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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봉사단 피살 3년…“가족들 엄청난 몸값 지불, 호화여행·
쇼핑 사실무근”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납치됐던

샘물교회 봉사단원 23명을 구해내기 위해 정부가 아닌

피랍자 가족들이 몸값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피랍사태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23일 “엄청난 금

액을 가족들이 마련했고 막후 협상 때 국가정보원 관계

자가 그 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몸값이 얼마인

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가족들이 대출도 받

고 교회에서도 보탰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

자는 “해당 내용을 함구하도록 국정원 측이 요구한 것으

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피랍자와 그의 가족들은 언급 자체를 회피했다. 몸

값과 관련해서는 당시 탈레반에 희생된 고(故) 심성민씨

의 부친 진표씨에게 교회 측이 지급한 3억원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진표씨는 2008년

7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국내 한 은행으로부터 200억원가량을 빌려 탈레반과 협상을 진행했고,

피랍자 가족 대표와 교회가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은조 샘물교회 목사는 “우리는

국정원에 갚아야 할 돈이 없으며 정부와 우리 사이에 주고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피랍사태 자체가 국가적 보안 사안이며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인

만큼 그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국정원도 당시 관여했던 그 누구도 코멘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봉사단원들을 납치했던 초기 탈레반은 ‘갱단’과 같은 조직에 불과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납치 사실이 알려

지면서 정치세력에 인질로 넘겨졌다.

한편 피랍자들에 따르면 피랍 43일 동안 탈레반 농가와 토굴, 초소 등을 오가며 하루 평균 10∼20차례 이동과

감금을 반복했다. 일부는 극심한 폭행과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호화 여행설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들이 탑승한 대형 버스는 폐차 직전의 벤츠 버스로 에어

컨은커녕 시동도 제대로 걸리지 않는 차량이었다. 납치 직전 쇼핑을 즐겼다는 것도 사실무근이었다. 살아 돌아

온 피랍자 21명 중 14명은 25일 아프간 사태 3주기를 맞아 피랍 당시 소회와 고백을 담은 책을 비매품으로 출간

한다. 당시 유일하게 자녀를 둔 여성 피랍자인 김윤영(38)씨는 피랍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하는 ‘아프가니스탄,

그 50일간의 여정(빛나는 새벽별)’이란 책을 다음달 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말에는 두 희생자 추모관도

교회 내에 건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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