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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북한군에 의한 서해 상 민간인 사살,

‘UN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등에 긴급 서한

-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 민간인 사살 및 시신 훼손 규탄 성명 -

§  북한군이 지난 9월 21일 실종된 우리 국민을 서해상에서 사격한 뒤 시신을 훼손하

는 만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남북한이 공히 가입한 국제조약인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이하 

‘제4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다. 남북이 휴전 상태로 대치 중이지만 월경(越境) 등

의 사유로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비인도적 행위는 국제법상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

§ ‘제4협약’ 제16조에 따르면 전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쟁 당사국들은 민간인 부

상자,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를 특별히 보호 및 존중해야 하고 조난자 및 기타 중

대한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고 약탈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갖는

다. 또한 130조는 억류 중인 민간인이 사망하더라도 위생상 절대로 필요한 경우, 망

자의 종교에 의한 경우, 망자의 희망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할 수 없으며 

정중히 매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31조는 피억류자가 억류국의 군인 등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러한 혐의가 있을 경우 억류국은 정식으로 조사를 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익 보호국에 통지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  이 사태의 본질은 북한군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하여 재판도 없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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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민간인을 까닭 없이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 한 것이다. 희생자가 조난 상

태에 놓인 이유,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된 경위 등은 부차적인 문제다. 까닭이 무엇

이건 어떠한 이유로도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이 정당

화 될 수는 없다.

§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일이 부지기수다. 금강산 민간인 관

광객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이 무고한 민간인을 임의로 살해하는 일

이 반복되고 있다. 차제에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사태 발생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의 정상적인 대화를 통한 진상 규명과 문제 해결은 불가능할 것

으로 전망된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북한군이 '제네바 제4협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 제6조, 제9조를 위반하여 희생자의 신체의 자유와 생명을 자의적으로 

박탈한 사안에 관하여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유엔 북한 인권 특

별보고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서울사무소에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긴급한 

방문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할 예정이다. 북한군에 의한 비인도적 민간인 사살

을 엄중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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