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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998년

8월 13일 윤현 씨가 ‘북인권개선을 위한 두 가지 제언’이라는 글을 모 주간지에 기고한 것을 계기로 윤현, 윤우, 김상헌

1월 8일 1997년 2월 4일 중국 상해 공항에서 중국 공안에 잡힌 탈북자 김은철 씨의탄원서를 접수하여

제씨 등이 뜻을 모아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

국제적십자사 방콕사무소로 발송.
5월 19일 중국홍십자사에게 문의, 11월 18일 동 적십자사로부터 1997년 말 단동 부근의 국경에서 북한안전기관에

1995년

넘겨졌다는 소식을 전해옴.

12월 1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 북한인권문제 국제심포지엄에 일본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2월 1일 나우누리의 지원으로 국·영문 홈페이지(www.nkhumanrights.or.kr) 개설.

지키는회’(이하 지키는회) 대표 오가와 하루히사 동경대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 후 윤현 씨와 회동. 그 후 양인 사이에

2월 5일 제5회 학술토론회 개최(주제: 재외탈북자의 인권보호 방안).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국제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협의 진행.

4월 3일 제7회 학술토론회 개최(주제: 북한 억류 한국군 포로의 송환: 법리적 협상론의 한계를 넘어).
4월 중순 본회 대표단이 제네바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담당들과 재중 탈북자문제를 논의.

1996년

6월 4일 스티븐 솔라즈 전 미하원의원·아태소위위원장과 대화모임.

3월 23일 각계 인사 22명을 대표하는 윤현, 윤우, 김상헌, 이호철, 김남식, 윤일재, 고은태,안혁, 김영자 제씨 등이

7월 랠리 다이아몬드 민주주의 저널 편집장이 계간지 민주주의저널(제9권 제3호)에 북한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회동하여 가칭 ‘북한동포의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의 창립을 발기하고, 윤현, 윤우, 안혁

상황을 소개.

제씨를 창립준비 위원으로 선출.

8월 13일 김호씨 수기 <남녘으로 가는 길> 출판기념회.

`5월 4일 인권운동가·지식인·탈북자 등을 중심으로 창립총회 개최. 윤현 씨를 이사장에, 김상헌 씨와 윤우 씨를

10월 요덕정치범수용소 체험자 배OO 씨를 돕기위해 현장활동가 김동식 목사를 통해 생활보조비 6개월분 60만 원과

부이사장에 선출.

이주미용 일부 200만 원을 송금.

5월 11일 시민연합과 일본 지키는회가 연대, 활동한다는 협력관계 각서를 교환, 이때 노벨평화상 수상자 달라이라마가

10월 14~16일 본회 대표단이 폴란드 바르샤바 국회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인권회의에 참가.

축사를 보냄.

●NKHUMANRIGHTS BOOK 1 - Voice From The North Korean Gulag 간행

6월 월간 〈뉴스레터〉창간호 발행.

●NKHUMANRIGHTS BOOK 2 - North Korean Refugees / Defectors 간행.

6월 13일 북한인권 월례회 개시.

12월 10일 제10회 학술토론회 개최(주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7월 재외 탈북동포돕기(북한난민) 캠페인 개시.

1998년 일 년 동안 4,065,555원 모금해 북한난민 구출, 생활보조에 사용.

9월 일본 지키는회와 공동으로 한·영·일 3개 국어로 북한인권 전문 계간지 〈생명과 인권〉 창간.
국내 탈북동포돕기 사업 개시: 김승범 한의원에서 25가구에 무료 진료.

1999년

10월 러시아에 은신 중인 북한난민 리동성 씨에게 매월 생활비 50달러 지원.

1월 23일~3월 27일 북한이탈주민건강상담소 개설.

1996년 한 해 동안 1,561,809원을 모금해 북한난민 구호 등에 사용.

1월 30일 제1기 자원봉사자 연수 교육 실시.
2월 26일 제11회 학술토론회 개최(주제: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 방안).

1997년

3월 30일 시민연합 대표 김명기 교수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2월 5일 2월 북한인권 월례회 개최.

국제적십자위원회를 방문하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22명의 피랍된 한국인의 송환협조 요청 및 재중탈북자

4월 1일 사무실 개설 (서울시 종로구 교북동 10-22 심지빌딩 403호).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

5월 31일 제1회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 학술토론회(이하 학술토론회) 개최

4월 북한이탈주민 아동 청소년을 위한 가정방문 학습지도 개시.

