이 원칙은
북조선에서 법보다 위에 있으며, 엘리트 계층이라 하더라도 위반 시 자의적 처벌을
받게 된다.
북조선의 법은 수령과 조선로동당의 명령에 복종한다. 표면적으로는 북조선은 헌법과
법, 사법부를 갖춘 법치체제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수령의 지시와 조선로동당의
지도가 사법기관을 포함한 모든 권력기관보다 우위에 있으며, 초법적 존재가 된다.
김씨 일가의 감시 하에, 조선로동당은 사법부의 인사, 판결을 통제하며, 판검사를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조선로동당의 정책에 반하는 판결은 금지된다.
선군 사상은 1960년에 시작됐으나, 김일성의 사망 전까지는 공식 정책으로 등장한 적은
없었다. 선군사상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 조선인민군을 우선시 하고, 국가자원을 군에
최우선 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선군사상은 국가의 정치, 경제를 주도한다.
국가안전보위부는 국가의 내부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인민과 반정부인사를 다루기 위해, 북조선체제는 소련식 “비밀경찰 파일”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그들의 출생성분과 이념을 관리하고 있다. 태어날 당시
부친의 사회성분은 그 사람의 출신성분이 되고, 1945년 이전 조상의 사회계층은
토대라 불리며 북조선의 계급체계를 이룬다. 이는 북조선 인민들을 세가지 계층으로
나누는데, 첫째로 핵심계층은 위대한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상위 계층이다. 둘째로
2.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향하는 중간단계이다.
3. 지난 수십년간, 김일성 일가를 중심으로한 개인숭배가 만연했다.
4.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관한 10대 원칙’, 컬럼비아 대학교, (영문판): http://www2.law.columbia.edu/
course_00S_L9436_001/North%20Korea%20materials/10%20principles%20of%20juch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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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 계층은 대부분의 인민이 포함되며, 셋째로는 적대계층이 있다.5 각 계층은
다시 세부계층으로 나뉜다. 이 시스템은 각 사람의 인생에서 당원, 교육, 삶의 질,
거주지 (평양), 배급, 사법 등 모든 분야를 결정한다.

북조선의 연좌제는 ‘반역자’로 간주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3대 가족까지 처벌하는
제도로써 1972년 김일성에 의해 처음 제도화됐다. UN 인권 고등판무관실에서 2013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6 약 20만명의 주민들이 (여성과 아이를 포함해) 북조선의 6개의
정치범 수용소 (아래 참조)에 수감돼 있다. 이들 중 일부는 1950년에 만들어졌다.
1990년대 북조선은 에너지난과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기근을 겪었으며,
수백만명이 아사했다. 암시장이 등장했고, 김정일은 인민들 사이에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반정부 운동을 막기 위해 “총소리가 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추정에 따르면 1600만명의 북조선 주민들이 다양한 수준의 만성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들이 특히 취약하다.
북조선의 경제난은 잘 알려져 있다. 최근 몇 년간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했으며, 2009
년 11월의 화폐개혁 이후 악화됐다. 북조선의 폐쇄적 성격으로 인해 내부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북조선은 유엔개발계획이 인간개발지수 (HDI) 순위에
필요한 통계를 얻지 못하는 몇안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김정은의 통치는 아직 초반이며,
북조선의 진정한 최고통치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겉으로는, 김정은은
북조선의 정치와 군사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식과 인공위성 발사, 2013년 핵실험 등은 김정은이 국내에서 권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나 지도자의 젊은 나이와 경험의 부재, 고모부 (장성택)
의 영향력, 최근의 숙청과 도발행위들은 권력투쟁의 가능성을 비춰준다.

5. 로버트 콜린스, Marked for Life : Songbun, North Korea’s Social, Classification System, 미국 북조선인권위원회,
2012: http://www.hrnk.org/uploads/pdfs/HRNK_Songbun_Web.pdf
6. ‘필레이 판무관이 북조선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촉구하다’, OHCHR, 2013년 1월 14일http://
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2923&Lang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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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조선의 인권상황
a. 사형제도 및 기타 광범위하고 제도적인 인권침해
북조선은 오랫동안 광범위하고 제도적인 인권침해를 감행해 왔다.
유엔북조선인권특별보고관이 지적했듯이, 북조선의 정치체제는 여러가지 이슈와
인권침해간의 특이한 상호관계를 갖는데, 이는 사회 질서와 정치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형제도도 예외는 아니다. 사형집행의 범위와 패턴은 이러한 시스템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유엔은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의 사례와 경향을 지적했다:
►►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이나 대우, 특히 구금시설의 상태;

►►

처벌의 일종으로써의 자의적 구금 및 법치주의의 부재;

►►

강제 실종 (외국인 납치 포함);7

►►

사상, 양심, 종교, 언론, 표현,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극단적 제한;

►►

식량권 침해;

►►

이동의 자유와 탈북자에 대한 탄압;8

►►

여성, 아동, 탈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

탈북 여성에 대한 강제낙태와 영아살해 등 생명권 침해.

2010년, 북조선인권특별보고관은 “6년간 북조선의 인권상황을 지켜본 결과 북조선
정권이 일반 주민에게 자행하는 인권침해는 지독하고 고질적이다”라고 말했다.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는 북조선의 인권상황의 지속적인 악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9 지난
2월, 특별보고관은 위의 인권침해가 “민간인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의
일환으로써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7. 가장 많은 강제실종은 한국전 당시인 1950년에서 1953년 사이에 발생했다. 전쟁 이후 3,824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3,310명은 6개월 이후 귀환했다. (자료 : 북조선인권특별보고관의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 A/HRC/22/57, 2013sus 2월 1일, 114 페이지: http://www.ohchr.org/documents/
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22/a.hrc.22.57_english.pdf).
8. 2012년 3월 28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첫 접촉에서 평양의 인권연구소는 북조선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망명자나 난민이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로써 경제난이나 형사처벌을 피해 도망간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사무총장에 따르면 일부 사람들이 북조선을 떠날 당시 난민의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북조선은
정부 허가 없는 출국을 형사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외국에 도착하는 즉시 난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료 : 북조선의 인권상황, 유엔사무총장 주, A/67/370, 2012년 9월 13일: http://www.fidh.org/IMG/pdf/
rapportonu.pdf).
9. 유엔인권이사회 19차회의, ‘이사회의 주목이 필요한 인권상황들’ 결의안A/HRC/19/L.29,2012년 3월 20
일: http://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19/Pages/ResDecSta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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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북조선의 정치범 수용소
북조선의 정치범 수용소 (관리소)는 구소련의
강제수용소 (gulag)에 비유되는 특이한 구금시설이다.10
수만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기가 왜 끌려왔는지
그 이유도 모른채, 연좌제 등의 이유로 갇혀있다.
북조선 정권은 이러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자체를
부인한다.11
위에 언급된 인권침해들은, 생명권 침해를 포함해,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주기적인 처형, 고문, 강제노동, 건강권 침해 등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죽을 때까지 수용소에
© DigitalGlobe, Inc.

