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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보고서는 북한에 독재가 종식되는 미래를 구상하면서 피해자들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

에 초점을 두고 있다. 탈북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탈북민들이 북한정권으로부터의 피

해와 지난 일들로부터 집단적 또는 개인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인식

하고 있고, 전환기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

지 제시한다. 조사 결과, 탈북민들은 다양한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북한의 미래에 적용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 인권옹호 공동체가 가해

자 책임추궁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북한 인권침해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진상규명 조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많

은 탈북민들은 자신을 북한정권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피해의 개념을 개인의 신

체적 피해로 좁히지 않고 여타의 경험과 상황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

자들은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구상하고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의향을 보였지만,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염려되는 점들을 설명하였다. 이 보고서는 결론에

서 앞으로 북한에 전환기가 도래할 때 합당한 전환기 정의 절차를 수립하려면 비정부조

직(NGO)들이 어떤 접근법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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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2014년 보고서는 북한정권의 반인도범죄 혐의를 다

루기 위해 책임추궁에 중점을 둔 실질적 접근을 촉구하였다. 조사위원회는 또한 “시민

들이 주도하는 인권침해 진상규명 절차 수립”을 시작하도록 촉구하였다.1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후로 여러 유엔기구들의 의제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중점적 논의가 늘

었고, 북한은 불현듯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에 협조할 의지를 보였다.2 북한인권문제에 초점을 둔 유엔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립

되었고, 남한 국회는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남한 내 비정부조직들은 인권옹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요 연구기관과 논평가들이 남북한 관계 논의에서 ‘전환기 정의’에 대

한 더 활발히 논의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3 전환기 정의란 한 사회가 분쟁이나 억압으

1 “Report of the UN COI in the DPRK,” 2014, 369, http://www.ohchr.org/EN/HRBodies/HRC/CoIDPRK/Pages/

Documents.aspx.

2 보편적정례인권검토로 모든 유엔회원국은 다른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그러나 수

용하겠다고 밝힌 권고사항이라도 실행을 강제할 수 없고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메커니즘도 없는 상황이다. Jonathan 

T. Chow,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Human Rights,”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71, no. 2 (March 4, 2017): 146–63, https://doi.org/10.1080/10357718.2016.1241978..

3 Buhm-Suk Baek and Yunje Lee, “Pursuing Criminal Responsibility for Human Rights Atrocities in the DPRK,”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62, no. 1 (2017): 63-95; Buhm-Suk Baek and Ruti G. Teitel, eds., 

Transitional Justice in a Unified Kore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5); Junghyun Cho, “A Study on 

Transitional Justice in the Context of Reunified Korea,”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21, no. 1 (2014): 25-

42; Jinyoung Hong, “Research on the Criminal Accountability for Crimes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rough 

International Criminal Mechanism,” The Justice 161 (2017): 333-82; Hun Joon Kim, “The Diffusion of Global 

Transitional Justice Norms and Its Impact: The Case of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Politics 26, no. 1 (2017): 

101-26; Soo Am Kim, Junghyun Cho, and Buhm-Suk Baek, “Transitional Justice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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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때에 이르러 취하는 조치와 절차, 제도 등을 의미하고, 직접적

으로는 국제인권법ㆍ국제인도법에 위배된 과거사를 조명하고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둔

다.4 국제적으로는 많은 지역들에서 인권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피해자들

의 회복을 도우며, 분쟁이나 억압으로 고통 받은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 전환기 정의 조

치를 취해오고 있다. 북한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일의 중요성은 북한정권이 학

대한 북한주민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제사법정의의 중요한 기반인 ‘인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강조되어 왔다. 특정집단살해나 그 밖의 대규모 잔혹행위처럼 국제사법정의

에 위배되는 인권침해는 인류를 위협하는 ‘국제적 범죄’로 간주된다.5 따라서 지난 몇 년 

동안 서울의 유엔인권사무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법률전문가들을 남한으로 초청

하여 기존의 조사기록 활동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정보수집 방법에 관해 조언함으로써 

조사기록단체들이 모으는 기록의 질과 활용가능성을 높이고자 힘써 왔다.

그러나 전환기 정의의 범위는 형사 사법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분쟁이나 억

압으로부터 피해 받은 개인과 집단의 회복을 위해 다면적 측면으로 고안된 여러 메

커니즘을 포괄한다. 이러한 메커니즘들은 진상규명과 화해, 추념과 대중교육, 피해 배

상, 당사자를 포함한 시민들과 정부가 주도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러한 메커니즘들은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며, 영향 받은 

지역과 사회 전체를 조화롭게 재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중대한 인권침해를 

겪은 경험은 훗날 북한주민 또는 북한지역 출신 시민들의 귀속 정체성에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이후 전환기 정의에 관심을 둔 논의가 학계와 

시민사회에 활발해지는 것에 비해 책임추궁과 치유 메커니즘을 구상하는 데에서 피해 

생존자들의 관점은 대체로 간과되어 왔다. 또한 기존연구들은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기 

정의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의미 있

4 Naomi Roht-Arriaza and Javier Mariezcurrena, Transitional Justi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Beyond Truth 

versus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2.

