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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1. 귀 기관의 공정무사한 행정을 기원합니다. 

2.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 4월 20일에 임명된 파블로 로드리게스 

바라간 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중대한 인권침해 혐의에 연관된 사실이 드

러났습니다. 2017년까지 41년간 콜롬비아 군사령관을 역임했던 로드리

게스 대사는 군 재직당시 민간인 학살, 인권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사이

버 도청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국제인권단체 및 국내외 언론은 콜롬비아 군부대가 2002년에서 2008년 

게릴라 그룹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umbia, FARC)과의 전쟁 당시 민간인 대상으로 비사법적 살해 행위

에 연루되었으며 로드리게스 대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이러한 혐의에 대하여 외교부는 2018년 5월 2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

해 “콜롬비아의 대사 내정 결정을 존중하며 통상절차에 따라서 아그레망 

절차를 진행했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고 그 결

과를 보고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5.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국제연대위원회는 다음을 

질의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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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인권단체 및 언론이 제기한 혐의에 대하여 지난 5월 2일 이후 외

교부가 파악한 사실 관계는 무엇입니까? 

2) 외교부의 논의 결과 및 조치방향은 무엇입니까? 

6.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을 2002년 11월 8일 국회에

서 비준하였고, 그 이행법률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7. 민변 국제연대위는 콜롬비아 현지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로드리게스 대사

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파블로 로드리게스 바라간 주한 콜롬비

아 대사의 고소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질의에 대한 신속하고 성실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2018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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