갇히며, 변호사 접견이나 재판은 허가되지 않는다.
2 0 1 3 년

유 엔 인 권 이 사 회

보 고 에 서

북조선인권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A/
청진

25호

정치범수용소 사진.

HRC/22/57):

수용소 중심부 외에
새 건물이 들어선

“수용소내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수용소의 존재 자체는 수감자들의

것을

보여주고

노예적 처우와 더불어 로마협약 7조 1항의 c.노예제, e.감금 또는

있다. 2013년 1월

국제법의 기본규범이 정하는 신체적 자유의 침해에 해당하며 따라서

5일. 11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 그는 또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의 비인간적
처우와 상황은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2010년 3월, 북조선인권특별보고관은 북조선 정부에 서한을 보내 “수용소 내의
강제노동과 식량, 주택, 의복, 위생, 의료시설 등 생필품에 대한 제한적 접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용소가 정치적 견해를 발표하거나 탈북을 시도하거나
반정부 행위를 한 사람들 또는 그 가족이 수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10월 3일, 5인의 위임자12 들은 북조선에 보낸 공동서한에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제기했다. 아직까지 북조선정부는 이 서한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10. 이 수용소들은 청진, 회령, 개천, 화성, 북창, 요덕 등지에 위치해 있다.
11. 북조선 수용소 25 참조, Digital Globe 및 HRNK, 19페이지:
http://hrnk.org/uploads/pdfs/HRNK_Camp25_LR.pdf
12. 북조선인권특별보고관;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 및 비인도적 처벌에 관한 특별
보고관;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 강제 납치에 관한 실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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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북조선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규약
1. 적용가능한 인권규범
a. ICCPR의 생명권
북조선은 1981년 9월 14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CCPR)에 가입했다.13
ICCPR은 생명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협약 제6조에 따르면,

“1.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갖는다. 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누구도 그 생명을 자의적으로 빼앗을 수 없다. 2.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사형 집행이 가장 심각한 범죄에 한해서
집행되어야 한다. 이 처벌은 법정에서 최종 선고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5. 사형은 18세 미만에게는 집행되어서는 안되며 임산부에게
집행되어서도 안 된다. 이 협약의 가입국은 본 조항을 이유로
사형제의 폐지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인권위원회 일반의견 6은 “협약 제6조에 명시된 생명권은 국가의 존속을
위험하는 긴급상황시에도 수정이 불가능한 가장 숭고한 권리”라고 규정한다14

북조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북조선 체제는 1997년 8월 25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ICCPR 탈퇴 요청서를 보냈다. 유엔 사무총장은 조약 탈퇴가 모든 가맹국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15 북조선은 여전히 ICCPR 준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 하에서 조약 준수 의무를 갖고 있다.
ICCPR 제2 선택 규약은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이
규약은 사형제 폐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형제가 유지될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법절차를 지킬 것을 강조했다. 북조선이 준수 의무는 없으나 이 규약은 사형제
폐지로 나가고 있는 세계적 경향을 보여준다.

13. 북조선은 또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아동권리협약 (CRC), 경제사회문화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ESCR)
에 ICCPR과 동시에 가입했다.
14. ICCPR 일반 의견 n.6: 생명권 (6조), 1982년 4월 30일: http://www.unhchr.ch/tbs/doc.nsf/%28Symbol%
29/84ab9690ccd81fc7c12563ed0046fae3?Opendocument
15. See UN Treaty Collection, status of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Chapter
IV (4)) note 8, available at: http://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4&chapter=4&lang=e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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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형제 폐지 결의안
현재까지 58개 나라에서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다.16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사형제
폐지이다. 지난 5년간, 우즈베키스탄, 아르헨티나, 부룬디, 토고, 가봉, 라트비아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아시아와 중동에서 사형
건수가 증가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17

한편, 2007년 이후, UN 총회는 모든 나라에 사형집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12년 12월, 총회는 찬성 110대 반대 39, 기권 36으로 6년새 네번째
사형집행 중단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조선은 여기서 반대표를 던졌다.18
이 결의안에서 유엔 총회는 계속되는 사형집행에 우려를 표하고, 각 회원국이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19 회원국들은 18세 미만이나 임산부에
대한 사형 집행을 중단하도록 요구 받았다. 이들 국가는 또 사형 가능 범죄의 수를
줄이고, 사형제 폐지를 최종목표로, 사형 집행을 일시 중단할 것을 요구 받았다.20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런 결의안들은 정치적, 도덕적 압박을 가하게 된다.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에게 점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할 것을 상기시킨다. 또 이러한 결의안은
사형제 폐지로 향하는 세계적 추세를 가리키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사형을 여전히
집행하는 나라들에게 가이드로써의 역할을 한다.

c. 자의적 생명권 침해에 대한 강행규범
생명권 보호와 함께, 국제관습법은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형 집행 등 절차적 요소를
포함하는 특정 법률 요건과 심각한 범죄에 사형집행을 한정하고 사형집행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보호할 것을 명시하는 실질 요건 등을 포함한다. 생명권의 자의적 침해는
1994년 유엔 인권이사회 일반의견 24호에 의해 강행규범으로 규정됐으며, 따라서 다른
규범에 의해 기각될 수 없다고 규정됐다:

16. 2012년 현재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앰네스티가 2013년 발표한 ‘사형제도 2012’’를 참조
http://www.amnesty.org/sites/impact.amnesty.org/files/PUBLIC/2012DeathPenaltyAI.pdf
17. ‘UN concerned over the growing use of the death pealty in Middle East and Asia’, 5 April 2013, UN News
Centre, available at: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4570&Cr=death+penalty&Cr1=#.
UWPweRymdnA
18. 제3위원회, 40차 회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에 관한 투표용지, A/C. 3/67/L.44/Rev.1, 2012sus 11월 19
일. http://www.un.org/en/ga/third/67/docs/voting_sheets/l.44.Rev.1.pdf ; 및 사형제 유보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안A/RES/67/176, 20 December 2012: https://www.un.org/en/ga/67/resolutions.shtml
19.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1984/50 1984년 5월 25일, ‘사형수 권리 보호를 위한 구제조치’ http://www.
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DeathPenalty.aspx
20. 사형집행 중단에 대한 UN 총회 결의안 A/RES/67/176, 2012년 12월 20일: https://www.un.org/en/
ga/67/resolution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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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중요성에서 순서는 없으나, 국가 위기시에도 제한될 수
없는 일부 권리들이 있다. 이러한 개폐불가 권리들은 절대규범으로써
고문금지와 자의적 생명권 침해를 포함한다”.