5 Mark Findlay, “Activating a Victim Constituency in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3 (2009): 190, https://doi.org/10.1093/ijtj/ijp008.



12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는 논의가 거의 없었다.6

국제적으로 다양한 사례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피해자들이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잘 알지 못하더라도, 무엇이 필요한지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다.7 외부자의 관점으로 전환기 정의 논의가 이루어지면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가 우선되

고,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가 간과되어 피해자들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것들은 충족되지 못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8 또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먼저 필요한 

것들을 살피지 않고 진상 공개나 사법적 정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는 피해자들이 재

트라우마(re-traumatisation)를 겪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9 정책이나 

조치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일 경우, 사회적으로 공언한 목표 달성에 실패

하거나 피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필요가 충족되지 못할 때 피해자들이 크게 좌절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10 또한 선행연구들은 피해자 개인의 회복과 더 넓은 사회 전반적 회복

에는 중요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도 개인 차

원과 집단 차원을 분별하여 접근법을 달리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11

최근 한 연구는 과거사 해결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

을 비판하며 두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피해자들의 관점을 이해하여야 하

고, 둘째로 전환기 정의 절차를 구상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돕도록 권장한다. 전환기 정의 조치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6 Buhm-Suk Baek, Lisa Collins, and Yuri Kim, “Epilogue,” in Transitional Justice in Unified Kore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5), 236; James Burt, “A Truth Commission for a Future North Korea,” Discussion Paper 

(Korea Future Initiative, January 2017), 8, https://www.koreafuture.org/wp-content/uploads/2018/03/A-Truth-

Commission-for-North-Korea.pdf.

7 Simon Robins, “Towards Victim-Centred Transitional Justice: Understanding the Needs of Families of the 

Disappeared in Postconflict Nepal,”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5, no. 1 (March 1, 2011): 77, 

https://doi.org/10.1093/ijtj/ijq027.

8 Robins, 78.

9 Simon Robins, “Challenging the Therapeutic Ethic: A Victim-Centred Evaluation of Transitional Justice Process 

in Timor-Lest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2012, 1–23.

10 Simon Robins, “Failing Victims? The Limits of Transitional Justice in Addressing the Needs of Victims of 

Violation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egal Discourse, 2017, 43–44.

11 Jonathan Doak, “Therapeutic Dimension of Transitional Justice: Emotional Repair and Victim Satisfaction in 

International Trials and Truth Commissions,”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Review 11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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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참여와 역량강화에 주목한 연구는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 접근법

의 다양한 장점을 제시하는데, 특히 피해자들의 ‘권리’와 ‘필요’를 구분하여 ‘필요’는 “본

질적으로 문화와 사회역사적 맥락에 따라 각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12

이 보고서는 북한정권 아래 피해로부터의 회복 방안들을 피해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

지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남한 거주 탈북민 중 450여명이 참

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다.13 첫 번째로 설문 참여자들이 자신을 북한정권의 피해

자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정체성에 특별한 필요를 결부하는지 살핀다. 두 번째

로 피해로부터의 집단적 또는 개인적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들 중 설문 참

여자들은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맥락에서 

당사자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당사자들이 소외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탈북민들의 참

여를 어떻게 뒷받침해야 할지 우리의 견해를 제시한다.

12 Robins, 77.

13 지금까지 남한으로 온 탈북민은 누계 32,150명이고, 대부분은 1990년 후에 입국하였다. “Policy on North Korean 

Escapees,” Ministry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 2019, https://www.unikorea.go.kr/eng_unikorea/relations/

statistics/escap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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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권장하는 원칙과 조사방법, 관련지침들에 따라 진행되고 있

다.14 전환기 정의에 관한 피해자들의 인식에 초점을 두고 세계의 다양한 여건에서 진

행된 설문조사 모델들도 참고하였다.15 설문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전환기정의워

킹그룹의 북한인권 조사기록과 병행하여 탈북민 450여명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설문

결과 분석은 북한 내 직업적ㆍ사회적 경험에 따라 선별한 10명과의 심층인터뷰로 보충

하였다 (표1 참조).

