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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장이 아닌 핵이 폐기되어야 한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지하겠다
고 발표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으나 환영한다. 북한은 이제라도 핵실험에 쏟아 붓던 막대한 자금을 북한 주민
의 민생 회복과 인권 신장에 사용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는 것과 완전한 비핵화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핵실험을 중단하고 일부 핵실험장을 폐쇄 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듯 하다가 얼마 안가 다른 장소로 옮겨 핵실험을 재개하고 수
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통해 핵무장을 완성하는 단계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발표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첫 걸음으로 인
정받으려면 곧 있을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지금까지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합의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폐기돼야 할 것은 북한의 핵이
지 핵실험장이 아니다.
북한이 만일 국제사회의 이목을 의식해 수명을 다한 핵실험장 하나 폐쇄하고 마치 스
스로 핵을 폐기한 것인 양 선전한다면 이는 모두가 우려하는 대로 완전한 핵보유국 지
위 획득을 위한 위장전술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 과거처럼
또다시 핵폐기 시늉을 하면서 시간벌기에 들어간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7천5백
만 겨레와 세계 인류를 기만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그 어떤 통 큰 합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약속이 국제사회가 수용할만한 가시적이고 실천적인 핵 폐기
이행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미련없이 회담을 중단하고 일어서겠다는 굳은 각오와 결단
으로 임해주기 바란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방안의 틀을 제대로 마련해야만
뒤이어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다시한번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 못지않게 북한에 억류중인 대한
민국 국민의 자유 송환문제가 가장 시급한 의제로 다뤄져 북한에 억류중인 우리 국민이
하루속히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미 미국은 억류중인 자국민 송환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일본도 우리 정
부에 일본인 납치문제를 다뤄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런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강제 구금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송환 문제
를 정부가 의제에 포함시켰다는 그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선교사 등 10명 이상의 성직자와
선량한 국민이 강제 납치, 감금되어 있다. 북한 당국은 헐벗고 굶주린 북한동포들을 그
리스도의 사랑으로 돕던 이들 성직자와 선교사에게 간첩혐의를 씌워 불법적으로 억류하
고 있으니 이는 민주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사가 아
니고 무엇이겠는가.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 속에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을 우리
국민의 신음소리를 부디 외면하지 말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 국가의 위상을 온 국민과 세계 앞에 당당히 보여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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