21

따라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생명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
생명박탈을 금지한 규정도 위반하는 것이다.
투명성은 자의적 생명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적법 보호절차이다. 이
보호절차는 오류나 남용을 예방하며, 모든 단계에서 공정한 절차를 보장한다.
반면 비밀성은 사형수의 존엄성을 부정하며, 사형수 가족의 알 권리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인 사형집행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제한한다.22

따라서 모든 국가는 사형수의 숫자와 사형집행 수, 감형된 사형수와 사면의 숫자를
각 사형수의 범죄별로 정리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사형수와 그 가족, 변호인은
사형집행과 항소 시기, 사면요청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신뢰할만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형수가 자신의 사형집행을 공개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개인비밀 보호의 존중을
빌미로 투명성을 훼손해선 안된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공개사형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했다.23 일부
국가에서 공개처형을 하는 것은 사형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과 사형집행을
관람행위로 만드는 것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보여준다. 공개처형은 대중의 알 권리에
꼭 필요하지 않으며, 또 대중의 알 권리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보장될 필요도 없다.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의 주제는 사형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왔다. 1982년 3월, 유엔은 약식, 자의적 사형에 대한 특별보고관을 신설해, 약식,
자의적 사형의 실태를 조사하고, 결론과 제언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보고관의 임기는 1992년에 연장됐으며, 초법적 사형집행을 의제로 포함시켰다. 이는
국제규범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다루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보고관은 국제협약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가의 위반행위를 조사하게 됐다.

21. CCPR/C/21/Rev.1/Add.6, 10, available at: http://ccprcentre.org/doc/ICCPR/General%20Comments/
CCPR.C.21.Rev1.Add6_%28GC24%29_En.pdf
22.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유엔 초법적 사형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불법 살인에 관한 법제도 보고서’ B 장을
(2010년 4월) 보라. http://www.extrajudicialexecutions.org/application/media/Handbook%20Chapter%20
6%20The%20death%20penalty.pdf
23.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Nigeria, CCPR/C/79/Add.65, 24 July 1996,
para. 282, available at: http://www.unhchr.ch/tbs/doc.nsf/0/4e0517e23534f9088025648a004b6354?O
pen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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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24 에서 현 특별보고관은 사형 집행을 법리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생명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사형제가 합법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형 집행은
불법 살인이다.”25
보고서는 국가의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공정한 재판이란 독립된 사법부, 변호사 접견권, 항소권, 증언을
강요받거나 고문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각 국가의 사법부가
이러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지 못할 때, 정부는 사형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26
아래에 서술된 바와 같이, 북조선은 유엔 초법적, 약식, 자의적 사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이나 유엔인권위원회가 정한 국제적 규범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위반 행위가 자의적 생명권 침해인 점임을 감안할 때, 북조선은 국제
공법의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4.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필립 알스턴의 보고 A/HRC/14/24, 2010년 5월, available
at: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docs/14session/A.HRC.14.24.pdf
25. Ibid. at para. 50.
26. Ibid. at para. 51(a).
14 / 북한의 사형제도: 전체주의 국가기구 - FIDH

2. 북조선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규약
a. 특별보고관 제도 및 최근 설치된 조사위원회
북조선이 계속해서 유엔 인권기구와의 협조를 거부하고,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탄압을 자행함에 따라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4년 북조선 내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 직을 설치하게 됐다.27 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현지 조사, 방문, 보고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주민들과 접촉하고, 해당국 정부가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8
이 결의안과 이후 유엔 총회가 통과한 결의안에 따라, 특별보고관은 매년 2개의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했다. 2004년 이후 유엔사무총장과 북조선인권특별보고관은
총 22개의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2003년 이후 유엔총회와 하위기관에서 총 16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가장 최근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은 북조선에서
생명권 침해를 포함한 “9개의 연결된 인권침해 관련 이슈와 패턴”, 특히 “사형제도의
남용과 공개처형”에 주목하고 있다.29
이 보고서는 북조선의 사형 집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담고 있다:

“2006년과 2012년 사이에 고문, 공개처형, 정치, 종교적인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 등 북조선의 제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권의 침해에 대해 유엔 총회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이후, 유엔 총회는 입장을 강화해,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30
본 보고서는 북조선 정부가 형법에서 사형집행이 가능한 범죄의 수를 줄이면서 형법에
시행령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국제사회를 속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27. 북조선인권특별보고관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태국의 비팃 문타폰,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인도네시아의 마르주키 다루스만이 맡고 있다.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 2004년 4월 15일 E/CN.4/RES/2004/13, para 6. , http://ap.ohchr.
org/documents/alldocs.aspx?doc_id=9760
29. 북조선인권특별보고관 마르주키 다루스만의 인권이사회 보고서, A/HRC/ 22/57, 2013년 2월 1일, 6(g)
: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22/a.hrc.22.57_english.pdf
30. Ibid. At par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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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와 관련해, 유엔사무총장은 2011년, 사형집행 가능 범죄
수가 33개에서 5개로 줄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위 5개
범죄 중 4개는 정치적 범죄이며 (형법 44, 45, 47, 52조), 지나치게
애매모호해 사형집행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 31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2013년 1월 14일 북조선의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국제적인
조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3월 22일, 인권이사회는 투표없이 거수로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면서 “인권이사회 의장이 임명하는 2인과 특별보고관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위원회는 북조선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 중 식량권, 정치범
수용소, 고문, 비인간적인 대우, 자의적 구금, 차별, 언론 표현의
자유의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외국인 납치 등을
반인도범죄의 측면에서 밝혀낼 수 있도록 조사한다. 조사위원회는
구두 보고를 이사회 24차 회기와 총회 68차 회기에 제출하며 이사회
25차 회기에 서면보고를 제출한다”. 32

생명권 침해와 사형제도는 조사위원회의 임무로 명시돼 있다.