4년 동안 몇 차례 설문 문항들을 보완하였다.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 문항을 보완하

14 국제전환기정의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이

끌어왔고, 양심회복을 위한 국제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은 실천가들을 위한 지침

서를 간행하였다. “Strengthening Participation in Local-Level and National Transitional Justice Processes” 

Simon Robins, “Nepali Voices: Perceptions of Truth, Justice, Reconciliation, Reparations and the Transition in 

Nepal By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ransitional Justice and the Advocacy Forum, March 2008,” Journal of 

Human Rights Practice 1, no. 2 (2009): 320, https://doi.org/10.1093/jhuman/hup006; Jennifer Tsai and Simon 

Robins, “Strengthening Participation in Local-Level and National Transitional Justice Processes: A Guide 

for Practitioners”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June 2018), https://www.americanbar.org/

content/dam/aba/directories/roli/misc/community-participation-toolkit-single-2018.authcheckdam.pdf.

15 Ari M. Levin, “Transitional Justice in Burma: A Survey of Accountability and National Reconciliation 

Mechanisms after Aung San Suu Kyi’s Release,” Human Rights Brief 18, no. 2 (2011): 21–25; “Pilot Survey 

on Transitional Justice” (The Day After, December 2014), http://tda-sy.org/en/category/publications/survey-

studies; Patrick Vinck et al., “Living with Fear: A Population-Based Survey on Attitudes about Peace, Justice, 

and Social Reconstruction in Eastern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Human Rights Center: UC Berkeley School 

of Law, August 2006), https://www.ictj.org/publication/living-fear-population-based-survey-attitudes-about-

peace-justice-and-social; Timothy Williams et al., “Justice and Reconciliation for the Victims of the Khmer 

Rouge? Victim Participation in Cambodia’s Transitional Justice Process,” Document, November 2018, https://

www.uni-marburg.de/konfliktforschung/forschung/drittmittelprojekte/victimhood-after-mass-violence/

victimhood-brief-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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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때로는 참여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다듬었다. 다만, 설문참여자들은 본

질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random sampling)이 아니다. 앞선 참여자들이 다음 참여

자들을 추천하는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또는 편의표집(convenience sam-

pling)으로 이루어졌다. 이 방법상 설문결과의 편향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참여자들 중 여성 비율은 80%로 남한 거주 탈북민 여성 비율 72%보다 크게 높았

다.16 모집단인 남한 내 탈북민 전체에서 참여자를 무작위로 추출할 수 없는 행정적 제

약과 연락 가능한 정보의 제한 때문에 편의표집을 채택하였지만, 제한된 방법으로 도출

된 결과도 가치 있을 수 있다. 북한 인권침해 책임추궁과 관련하여 비정부조직 활동에 

참여하는 탈북민들의 경험과 견해를 잠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16 “Policy on North Korean Escap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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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구성

설문 참여자

차트 2 참여자 성별

여성 361  |  80% 남성 90 |  20%

차트 1 참여자 연령 (인터뷰 시점 기준)

23.9%

108

7.1%

32

9.1%

41

20.2%

91

총 451명

19.3%

87

20.4%

92

50대15-29세 30대 40대 60대 70세 이상

총 4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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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3 남한 입국연도

1

1

3

2

2

4

4

9

12

21

19

33

50

31

38

30

39

31

36

24

30

22

9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4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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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5 첫 탈북 이유 (복수응답)

27

14

11

8

7

7

6

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자녀의 교육이나 미래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이나 친척과 함께 

살기 위해

기타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도움 받기 위해

다른 나라는 어떤지 궁금해서

총 49명

차트 4 남한 거주기간 (인터뷰 시점 기준)

총 451명

11.1%

50

13.5%

61

35.5%

160

37.9%

171

2.0%

9

16-20년0-5년 6-10년 11-15년 2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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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참여자

표1 심층인터뷰 참여자

성별 나이 탈북연도 남한 입국연도 북한에서의 직업

1 남 60대 2015 2015 사무원

2 남 20대 2010 2010 무직

3 남 60대 2005 2006 탄광노동자

4 여 40대 2004 2013 공장노동자

5 남 40대 1997 1998 군인

6 여 50대 2010 2017 우체국 통신원

7 여 40대 2009 2009 당비서

8 여 60대 2000 2003 인민반장

9 여 80대 2006 2010 인민학교(소학교) 교사

10 여 60대 2013 2014 의사

차트 6 마지막 탈북 이유 (복수응답)

27

15

11

8

7

6

5

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가족이나 친척과 함께 

살기 위해

자녀의 교육이나 미래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도움 받기 위해

기타

다른 나라는 어떤지 궁금해서

총 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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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결과

북한에 대한 인식과 북한에 필요한 것에 대한 인식

이하의 내용은 북한에서의 삶이 설문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이해하는 

데에 도움된다. 다만, 북한에서의 삶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권력을 세습한 일가

가 더 이상 북한을 지배하는 ‘신’적 존재가 아니게 될 때 가질 수 있는 귀속 정체성이나 

국가 소속감이라는 더 넓은 질문들로도 이어진다.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통

일이 이루어지거나 달리 전개되는 상황에서는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가질지 명확히 설

명하는 데에 어려움을 보였다. 심층인터뷰에서 몇몇은 북한에서의 삶 모든 측면을 “나

쁘다”고 규정하는 것이 싫다고 하였고, 한 명은 “북한에 좋은 것들도 있다”고 하였다. 몇

몇은 남한에 와서 배운 역사가 북한에서 배운 것과 달라서 계속 혼란스럽다고 하였다. 

