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경 소지했다고 수용소로
찬송가 불렀다고 비밀처형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비밀 예배 중 성찬식(모퉁이돌선교회 제공)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박종훈)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소장 윤여상)는  
‘2015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종교 박해를 받은 
북한 주민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북한에서 종교 박해란 특정 종교를 믿
었다거나 종교 상징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으
로 개인이나 집단이 학대와 처벌받는 것을 말한다.   

최모(여) 씨와 어머니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모 씨 모녀는 최근 지
하교회에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체포됐다. 북한 보위부
에서 침투시킨 가짜 여자 교인이 고발해 모두 잡혀 들어간 것이다. 최 
씨와 어머니는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 

함경북도에 사는 선모 씨는 중국에 갔다가 성경책을 갖고 들어온 
것이 적발돼 교화소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입소 2년 만인 2005년 12
월 사망했다는 통지가 왔다.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모 씨는 탈북하다 강제 송환돼 보위부에 구금됐는데 옆방에서 어
떤 남자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보위부원이 그 남자에게 “기
독교 믿은 것을 인정하라.” “찬송가를 불러보라.”고 말해 찬송가를 불렀
다. 그 남자는 그날 밤 사라졌다. 비밀처형을 당했다. 

김모 씨 가족은 집에 성경책을 갖고 있다가 2005년 1월 강제 가택
수색에서 적발됐다. 아내와 딸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 당시 중국
에 나와 있던 김 씨는 가족이 잡혀간 것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붙잡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   

북한인권정보센터 통합인권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북한의 종교 박
해로 인한 처벌사건은 1,165건이 보고돼 있다. 구체적인 종교박해 이
유를 살펴보면 ‘종교 활동’이 595건(51.1%)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어 종
교물품 소지 277건(23.8%), 종교 전파 127건(10.9%), 종교인 접촉 59건
(5.0%) 순이었다. ‘종교물품 소지’는 성경책, 십자가 모형, 종교적 내용
이 기록된 책, 메모지, 신문 등을 갖고 있다 적발돼 처벌받은 경우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은 유일사상 체계를 바탕으로 주체사상
에서 벗어난 그 어떤 사상, 토의, 토론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그러한 현
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가차 없이 ‘조국의 배반자’ ‘간첩’ 등의 정치
범으로 낙인찍어 추방, 관리소(정치범수용소), 구금, 공개 비공개 처형 등 
극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 박해로 인한 처벌사건은 90
년대 이후 급증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서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 

김상헌 북한인권정보센터 명예 이사장은 “우리들은 그동안 북한에
서 인권개선 조짐을 발견하기를 갈망해 왔다.”며 “최근 중앙당에서 구
타 등 가혹행위를 금지하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전해졌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 이후 농업정책의 변화로 식량 생산이 약간 증가
했으나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열악한 구금시설
도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고 종교 박해와 불평등한 교육제도도 그대로
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백서에선 구체적인 인권개선 사항을 보고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출처 / 2015북한인권백서(북한인권기
록보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