b.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UPR)는 2006년에 인권이사회와 함께
만들어졌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기록을 검토하고 내부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권고하는 유일한 매커니즘이다. UPR은 매 세션마다 지난 기록을 비교하고
재검토한다. 2011년 10월까지, 유엔인권이사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기록을 검토했으며,
이후에는 업데이트 된 인권기록을 검토하게 된다.
북조선의 첫 UPR은 2009년 12월에 진행됐다.33 북조선의 국가별 보고서는 “생명권”
부분을 포함했으며, 여기서 북조선은 생명권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로써 존중하고 있으며, 생명권은 효율적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34

31. Ibid. at para. 89.
32. 북조선인권 결의안, A/HRC/22/L.19, 2013년 3월 18일, 5, 10 문단: http://ap.ohchr.org/documents/
alldocs.aspx?doc_id=21380
33.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A) of the Annex to the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WG.6/6/PRK/1, 27 August 2009, available
at: http://www.ohchr.org/EN/HRBodies/UPR/PAGES/KPSession6.aspx
34. Ibid. at para.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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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은 또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헌법과 형법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는
체포되거나, 구금, 생명권의 자의적 침해를 당하지 않는다. 사형제는
매우 중대한 다섯 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사형은 18세
이하 범죄자나 임산부에게는 집행되지 않는다”. 35
북조선의 국가별 보고서 제출과 후속 대화 이후, UPR 실무그룹은 북조선에 대해 권고를
제출했고 북조선은 이에 답변했다. 실무그룹이 제출한 권고는 총 167개로, 그 중 50
개는 북조선에 의해 거부당했다. 이 조언은 사형집행 중지 내지는 폐지와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의 금지였다.36 다른 117개 조언은 계류 중으로, 북조선은 단 하나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2010년 12월 21일, 유엔 총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북조선 정부가 인권이사회의 UPR을 통해 제출된 권고를 거부한
것과 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37
북조선의 제2차 UPR은 2014년 4월이나 5월의 UPR 세션 중에 예정돼 있다. 현재로서는
북조선이 다른 국가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북조선과 다른
나라들의 양자 대화 시에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거나 인권대화를 추진할 수는 있다.38

35. Ibid. at para. 34.
36.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13/13, 4 January 2010, para. 91, available at: http://lib.ohchr.org/HRBodies/UPR/Documents/
Session6/KP/A_HRC_13_13_PRK_E.pdf
37.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RES/65/225, 18 March 2011, para. 1 (c), available at: http://www.
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RES/65/225
38. 예를 들어 북조선과 스웨덴은 2005년 이후 양자간 신뢰구축, 지역안보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대화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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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북조선의 사형제도
실태
1. 헌법과 기타 국내법
건국 이후 남북 모두 사형제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남한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다.39 중요한 것은, 북조선의 사형집행은 매우
광범위하며 남한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북조선의 현행 헌법은 1972년 최초로 개정됐으며, 1992년, 1998년에 수정됐고, 가장
최근인 2009년 4월 마지막으로 수정됐다.40 북조선의 헌법은 생명권을 보장하지도,
사형을 금지하지도 않는다. 생명권과 가장 비슷한 언급은 64조에 있다.“나라는 모든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복지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한다.”또 헌법 79조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인민들은 인신의 불가침권을 갖는다.”
1987년 2월, 북조선은 형법을 대폭 개정해, 사형집행이 가능한 범죄의 수를 33개에서
5개로 줄였고, 이중 4개는 정치적 범죄이다. 이 조항들은 매우 모호하게 쓰여있어
사형집행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 추가 개정이 최소 7차례 있었다: 1995년 3월, 2005년 4월 19일, 7월 26일, 2006
년 4월 4일, 10월 18일, 2007년 6월 26일, 10월 16일 등이다. 2009년 4월, 북조선은
형법을 다시 개정해 사형 가능한 범죄에 “반역행위 (64조)”를 추가했다. 또 사형가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설정했다.
2007년 12월 19일, 북조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2483호를 통해, 일반범죄에
대한 부칙을 신설, 사형집행이 가능한 범죄의 범위를 넓혔다. 부가사항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가 통과시키면 바로 법령으로 간주된다. 최고인민회의
통과 이후부터 이 부칙은 형법의 부칙으로 집행되는데, 형법의 다른 조항들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된다. 이 부칙은 23개 조항들로 이뤄져 있는데, 그 중 16개가 밀수,
마약, 국유재산 침해, 위조지폐, 국유자산의 불법 판매 등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부칙은 범죄가 ‘매우 심각할 경우’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9. 그러나 2010년 2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BBC, 2010년 2월 25일: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8536355.stm
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http://www.wipo.int/wipolex/en/details.jsp?id=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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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가능한 범죄는 2012년 9월, 인민보안부 정령 “외환 유통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와 국가안전보위부 명령 “손전화를 이용한 비밀정보 유출자를 총살에 처할
것이 대하여”의 발표 이후 두 건이 늘어났다. 41

이에 따라 북조선에서 사형 가능한 범죄의 수는 24개로 늘어났다. 이 중에서 최소
납치, 절도, 국유 또는 군사물품 파괴, 위폐제조, 밀수, 암시장에 보석이나 마약
밀매 등 9개 죄목은 사형이 의무이다. 이렇게 특정 범죄에 대해 법원이 사형만을
언도하도록 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이다: “의무 사형제는 범죄행위가 의도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범죄행위가 덜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참작의 여지를 없앤다”
.

42

또한, 부칙은 여러 개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포함해, 당국에 의해 자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최근의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는 여전히 많은 종류의 범죄에 대해 집행되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모호한 표현으로 정의돼 있다. 또한, 다음에 나타나 있듯이
사형의 자의적 집행이나 남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2004년 개정된 형법은 사형 집행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집행 당국은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전달받은 후, 검사의 입회 하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때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 (형법 419, 421, 422조). 또, 집행 당국은
사형 집행 이후 3일 이내에 사형 집행 결과에 대해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423조).
1998년 개정된 법원 판결 집행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르면 사형 집행 명령을 전달받은
당국은 사형집행의 책임을 진다. 이는 1999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 179조에서 “현지
공개재판”을 허용한 것과 모순이 된다.
북조선은 일반 및 특별 사면제도를 갖고 있다. 특별 사면은 개별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일반 사면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모든 범죄자들에게 주어진다. 2009년 헌법이
개정될 때, 당국은 국방위원장에게 특별사면권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게
일반사면권을 부여했다 (형법 53조). 과거에는 일반 사면은 로동당 창건 기념일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있어왔다. “대사면”은 김일성 생일이나 김정일 생일, 공화국이나
당 창건 기념일에 있었다. 그러나 정부 발표만으로는 사면된 범법자의 숫자나 종류,
사형수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41. FIDH 가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와 진행한 인터뷰, 2012년 12월, 서울.
42.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견해, A/67/275, 61장, 2012년 8월 9일: http://www.
ohchr.o rg/EN/HRBodies/SP/Pages/GA67sessio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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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의 국내법에 따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들
형법
60조 – 국가전복음모죄 (판사재량):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61조 – 테로죄(판사재량):“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63조 – 조국반역죄(판사재량):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65조 – 파괴암해죄(판사재량):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68조 – 조선민족적대죄(판사재량):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266조 – 고의 살인죄. 본 조항은 사형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소 10
년의 로동교화형을 언급함으로써 최대 사형이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다.