차트 7 기본생활에서 부족을 경험한 것 (복수응답)

총 301명

241

86

86

61

식량 부족

물품 압수 / 도난

치료 부족

집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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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참여자들은 탈북민들에 대한 남한사회 일반의 인식으로 인한 상처와 슬

픔, 실망감을 토로하였다. 처음에는 남한으로 오면 환영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

지만, 탈북민이라고 “무시받는” 기분과 실망감이 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탈북민

들의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선입견과 탈북민들은 “애국심”이 부족하다는 편견 때문에 

남한사람들이 탈북민들의 경험에 매우 무관심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한반도 차원

의 전환기 정의 실현 방안에 관한 심층인터뷰에서 여러 참여자들은 인권유린을 경험

한 적 없는 남한사람들이 이러한 메커니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사회적 합

의에 이르는 데에도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염려하였다. 이러한 주제들에 관해서는 지난 

20여 년간 폭넓은 연구가 이어져 왔고, 모두 새로운 것은 아니다.17 그러나 남북한이 정

치적으로 통일되건 두 개의 나라로 계속되건, 북한에서의 지난날들로부터 회복되기 위

한 과정에서 인권침해 경험 여부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사회문화적 차이와 경계는 남

북한 출신 주민들 사이에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

“고향과 친구들에 대한 소속감은 있어도, 그(북한) 체제에 대한 그런 감정은 없

어요.”

심층인터뷰 참여자

설문참여자 대부분은 북한에서의 기본생활에서 가장 부족했던 것을 식량으로 꼽았다. 

1990년대 중후반 대기근 이래 북한 여러 지역에서 식량난을 겪었음을 고려하면 이 문

항에 대한 응답 자체는 새삼스럽지 않다. 심층인터뷰 참여자들은 북한사회에 필요한 

것들은 북한정권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해결될 수 있고, 김정은 정권이 북한주민들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는 쪽으로는 결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17 Roland Bleiker, Divided Korea: Toward a Culture of Reconciliation, Borderlines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5); Carrol Jung Chang, “The Toil of Talbukja: Assimilation, Identity, and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eoul, South Korea” (Harvard University, 2004), http://discovery.lib.harvard.

edu/?itemid=%7Clibrary/m/aleph%7C009434951; Sarah A. Son, “Identity, Security and the Nation: Understanding 

the South Korean Response to North Korean Defectors,” Asian Ethnicity 17, no. 2 (February 24, 2016): 1–14, 

https://doi.org/10.1080/14631369.2016.11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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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8 북한에 가장 필요한 것

총 447명

118

88

59

40

17

현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

핵 개발 중단

인권유린 중단

식량 / 의료 개선

경제 발전

36.6%

27.3%

18.3%

12.4%

5.3%

차트 9 북한정권이 끝나야 하는 이유

114

78

78

74

46

36

21

통일

민주정권 수립

가족 재회

경제 발전

기타 / 모름

가해자 처벌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

총 447명

35.7%

17.4%

17.4%

16.6%

10.3%

8.1%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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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침해의 개인적 경험 

설문조사에서는 피해 경험 여부를 두 차원으로 기록하였다. 첫 번째로 북한 당국으로

부터 구타, 고문, 강간, 성적 학대를 포함하여 신체적 폭력을 겪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47.7%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하였다.18 두 번째로 앞선 질문의 신체적 폭

력에 추가하여 공개처형이나 굶주림 또는 탈북 후 강제북송되어 가까운 가족을 잃은 

경우와 북한 당국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험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침해 경험 여

부를 물었다. 이에 75.4%가 넓은 의미의 침해를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피해 유형들 중 

한 가지 또는 여러 유형의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자의 63.4%는 신체적ㆍ정신적 후유증

으로 지금도 힘들다고 답하였다. 이 중 신체적 폭력을 겪었다는 응답자 대부분이 북한 

사법당국에서 심문 받던 중 폭력을 겪었다고 답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문

참여자의 25%는 중국에서 강제북송되었고, 여러 차례 북송된 경우들도 있었으며, 강

제북송을 겪었다는 응답자의 80.4%는 심문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 조사에 참여한 탈

북민들 중 탈북 실패가 강제북송과 심문, 신체적 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연관성은 강하

게 나타났다.

