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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시각 



정의 

•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사람의 인권 침해 및 개선에 관한 문제” 

1장.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시각 



1장.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시각 

성격 

• 인류 보편가치의 구현 

• 민족공동체 실현 

• 코리아 인권의 일부 



1장.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시각 

북한인권문제= 북한문제 + 인권문제? 

• 북한문제 > 인권문제: 특수주의 

• 인권문제 > 북한문제: 보편주의 

• 대안적 시각: 맥락적 보편주의, 약한 상대주의 

 



1장.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시각 

북한인권의 범주 

• 북한 내 인권  

• 탈북자 인권 

• 인도적 문제 

• 평화권 



1장.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시각 

북한인권문제의 다차원 

• 현상적·행태적 측면과 구조적·역사적 측면 

• 개별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  

• 반인권적 관행과 인권에 대한 무지  

• 북한, 한반도, 동북아, 국제적 수준  



1장.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시각 

북한인권문제의 다차원성이 주는 함의 

• 종합적, 균형적 이해 

• 포괄적이고 조화로운 접근 

• 정책수단의 다변화와 균형 



북한인권 실태 



2장. 북한인권 실태 
 

평가 

• “광범위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 

                                    (UN 2003~ ) 

• “북한정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 자행” 

                                    (COI 2014) 

• “세계 최악”(Freedom House 2014)  

 



2장. 북한인권 실태 
 

실태                                 
 
• 자유권-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 사회권- 식량권과 건강권의 상호의존적 침해 

• 취약계층 인권- 광범위한 차별 

• 인도적 문제- 선별적, 정치적 접근 

• 평화권- 핵개발, 군사도발, 군사주의문화  



2장. 북한인권 실태 
 

북한의 인식과 반응 

• 계급주의, 집단주의, 사회권 중시 

• 국가주권 우선(인권=국권) 

•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반발 

   “내정간섭”, “압살책동” 

• 일부 인권메커니즘에만 협조(조약기구, UPR) 

• 기술협력, 인권대화의 가능성 



2장. 북한인권 실태 
 

인권 악화 원인 

• 내인론 대 외인론 

• 행태 차원 대 구조 차원 

• 객관적 이해의 출발:  

  북한체제의 일차적 책임, 분단체제의 연관성 



북한인권 관련 동향 



3장. 북한인권 관련 동향 
 

국제사회 

• 주요 행위자 

  - 국가, 정부간기구(IGO), 비정부기구 

• 동향 

  - 국가이익과 보편가치 

  - 정치외교적 접근과 기능적 접근 

    유엔 헌장기구와 조약기구 

  - “나쁜 경찰”과 “좋은 경찰” 

     미국·일본의 압박, 유럽연합의 관여정책 

  - 직접적 접근과 간접적 접근 

    인권단체와 지원, 개발, 평화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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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 반인도적 범죄 확인 및 책임 조사 

• 권고 

  - 북한에 제도개혁, 인권교육 등 19개 

  - 중국, 미국 등 관련국들에 6개 

  - 남북 화해, 교류 

  - 국제사회에 북한인권문제 ICC 회부, 현장기 

    반조직 설치 등 10개 

* 전망: 정치화 혹은 이행기 정의? 



3장. 북한인권 관련 동향 
 

한국 

• 주요 행위자 

  - 정부, 비정부기구, 국가인권기구 

• 동향 

 - 인권 대 평화 

 - 자유권 대 사회권 

 - 남북협력 대 국제협력 

 - 지원·교류 대 비판·압박 

 - 북한인권법 찬성 대 반대 

  * 미국, 일본 사례- 성공? 



북한인권정책 대안:  
코리아인권  
 



4장. 북한인권정책 대안 

접근 원칙 

• 국제인권규범 준수  

• 실질적 개선 

• 평화주의적 접근 

• 행위자 간 상호협력 



4장. 북한인권정책 대안 

코리아 인권: 비전 

남북한이 국제인권원리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반도 전역에 인권 신장을 위해 협력해나가는 과정
과 그 결과 



4장. 북한인권정책 대안 

코리아 인권 

 

범주 

• 남한인권+북한인권+남북간인권 

• 정치경제체제+분단정전체제 

• 1, 2, 3세대 인권 

 



4장. 북한인권정책 대안 

 

정책방향  

•보호와 역량강화 병행 

• 영역별 차별화 접근 

• 단계적 누진적 접근 

• 국제협력과 남북협력 

코리아 인권 



4장. 북한인권정책 대안 

코리아 인권 

 

기대효과 

• 인권의 이중적 상호의존성 구현 

• 보편주의 통일 전망 

• 아시아 인권 레짐의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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