2007 형법 부칙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고의적 파괴죄:

1조: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을 처한다 (법정 사형)
국가재산 략취죄:

2,3조 – 국가재산략취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4조 - 국가재산 고의적파손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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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경제 위해

5조 - 화페위조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6조 - 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8조 - 국가의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 같은 나라의 자원을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팔아 먹은 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앞항의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도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사회주의 문화 위해:

11조 - 마약 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17조 - 불량자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판사 재량)
18조- 식당이나 려관을 운영하면서 성봉사를 조직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판사 재량)
19조 - 고의적중상해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판사 재량)
20조 - 사람을 유괴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을 처한다.(
판사 재량)
21조 - 사람을 유괴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을 처한다. (
판사 재량)
22조 - 개인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14조-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교화인 도주죄 (판사 재량)
23조 – 례외적으로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판사 재량)

2012년 9월 공포된 정령

사형집행이 가능한 외환 유통 행위” (인민보안부)
“손전화로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총살형에 처한다” (국가안전보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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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형관련 통계
사형집행의 실태는 북조선의 비밀주의로 인해 확인될 수 없다. 유일한 자료는 외국으로
망명한 증인들의 증언과 인권단체 및 북조선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국정부의 데이터이다.
추정에 따르면 북조선은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10개국가 중
하나이다. 북조선은 실제로 2012년 사형을 집행한 세계 21개국 중 하나였다.43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1948년 건국 이후 북조선에서는 수천건 이상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1980년 후반까지의 데이터는 불확실한 가운데, 1990년대에 사형집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난의 행군 시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된 것이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990년대 1559건, 2000년대에 910건의 사형 집행됐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44
아시아의 사형제도 반대단체 네트워크인 반사형제 아시아네트워크 (ADPAN)는 북조선에서
2010년에 60건, 2011년의 30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고 보고했다.45 유일하게 확인된
사형집행은 언론에 의해 보도된 고위간부의 사형집행이었다. 2010년 3월, 조선로동당
재정부장인 박남기와 부부장 리태일이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2009년 12월
처형당했다.46 2011년에는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인 류경이 간첩혐의로 처형당했다.47
2012 년에는 최소 15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김정일의 국상기간 중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군 간부인 김철이 처형당했다.48
북한인권정보센터 (NKDB)에 따르면 86.7%의 사형집행이 공개처형이었으며, 이 중 56.1%
가 1990년대에, 28.7%가 2000년대에 발생했다. 특히 공개처형은 고난의 행군 기간
중에 많았는데, 공개처형이 여전히 집행되는지는 불분명하다.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의 공개처형 예-

증인 6은 30대 중반 여성 (평양출신)의 공개처형을 증언했다. 사형수는 시장에
세워진 사형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반죽음이 되어 있었고, 고문을 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판사가 나와서 사형선고를 읽었다. 여성은 아들의 친구를 사고로
43. 2012년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된 국가: 아프가니스탄 (14), 방글라데시 (1), 벨로루시 (3 이상), 보츠와나
(2), 북조선 (6이상), 감비아 (9), 인도 (1), 이란 (314 이상), 이라크 (129 이상), 일본 (7), 파키스탄 (1), 팔레스타인
(6), 중국 (미상), 사우디 아라비아 (79 이상), 소말리아 (6 이상; 5건 이상은 중앙정부에서, 1건은 푼트랜드
자치지역), 남수단 (5 이상), 수단 (19 이상), 대만 (6), UAE (1), 미국 (43), 예멘 (28); 괄호안은 사형건수,
앰네스티 자료, 2013, http://www.amnesty.org/sites/impact.amnesty.org/files/PUBLIC/2012DeathPenaltyAI.
pdf )
44. NKDB, 북조선인권백서 2012, 112페이지.
45. ‘North Korea’, 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available at: http://adpan.net/facts-figures/retentionist-2/
north-korea/
46. FIDH와 한국정부 당국자 인터뷰, 2012년 12월, 서울.
47. ‘2011: Ryu Kyong, Kim Jong-un rival’, 4 January 2012, ExecutedToday.com, available at: http://www.
executedtoday.com/2012/01/04/2011-ryu-kyong-kim-jong-un/
48. 줄리언 리얼 ‘북조선 군간부 공개총살’,텔레그래프지2012년 10월 24일,: http://www.telegraph.co.uk/
news/worldnews/asia/northkorea/9630509/North-Korean-army-minister-executed-with-mortar-roun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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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했다. 아들과 친구가 연필을 갖고 싸움을 하다가 아들이 그 친구를 밀어
실수로 죽였고, 여성은 그 친구의 시체를 자기 마당에 묻었다. 그러나 당시는
고난의 행군 기간으로 기근이 매우 심해, 여성은 시체의 팔 한쪽을 잘라 삶아
먹었고, 보안원들이 시체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드러난 것이었다.
NKDB는 12.1%의 사형집행이 비밀처형이었다고 추정한다. 이러한 비밀처형의 실태는
드러나 있지 않다. 비밀처형의 증거는 밝혀지기 어려우며, 2, 3차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다.
증언에 따르면 공개처형은 살인, 식인, 인신매매, 마약밀매 등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처형은 특히 수용소 내에서 빈번하다. 수감자들은 수용소 규정을 어기거나 탈주를
시도할 경우 처형당한다. 또 북조선의 북부지방, 특히 함경북도, 함경남도, 량강도,
평안남도 등지에서 사형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양에서도 사형이 보고됐다.
평양을 제외한 지역은 식량난이 심했던 곳으로, 많은 탈북자들이 발생했다.
법원 선고 및 집행에 관한 법 32조는 사형이 총살형으로 집행되도록 명시하며, 총 9
발을 쏘도록 명시한다. 그러나 교수형도 집행집행되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형의
보고도 있다.49 그러나 FIDH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요약하자면, 북조선의 사형집행은 수가 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깊이 연관돼 있다.