18 설문에 활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참고하였다. “Conflict Tactics Scale” Murray A. Straus and Sherry 

L. Hamby, “Measur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Children with the Conflict Tactics Scales,” 

in Out of the Darkness: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Family Violence, ed. Glenda Kantor and Jana Jasinski 

(Thousand Oaks, California, 1997), https://doi.org/10.4135/978148332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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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11 북한 당국에 의한 넓은 의미의 피해 경험

있다 340 |  75.4% 없다 111 |  24.6%

차트 10 북한 당국에 의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있다 95 |  47.7% 없다 104 |  52.3%

총 199명

총 4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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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에 대한 인식 

자신을 북한정권의 피해자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6%가 그렇다고 답하였

다. 이는 앞서 신체적 폭력이나 넓은 의미의 피해를 겪었다는 비율보다 높았다. 피해자

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

한 설명을 청하였다. 일부는 중국에서 강제북송되어 정치범관리소에 수감되거나 북한 

당국으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처럼 명백한 학대 경험을 이유로 들었

다. 다른 이들은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 때문이라기보다 성인이 된 자녀가 탈북을 시도

하다가 수감되거나 분단 상황에서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갈 수 없는 것

과 같은 상황들을 이유로 들었다. 심층인터뷰의 몇몇 참여자들은 북한주민들을 ‘핵심’, 

‘동요’, ‘적대’ 등으로 구분하여 차별하는 성분제도를 이유로 들었다. ‘낮은’ 출신성분 때

문에 부당한 처우를 받았으므로 북한정권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하였다. 대개 

낮은 출신성분은 여러 세대에 걸쳐 대물림 되는데, 한 참여자는 아버지가 중국 출생이

라는 이유로 본인이 계속된 차별을 겪었다고 밝혔다. 

차트 12 북한에서의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이 지금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117 |  42.4% 101 |  36.6% 58 |  21%

총 301명

  후유증으로 지금도 힘들고 잊고 살기 어렵다

  과거의 일로 내버려둔다

  후유증으로 지금도 힘들지만 잊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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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에서는 인권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인권침해의 피해자 개념을 어

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질문에는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는데, 인권 개

념에 대한 이해에서는 저마다 정도가 다른 확신을 가졌다. 설문참여자들은 북한에 있

을 때 인권이라는 말을 북한 당국의 설명이나 그 밖의 여러 경로로 들었다고 응답하

였지만, 인권 개념의 깊은 이해로 모두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참여자들은 인권을 개인

의 “자주권” 내지 타인의 구속 없이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

는 자유”라고 정의하였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과거를 회상하며 가지는 피해자 정체성

은 심층인터뷰 전반에서 자주 떠오르는 주제가 되었다. 북한 보안원으로부터 이유 없

이 폭행당한 적이 있다는 한 여성은 자신이 완전히 무력한 존재인 것처럼 느꼈다고 당

시를 회상하였다. 그녀는 남한에 와서야 인격체로서의 자신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

달았다고 설명하였다.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적이 있는 다른 한 여성은 당시에는 조국

차트 13 북한정권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159 |  84.6% 아니오 29 |  15.4%

“예” - 북한 당국에 의한 넓은 의미의 피해 경험 

 있다  |  85.7%       없다  |  79.4%

“예” - 북한 당국에 의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84%       없다  |  85%

총 1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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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신했으니 “구타를 당해도 응당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회상하였다. 그녀는 남한에 

와서 인권단체들과 교류한 다음에서야 북한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인식했

다고 설명하였다. 

“인권은 인간의 자주권이죠. 그걸 서로 존중하고, 행사하고. 누구의 구속이나 그

런 것은 받지 않고.”

심층인터뷰 참여자

“구타를 많이 당했어도. 그저 응당한 걸로 생각하죠. 나라를 배반했기 때문에 나

는 멸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심층인터뷰 참여자

“내가 조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아니로구나. 저는 고지식해서 내가 태어

난 곳이 조국이고 어머니 당이라는 생각만 했지. 강제북송 되면서 눈이 트인 거

예요.”

심층인터뷰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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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14 북한에 있을 때, 인권을 어떤 경로로 들어보셨습니까? (복수응답)

29

11

20

9

18

7

17

6

17

14

11

친구나 가족

학교

밀수된 USB / CD

직장 동료

북한 신문이나 텔레비전 방송

기타

외국 라디오 방송

외국 출판물

이웃

직장

외국 텔레비전 방송

총 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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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조치 방법에 대한 견해

심층인터뷰 참여자의 거의 대부분은 북한의 변화는 남한과 통일되어야 가능할 것이라

고 생각하였다. 통일은 다른 나라 정부나 외국의 비정부조직들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남한 학계와 공론장에서 향후 북한의 