49. The Hidden Gulag, 미국 북조선인권위원회 보고서 개정판, 2012, page 55-56: http://www.hrnk.org/
uploads/pdfs/HRNK_HiddenGulag2_Web_5-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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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자의적 생명권
침해”로써의 사형제도
사형제도 집행에 있어서, 북조선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처형, 비밀처형의
금지, 경범죄에 대한 사형 금지와 취약계층 보호 등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하고 있다.

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2004년 형법 개정안은 범죄의 정의에 있어서 일부 진전을 보였다. 모호하게 해석되는
가능했던 일부 조항은 삭제되고, 기타 범죄들은 더 명료하게 정의됐다. 법조항의
숫자도 118개에서 245개로 증가했다. 수정안은 또 재판을 공개하도록 했다 (271조,
1항). 그러나 일반 인민들은 공개적인 재판을 받지만 당 간부들은 여전히 밀실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50
일부 조항들은 여전히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불명확해서 오역이나 남용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예를 들어,“노동교화”의 정의와 “교화소”의 정의는 불명확하다.
“정치범죄”의 정의는 광범위하며,“연좌제”의 요소도 남아있다. 비슷하게,“매우
중대한 범죄”라던가 “노동교화”등의 용어가 2007년 12월 19일 통과된 형법의 부칙에
나타난다.51 일부 조항들은 일반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주고 있다.
북조선의 사법제도는 권력의 영향하에 있다. 법원의 자의적 판단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 피의자 권리 보호, 변호사 접견권 등도 보장되지 않는다.52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은 있을 수 없다. 위의‘10대 원칙’은 종종 사법부 위에
있다. 재판 전에 당에 그 결과를 먼저 통보하며, 실제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당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과 재판 절차 모두를 결정할 수 있다.
FIDH는 조선로동당 최고위층의 결재 없이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FIDH가 만난 다수의 증인들은‘고난의 행군’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조선로동당은 지역별로 사형 숫자를 할당해 사회를 통제한다고 증언했다.

50. 북조선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AHRC/19/65, 31 문단,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
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19/A-HRC-19-65_en.pdf
51. 같은책 34 문단.
52. 북조선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 A/61/349, 2006년 9월 15일, 15 문단, http://ap.ohchr.org/documents/
dpage_e.aspx?c=50&su=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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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자백에 의한 사형- 증인 12는 2000년 (또는 2001년)에 일어난 한 처형에

대해 증언했다. 피고는 친구 집에 술 한잔 하러 갔다가 면도칼을 하나 빌려갔다고
한다. 피고와 친구는 이후 장마당에 나갔는데, 보위부 간부 아들인 다른 친구를
만났다. 이들 사이에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피고가 면도칼로 간부 아들을
찔러 상처를 입혔다. 그는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으나 피고는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피고의 아버지가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처형된
사실이 알려졌고, 피고의 성분이 나쁜 것으로 밝혀지자, 피고가 앙심을 갖고
보위부 간부 아들을 찌른 것으로 둔갑됐다. 그는 6개월간 조사를 받았다. 증인
12는 피고가 고문을 받았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는 면회가
불허됐으며, 굶주린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북조선 법에 따르면 피고가 자백을
해야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그는 자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간이나 취조를
받게 된 것이다. 처형 1개월 전, 피고는 재판을 받았다. 피고의 가족만이 재판을
참관할 수 있었다. 사형집행일에, 담당관이 선고를 읽고 마지막 할 말을 물었다.
사형수는 자신이 무죄이며, 친구를 찌른 것은 사고였다고 말했다. 그는 입에
재갈이 물리지는 않았으나, 말할 힘이 없어 보였다. 사형당한 시체는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변호사는 피고를 위해 피고의 동기를 변호하거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북조선
형법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공무원으로써 당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인민들을 일깨우고 재판 절차에 있어서 당의 정책을 정당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변호사들의 임무는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범죄자의 의도를 밝혀 범죄자가 조국과
인민 앞에 사죄하도록 하는 것”이다.”53 북조선의 변호사는 피고의 권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북조선법은 기소로부터 피고를 보호한다는 개념이 없으며
법원의 권한을 통해 국가의 이념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북조선헌법 160조와 형법 272조는 법원의 독립을 보장한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은
판사의 임면권을 갖는다. 또, 재판은 법적으로 대중에 공개되지만 FIDH는 당국의
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재판에 참관한 사례를 찾지 못했다.
일반범죄의 조사와 예심은 인민보안부 소관이다. 그러나 반역죄나 반국가범죄,
정치범죄는 국가안전보위부 (보위부)의 관할이다. 그리고 보위부는 강간이나 강도
같은 범죄의 경우에도 정치성을 찾기 위해 개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은 정치범으로 간주돼 보위부에서 조사받는다. 이러한 경우, 정식
재판은 없으며, 보위부에서 기소를 담당한다.

53. 김수암,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통일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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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죄의 즉결 처형: 증인 6은 1999년 6월 김정일이 마약 등 비사회주의 범죄를

단속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단속이 시작됐고, 자수할 것을 독려했으나,
자수자는 적었고, 군이 증인 6의 거주지역에 개입했다. 며칠 뒤, 9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증인 6은 학급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항으로 집결하도록
명령받았다. 공항으로 향하는 군중 뒤에는 군용차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대열을
이탈하는 자를 총으로 쏘기 위함이었다. 증인 6은 9명의 사형수 중 7명에 대해
소상히 증언했다. 그 중 한 여성은 중국에서 무역을 해왔고, 다른 여성은
맥주공장 지배인이었다. 신발공장 지배인이자 지역 당 비서도 있었고, 보위부
지도원 2인, 대학생, 인민반장도 포함돼 있었다. 그들은 각자 사형틀에 묶였고,
사형집행인이 선고를 했다. 첫번째 여성은 외화를 일정액 이상 벌고, 손전화를
가진 혐의로 사형을 당했다. 그 여성은 돈을 집에 숨겨왔는데, 그것 때문에
남조선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신발공장 지배인은 외국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인민반장은 중국에 몰래 갔다왔다는 이유로, ‘비자금’ 조성 혐의가
적용됐다. 보위부원에 대한 선고를 읽을 때에는 ‘일본’과 관련된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증인은 기억했다. 이들은 항소권도 없이 처형당했다. 사형수는
입에 재갈이 물렸고, 기관총으로 총살 당했다. 이들을 죽이는데 총알은 한발로
족했다.