전환기 정의에 관한 논의들은 거의 모두 통일된 한반도를 가정하여 이루어져왔다. 2개 

국가체제가 지속될 때를 대비한 대안을 논의하는 것은 여전히 금기시되는 분위기 때문

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상 이 연구에 참여한 탈북민들도 설문 문항으로 제시한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들을 통일 과정에서만 실행될 수 있는 것들로 이해하였을 수 있음을 시

사한다. 그러나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재판할 경우, 어떤 형태의 재판소가 적절하

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국제재판소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중 2명은 재판소가 한국인 재판관으로만 구성되면 편향될 것 같다고 명시적으

로 언급하였다. 그 이유로 한국인 재판관들은 북한 가해자들을 객관적으로 재판하기보

다 ‘같은 민족’으로서 지나치게 관대할까 염려된다고 설명하였다. 

차트 15 어떤 형태의 재판소가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91
45.9%

   109
26.2%

59
14.2

%

57
13.7
%

  국내에 있는 국제재판소 (외국인 재판관으로 구성)

  국내재판소 (한국인 재판관으로 구성)

  외국에 있는 국제재판소(외국인 재판관으로 구성)

  국내에 있는 혼합재판소(한국 재판관과 외국 재판관이 협동)

총 4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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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참여자들에게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실행한 다섯 가지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피

해배상, 비사법적 진상규명, 사법적 형사소추, 공식 사과, 피해사망자 유해발굴) 각각

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가장 압도적 지지를 받은 메커니즘은 비사법

적 진상규명이었다. 그러나 심층인터뷰 참여자들의 견해는 개인적 차원에서 도움될 것

으로 기대되는 메커니즘과 북한사회 전체에 도움될만한 메커니즘 사이에서 차이를 보

였다. 심층인터뷰 참여자들은 피해자들과 북한사회 전체 차원에서 “공정함과 정의”를 

기대할 수 있는 가해자 형사소추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지만, “단지 진상을 알고 싶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심층인터뷰의 한 참여자는 단순히 진상을 듣게 되

는 것과 그것을 실제 “겪어본 것”은 분명한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탈북민들이 오랫동안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을 알려왔지만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남한사람은 많지 않았

다고 토로하였다.

차트 16 가해자들에게 어떻게 하기 바라십니까? (복수응답)

320

33

251

204

176

166

94

37

형사재판

조사 후 사면

잘못을 고백해야 함

용서를 구해야 함

피해자에게 배상

투옥

새 사회로 통합

조사 없이 사면

총 4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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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17 피해배상

           피해자들이 상실과 고통에 대해 배상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321명

0

5

91

225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0%

1.6%

28.3%

70.1%

“중요하다” - 북한 당국에 의한 넓은 의미의 피해 경험

 있다  |  98%       없다  |  100%

“중요하다” - 북한 당국에 의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98.5%       없다  |  97%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기 바라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처벌 조치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인권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여부를 떠나 사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지지는 가장 낮았다. 심층인터뷰에서는 기소 규모나 범위를 제한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떠올랐다. 심층인터뷰 참가자 다수는 북한 당국의 하급자들이 종종 본인들의 

의지가 아닌 상부의 명령 때문에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가장 책

임 있는” 혐의자들만 기소하는 것을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꼽았다. 이 논의는 두 번째 

제기된 문제로 이어졌는데, 심층인터뷰 참여자 다수는 북한정권이 남긴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개별 배상을 실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염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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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18 형사소추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318명

1

4

72

241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0.3%

1.3%

22.6%

75.8%

중요하다” - 북한 당국에 의한 넓은 의미의 피해 경험

 있다  |  98.1%       없다  |  97.2%

“중요하다” - 북한 당국에 의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98.8%       없다  |  97%

“북한 체제하에서 저지른 범죄자들 말하자면 보위부라든가 보안서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중에서 100%를 다 법정에 세울 없는 거예요. 일부 강요에 못 이겨서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조직적으로 법적으로 추궁하고 내미니까 재간 없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 친구들도 보위부 근무하는 놈들이 많아요. 근데 실지 

대화를 해보면 밑에 서민들하고 서민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

요. 눈 감아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악착하게 하는 놈들도 있거든요. 

그런 자들은 실지 준엄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층인터뷰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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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19 가해자들의 공식 사과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317명

5

4

64

244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6%

1.3%

20.2%

76.9%

“중요하다” - 북한 당국에 의한 넓은 의미의 피해 경험

 있다  |  98.1%       없다  |  94.4%

“중요하다” - 북한 당국에 의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97.7%       없다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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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20 진상규명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이 한국의 일반대중과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총 317명

0

5

49

263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0%

1.6%

15.5%

82.9%

“중요하다” - 북한 당국에 의한 넓은 의미의 피해 경험

 있다  |  98.7%       없다  |  94.6%

“중요하다” - 북한 당국에 의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98.9%       없다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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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21 유해발굴

  인권유린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시체가 묻힌 곳을 조사하고 유해를 발굴하는 일이 

북한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386 |  91.5% 아니오 36 |  8.5%

총 422명

“예” - 북한 당국에 의한 넓은 의미의 피해 경험

 있다  |  91.4%       없다  |  91.9%

“예” - 북한 당국에 의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91.5%       없다  |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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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22 유해발굴 지지 이유 

  시체가 묻힌 곳을 조사하고 유해를 발굴하는 일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258

245

242

183

66

7

인권유린을 저지른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재판하는 데에 도움되는 피해 증거물이기 때문에

피해 유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회복되도록 돕기 위해

사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상을 밝히기 위해

피해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 사망자들의 

시체를 치워야 하기 때문에

기타

총 3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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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23 유해발굴 반대 이유 

  시체가 묻힌 곳을 조사하고 유해를 발굴하는 일이 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18

16

11

10

6

6

3

다른 중요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이 가족원의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화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매장된 사람들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추모할 필요는 없기에

기타

총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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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정의 조치의 계획과 구상 과정 참여

이 연구에서 가장 도전적인 측면은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전환기 정의 절차 구상에서 

피해자들의 적극적 역할에 관한 견해를 모으는 것이었다. 설문참여자의 97.4%는 피해

자들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심층인터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

게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 몇 가지 우려되는 점들을 설명하였다. 몇몇은 통

일이 되면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다른 몇몇은 통일

되거나 북한체제가 전환된 후에는 북한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먼저 조국을 떠

난 배반자로 간주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두렵다고 말하였

다. 이 조사에서는 참여자의 84% 이상이 북한인권에 관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두렵

다고 답하였다. 주된 이유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차트25는 훗날 탈북민들이 전환기 정의 절차를 고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어떻게 참여

할 수 있을지 보여준다. 탈북민들은 이미 종종 참여하고 있듯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민

사회단체에 증언으로 제공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활동으로 꼽았다. 그러나 앞장서서 

비정부단체를 조직해 활동하거나, 사회적 공론장에 참여하거나,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

을 미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더 적극적인 활동은 덜 선호하였다.

“정부가 최종 결정해야 돼요. 피해자가 주도하면 자기 감정이 나올 수 있어요. 객

관적인 입장에서 정부가 화합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최종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정부가 너무 주도하면 피해자 의견이 묵살될 수 있고.”

심층인터뷰 참여자

또한 심층인터뷰 참여자 거의 모두는 자신이 겪은 피해를 인정받고 자신의 견해가 정

책 수립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피해자 그룹의 의사가 편향될 수도 있음

을 염려하여 중앙정부가 최종결정권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나아가 이보

다는 피해자 그룹들과 정부가 협의된 방식으로 조율하여 균형을 잡는 것이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북한인권단체에서 수년간 일해왔다

는 한 참여자는 탈북민들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조직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참여자는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알도록 피해자들을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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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24 피해자들의 역할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 구현 과정을 이끌고 계획하는 데에 피해자들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193명

0

4

41

148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0%

2.1%

21.2%

76.7%

“중요하다” - 북한 당국에 의한 넓은 의미의 피해 경험

 있다  |  98.7%       없다  |  94.4%

“중요하다” - 북한 당국에 의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98.9%       없다  |  97%

려하고, 가능한 선택지를 숙고하도록 기다려주며, 힘들었던 과거를 잊고 희망하는 미래

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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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25 피해자들의 역할 방법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35

10

26

24

16

12

11

11

개별적으로 시민 단체나 정부에 

피해 경험을 이야기한다

피해자들이 피해자를 돕는 

활동에 참가한다

다른 피해자들이 피해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를 돕는 

활동에 참가한다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단체를 만든다

사회적 논의에 참가한다

기타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한다

총 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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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북한 지역에 아직 전환기가 오지 않은 한반도 상황에서 중요한 과제는 북한에 전환기

가 시작되는 초기에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방법론을 평가하며, 전

략을 구상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들을 탐색하는 일이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

지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남북한 통일에 관한 기존 사고에서 벗어나고, 북한에 어

떤 일이 일어날지 가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전환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정의 실현에 어떤 난관이 있었으며, 한반

도의 여건에서 활용할 수 있을만한 선행사례와 교훈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에 자원을 더 투입하여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어온 전환기 정의 조치들을 한반

도 현실에 부합하도록 구상하려면 이 접근법이 여러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

었는지 면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현 상황에서는 남한 내 비정부조직들

이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전환기에 채택되는 새로운 법적ㆍ정치적 프

로그램들을 시민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바꾸고,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대중적 활동으로 정의와 민주주의를 새로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

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19 그렇다면 비정부조직들은 북한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장래에 나눌 논의는 무엇인고, 북한 지역사회와 개개인의 필요에 부합할만한 일들을 지