경찰이나 수사관들이 북조선법 위반자의 조사에 있어서 1차 책임자이긴 하지만 많은
북조선주민들이 당국의 정보원으로 일하고 있다. 모든 주민들, 특히 인민반장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당조직에 보고해야 한다. 어떠한 잘못도 바로 보고되어야 하며, 가족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정보원들은 불법행위를 보고할 경우 포상을 받는다. 따라서
이들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각종 정보와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FIDH 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이 때문에 허위신고도 많다고 한다. 또, 예심은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보위부원에 의해 진행된다.
요약하자면, 북조선은 사형의 제도적인 공정한 재판권 부정을 통해 사형의 자의적
집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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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처형을 묘사한
그림

2. 공개처형과 비밀처형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은 확인되진 않았으나 계속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한편 북조선은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에 대해 부인해오고 있다. 아래 상술된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사형법은 국제인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공개처형은 북조선의 형법의 일부
조항에도 위반된다.
현재로써는 얼마나 자주 공개처형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또 주민들이
매번 공개처형장에 강제로 집결하는지 아니면 행인들이 주로 처형을 지켜보는지도
알 수 없다. 다만 학교, 회사, 농장에서 주민을 동원해 공개처형을 지켜보게 한다는
보고들이 많다. 일부 사형수들은 가족 앞에서 처형되기도 한다. 처형은 강변이나
시장, 운동장, 광장에서 행해진다. FIDH가 인터뷰한 일부 증인들은 보위부 감옥이나
정치범수용소, 군부대에서도 처형이 이뤄진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처형이 법에
따른 것인지, 불법적인지는 불확실하다.

54

54. 북한인권정보센터( NKDB)는 1990년대 42건, 2000년대 68건 등 총 143건의 약식처형에 대해 보고했다
(북한인권백서 2012, 10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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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고에 따르면 공개처형 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된다:

“공화국 국기가 뒤에 걸리고, 검사와 도 보위부장, 도 보안부장,
재판관 등이 자리에 앉는다.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재판관이
선고를 한다”.

55

그러나 일부 증인들은 공개처형이 재판없이 진행됐으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됐다고 말했다. 1990년대에는 주로 경제범들에 대해 처형이
이뤄졌다.
공개처형은 시범을 보이기 위해 이뤄진다. 증인 1,3,5,7,9,10,12는 10세 이하의
어린이들도 이러한 시범을 보기 위해 처형장에 동원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고학년들에게는 공개처형 참관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말에는
확성기로 공개처형 소식을 알리는 경우가 많았다. 보안원들은 사형대 근처 탁자에
앉아, 판사처럼, 선고를 하고 피고에게 “당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비난을 가하기도
한다. 처형 전에 사형수는 마지막 할말을 하는데, “당의 사랑을 받았지만, 나는
은혜를 저버렸다”는 등의 참회를 강요받는다고 한다.
고위급 간부들도 공개처형 대상이 된다. 1997년, 고난의 행군 말기에 당 농업부장
서관히가 평양에서 공개총살을 당했다. 그는 대기근의 책임을 지고 처형을 당했다.
처형장에서 평양지방법원은 그에게 “30년 넘게 미국의 스파이로 암약하면서 당의
농업정책을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혐의를 씌웠다.56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공개처형은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FIDH는 1
차 증언을 얻을 수는 없었다.

공개처형에 대한 증언
증인 2는 1997년 인육을 판 혐의로 체포된 한 남성이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골

시장에서 공개총살 당한 것에 대해 증언했다. 같은 해 여름, 평성의 하차동에서
증인 2는 26세 남성이 살인혐의로, 두 남성이 강도, 한 여성이 매춘으로
공개총살당한 것에 대해 증언했다. 한 주 뒤, 증인 2는 평안남도 평성시 봉악에서
두 남성이 살인 혐의로 총살되는 것을 보았다. 2000년 여름에는 제대군인 한
명이 여성과 그 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총살됐다. 이 증인은 사형수가 평양시
락랑구역 통일거리 승리3동에 위치한 재일교포인 친구의 집에 들어가 강도짓을
하기 위해 그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55. NKDB, 북한인권백서 2009.
56. 신주현, ‘지역 농업간부 처벌’, Daily NK, 2006년 12월 6일: ,http://www.nkeconwatch.com/category/
agriculture/page/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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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3은 2003년 한 30대 남성이 전선을 훔친 혐의로 총살당하는 것을 지켜봤다.

증인 3은 직장의 당 비서를 통해 총살장에 나가도록 명령받았다고 말했다.
공개총살은 평안남도 순천시에서 일어났다.
증인 9는 2006년 인신매매와 밀수 혐의로 한 여성이 경기장에서 공개처형당했다고

증언했다. 증인 9는 또 그 후 한 남성이 자기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전선을
훔쳤다가 처형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 공개총살을 당했다.

3. 경범죄자의 사형
국제법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라 함은 살인하거나 그 미수에 해당하는 범죄를
가리킨다.57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유엔인권위원회는 많은 종류의 범죄들이 사형 언도가 가능한 “
매우 심각한 범죄”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정의했다. 이 범죄들은
다음과 같다; 살인이 발생하지 않은 납치, 자살 사주, 간음, 배교,
부정부패, 마약, 경제범, 양심의 표현, 횡령, 병역기피, 동성애,
불법 성관계, 합의하의 성인간의 성관계, 절도, 강도, 종교행위,
정치행위 등이다”.58

뒤의 세 범죄는 국가나 정치체제에 대한 범죄가 매우 애매모호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잡성을 내포하며, 각 정부는 이 범죄행위가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북한의 형법에서 사형이 가능한 일부 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 덧붙여, 일부 범죄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말할 때 살인, 반역 등 그러한 범죄가
자의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특히 테로범죄 (61조)
와 반국가행위 (63조) 에 있어서 형법은 “매우 심각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종신로동교화형이나 사형을 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66조는 고의 살인에 관한
것으로 사형을 언급하진 않으나 최소 10년의 로동교화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57. Handbook (n.20), Ch. 6, p. 59, citing Report on Missi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HRC/11/2/
Add.5, 28 May 2009, Para. 23).
58. Ibid, pp. 66-67, citing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A/HRC/4/20, 29 January 2007, para. 39-53, 65., available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hr/
special/sp_reportshrc_4th.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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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2는 1997년 9월 신의주시 백사리 근처에서 폭력조직에 가입한 남성 여섯

명이 공개총살당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이들은 신의주-평양 도로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됐다고 한다. 같은 달, 증인 2는 26세 남성이 신의주와 남신의주를
연결하는 전철의 전선 50m어치를 훔친 죄로 공개처형 됐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증인2는 낙원기계연합기업소의 노동자 두 명이 구리선을 훔쳐 판 죄로 공개처형
당했다고 말했다.
증인 2는 2009년과 2010년 신의주에서만 10명 이상이 외화밀반입과 위폐 유통으로

공개처형당했다고 말했다.

4.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처형
북조선이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5항과 아동권리협약 37조
a항은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사형집행을 금지한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5항은 임산부의 처형을 금지하며,
1984년 채택된 UN 경제사회이사회 사형수권리보호조치는 최근 출산한 여성의 사형을
금지한다.
북조선은 임산부나 아동이 사형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사형은 5개 심각한 범죄 항목에만 적용되며 18세 미만이나 임산부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는다”. 59

그러나 일부 임산부들이 사형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강제 낙태를 당한다는 보고들이
있다. 다만 FIDH는 여기에 대한 1차증언은 얻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사형수의 나이
제한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온 가족의 처형 사례- 증인 10은 고난의
행군 기간 중 식인 행위가 극성을 부렸으며 특히 고아를 포함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식인이 많았다고 말했다. 1995년 일가족이 한
남성을 죽이고 인육을 먹은 혐의로 사형됐는데 12세, 9세의 아동까지도
함께 처형됐다고 한다. 증인에 따르면 이것은 식인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함이었으며, 아동들도 사형수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59. 북조선이 제출한 UPR 보고서 (32), 34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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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제언
본 보고서는 1990년대 후반의 사형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몇가지 경향을
포함한다. 첫째로 사형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둘째로 공개처형, 비밀처형이
자행되고 있다. 또한 사법절차에 자의적 성격이 있으며, 사형을 경범죄자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북조선의 형법개혁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있었던 두 번의 정령을
포함해 사형집행이 가능한 범죄의 수가 지난 몇 년간 늘어났다는 것을 강조했다.
FIDH의 조사 결과, 북조선에서의 사형제는 매우 불투명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생명권의 자의적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초법적 매커니즘, 약식 재판, 자의적
적용의 제도화는 이것이 정당한 사형집행인지 아니면 초법적 살인인지 명확히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북조선당국이 초법적, 약식, 자의적 사형을 법적 절차 없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북조선의 폐쇄성과 정보부족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하다.
2004년 북조선인권특별보고관이 설치돼 북조선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긴 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북조선은 유엔의 보고서나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응하는 법만 익혀왔다.
따라서 FIDH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북조선정부에 대해:
►►

즉시 수용소 내 외부에서 일어나는 공개 및 비밀 처형을 비롯한 사형을
중단할 것;

►►

사형제 폐지를 향한 첫 걸음으로써, 사형제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 가장 심각한 범죄를 대상으로만 사형을 집행할 것;

►►

특정 범죄에 대해 사형선고를 의무화하지 말 것;

►►

범죄별, 성별로 사형집행에 대한 통계를 상세히 공개할 것;

►►

형법을 개정해 국제인권기준에서 볼 때 너무 정치적이거나 광범위한 형사범죄
항목을 없앨 것;

►►

어떠한 수감자도 고문이나 잔인한 처우,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수감시설의
환경을 즉시 개선할 것;

►►

사법부의 독립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

►►

관련 국제인권매커니즘의 준수/이행사항을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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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유엔 북조선인권특별보고관 및 유엔
북조선인권 조사위원회에:
►►

북조선에서 생명권의 자의적 침해로써의 사형제 집행과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에 관해 조사할 것.

유엔사무총장에게:
►►

북조선의 사형제 집행과 위 제언의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를 2012년 12월 20
일 유엔총회 결의안 (A/RES/67/181)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할 것.

모든 유엔회원국에:
►►

북조선과의 양자대화 틀 내에서, 그리고 북조선의 UPR과 유엔총회 68차 회의
기간 동안, 북조선에 모든 인권상황을 개선하도록, 특히 사형제를 일시
중단하며, 현 수감자의 석방을 포함한 수용소 폐쇄를 촉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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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0대 원칙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은 1967년 김영주에 의해 제안돼, 1974년 김정일에
의해 공식 발표됐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배워 공산주의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 한다.
10.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나가야 한다..611

61.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 , 컬럼비아 대학교 : http://www2.law.columbia.edu/course_00S_
L9436_001/North%20Korea%20materials/10%20principles%20of%20juch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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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내 각종 단체들
FIDH의 서울 방문기간 동안 면담한 단체 목록 (2012년 12월 10~22일).
한국정부
■■

국가인권위원회;

■■

외교통상부;

■■

통일부;

NGO, 싱크탱크 등
■■

북한민주화운동본부;

■■

자유조선방송;

■■

열린북한방송;

■■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

서울북부하나센터;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

북한전략센터;

■■

북한인권정보센터;

■■

NK지식인연대;

■■

PSCORE;

■■

세종연구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최은석 교수 (북한/북조선법 전문가).

북조선 출신 망명자
■■

증인 1~12 (익명).

© photos: FIDH

3. 증인 사진

증인 사진 3, 4, 12, 13은 FIDH가 2012년 12월 한국에 방문한 기간 중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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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 your eyes open

진실을 밝히다
조사 사업
재판 참관인 참여와 국제조사 등 FIDH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립적이면서도 치밀한 절차를 개발해왔다. 현장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모두 자원봉사로 활동한다. FIDH는 지난 25년간 100여개 국가에서 1500차례의 조사에 참여했다.
이 활동들은 FIDH의 정책수립 캠페인에 활용된다.

시민사회를 돕다
훈련 및 교류
FIDH는 회원단체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주요 목표는 각 지역에서
인권활동의 범위 및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국제사회를 움직이다
국제기구 대상 로비
FIDH는 회원단체들이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활동하도록 돕고 있다. FIDH는 국제기구에 인권침해 사실과 사례에
대해 알리고 국제사법절차의 수립에도 참여하고 있다.

정보를 알리다
여론조성 사업
FIDH는 여론을 조성하고 정보를 전달한다. 이를 위해 FIDH는 보도자료, 기자회견, 서한전달, 보고서 제출, 청원,
캠페인, 웹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FIDH는 인권 침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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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륙의
164 개 인권단체

제 6 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9 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1 조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FIDH 소개
FIDH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하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활동
FIDH는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등 모든
인권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범세계적 운동
FIDH는 1922년에 설립돼 오늘날 100개 국가에 164개 회원단체를 갖고 있습니다.
FIDH는 국제사회에서 회원단체들의 활동을 조율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독립성
모든 회원단체들과 마찬가지로 FIDH는 어떠한 정당이나 종교단체에도 소속돼 있지
않으며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집니다.

Find information concerning FIDH’s 164 member organisations on www.fidh.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