금부터 어떻게 구상할 수 있을까? 이번 연구처럼 설문조사로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제적으로 관련학계에서 잘 밝히고 있듯이 국가와 국가간 내지 기관과 

기관간 소통보다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전환기 정의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19 Oliviera Simic and Zala Volcic, “Localizing Transitional Justice: Civil Society Practices and Initiatives in the 

Balkans,” in Transitional Justice and Civil Society in the Balkans, ed. Oliviera Simic and Zala Volcic (New York: 

Springer,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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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방식 접근이 성공의 필수요소이다.20 남한 시민사회와 정부기관들이 북한을 사

회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 폭력과 억압, 피해의 근간이 되는 사회ㆍ문

화ㆍ정치적 요인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면서 떠오를 미래의 난

관과 기회를 함께 탐색한다면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고 발전시킬 필

요가 있다. 이는 특히 비정부조직들에 권장하는 방향이다. 조사기록방법을 개선하려면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우선 갖추어야 한다.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조사참여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키고, 2018년 12월 통일부 산하기

관으로 구미에 위치한 경북하나센터에서 탈북민들의 개인정보가 대량 해킹된 것처럼 

가해자나 연루자, 방해자들에게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일이다. 또한 

시민사회에서는 정보를 모으고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양할 수 있지만, 각각마다 

그에 적합한 정보수집 방법이 필요함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한정된 자원으로 이

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정보수집 동의 절차와 체계는 엄

격하게 갖추되 장래에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용도까지 고려하여 활용목적을 다소 

유연하게 설정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관해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국제적으로 

즐비하고, 앞선 비정부조직들도 건설적인 상담과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더 큰 과제는 당사자나 관심 있는 사람들과 폭넓게 접촉하여 여론을 모을 수 있

는 새로운 접근법을 탐색하고, 피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실행할 

수 있는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구상하는 일이다. 시민사회는 피해자와 인권침해로 영

향 받은 공동체들이 중요한 사안들에 관한 지식과 전문성을 높여 효과적으로 협상하

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21 수십 년 넘게 남한 정부 

관계자들은 탈북민들을 ‘통일의 마중물’이 될 사람들로 언급해왔지만, 탈북민들이 한반

도의 미래를 진정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 청소년 통일

20 Roman David, “What We Know About Transitional Justice: Survey and Experimental Evidence,” Advances 

in Political Psychology 38 (2017): 153.

21 Tsai and Robins, “Strengthening Participation in Local-Level and National Transitional Justice Processes: A 

Guide for Practitioner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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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와 학교 교육프로그램 정도에 그치고 있다. 장래에 압도적으로 떠오를 실질적 난제

들에 관한 관심은 남한사회에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탈

북민들이 주도적으로 미래의 과제들을 짚어보고 역할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돕고 지원하는 것은 권력자들이 독점적으로 방향을 정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현장의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장래의 전환기 정의 실현 과정도 

비로소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이다.22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에는 특히 북한 인권침해 책임추궁을 향한 목소리가 높은 현 

상황에서 형사적 정의 같은 메커니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치를 관리하는 

노력도 포함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은 사법적 절차가 종종 일반시민들의 기대치를 지

나치게 높이는 반면, 실제 반인도적 범죄를 소추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며, 소

추가 처벌 선고로 항상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23 좋은 사례로 북

한인권시민연합은 탈북청년들이 동유럽에서 전환기 정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개척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확대되

어서 탈북청년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실현 가능한 전환기 정의 조치에 대해 이해하고, 

더 중요하게는 장래의 전환기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잠재적 역할을 탐색해볼 수 있기

를 기대한다.

22 Tsai and Robins, 9.

23 Ray Nickson and John Braithwaite, “Deeper, Broader, Longer Transitional Justice,”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11, no. 4 (July 1, 2014): 446, https://doi.org/10.1177/1477370813505954.



44  전환기정의워킹그룹

결론 

이 보고서는 계속되는 북한 인권침해 조사기록 활동과 앞으로의 전환기 정의 실현 방

향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 접근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깊

이 탐색하기 위한 기초이다.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탈북민들이 피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여러 유형의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이 북한주민 전체 

차원은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도 이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필 수 있었다. 

이 조사의 결과가 현재 북한에 살고 있거나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하지만 비정부조직들과 유엔, 북한인권상황을 우려하는 각국 

정부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바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 사이에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미래를 구상하면서 탈북민

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데에는 상당한 난관들

이 있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상당한 여지가 있고, 비정부조직들은 중심적 역할

을 할 수 있다. 비록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이 보고서에 기술한 여러 유형의 전환기 정

의 메커니즘들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

조직들이 관련된 방향을 탐색하고 응용하며 진전할 기회들은 분명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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