(주제: 재외탈북자에 대한 법적보호의무).

5월 27일 공익기부금 대상단체 지정.

6월 30일 이순옥씨의 수기 〈꼬리 없는 짐승들의 눈빛〉 300권 판매 및 동인에게 요양비 100만 원 지급.

6월 17일 제12회 학술토론회 개최(주제: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 방안).

8월 27일 법인격(사단법인)을 취득.

7월 15~17일 ‘사랑하기를 배우고, 배우기를 사랑하자’는 슬로건 아래 제1회 탈북 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9월 4일 오수룡 씨와 이순옥 씨에게 각각 치료비 50만 원 전달. 나누어 쓰기 운동을 통해 탈북민 25가구에게 가구, 의류,

수련회 개최.

식기류 등 지원 .

8월 7~16일 중국 동북지방에서 재중 탈북동포 실태조사 실시.

9월 20일 시민연합과 지키는회는 중국 공안에 체포당한 리성남과 그 가족 구호를 국제앰네스티와 UNHCHR에 요청.

9월 12일 하나원 주말프로그램 개시.

9월 25일 제3회 학술토론회 개최(주제: 북한인권개선과 NGO의 역할).

11월 15일 시민연합은 러시아국경수비대에 체포된 재외탈북자 7명(남자 5명과 여자 1명, 청소년 1명)에 대해 북한으로

1997년 일 년 동안 2,065,300원을 모금해 북한난민 구호 등에 사용.

송환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옐친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사본을 UNHCR, 국제앰네스티 앞으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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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북한 땅에 인권의 빛을’ 슬로건 아래 제1회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개최(한국 서울) 서울선언 채택 및

2002년

행동강령 선포.

1월 3~23일 탈북 청소년을 위한 제2회 한겨레 계절학교 개설.

1999년 일 년 동안 9,850,851원을 모금해 북한난민 구출, 생활보조, 실태조사 등에 사용.

2월 9~10일 제3회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개최(일본 동경).
3월 21~24일 3월 14일 북한난민 25명이 스페인대사관 진입 후의 중국 상황 조사.

2000년

4월 14~17일 프라하 인권세미나 참석.

1월 8일~2월 19일 제1회 하나원 상주 프로그램 실시.

4월 제1기 북한 인권·난민문제 아카데미 개강.

1~2월 러시아에서 체포당한 탈북자 7명의 강제송환 저지 캠페인 전개.

6월 7일 제20회 학술토론회 개최 (주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접근방법과 전략구도).

3월 25일 제14회 학술토론회 개최(주제: 탈북자 7인 사건의 문제점과 대책).

7월 3일 재중 탈북자 실태 조사 (중국 곤명) 탈북동포 3명(엄마와 딸 2명)을 이주시킴.

4월 5~7일 재중 탈북자의 실태 조사 및 구호품 전달.

7월 4~6일 제4회 탈북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수련회 개최.

4월 29일 탈북자와의 대화 모임 개최.

7월 29일~8월 1일 태국, 라오스, 미얀마 접경지역에서 재외 탈북자 실태조사, MSF(국경없는 의사회)와 공동으로

5월 24일 SBS 문화재단 제정 제1회 모범 사회 활동 대상 수상.

6명의 탈북동포(여성 4명, 아동 1명, 청소년 1명) 이주시킴.

5월 29일 본회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 소재 UNHCHR과 UNHCR을 방문.

9월 7~13일 체코 피플인니드재단 공식초청 프라하 방문, 바츨라프 하벨 대통령 면담, 외교부장관과의 간담회 및

7월 1~3일 제2회 탈북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수련회 개최.

제4회 국제회의 준비모임.

7월 8일 통일부장관 표창 수상.

10월 성남 하나원 분원 수요방문 개시.

7월 15일~8월 19일 제2회 하나원 상주 프로그램 실시.

12월 25일 심장병을 앓고 있는 탈북청소년 2명의 무료 진료 알선.

8월 10~12일 한겨레 청소년 경주문화탐방 실시.

12월 26일 국민포장 수상 .

9월 16일 1:1 가이드결연 활동 개시.

2002년 일 년 동안 29,227,211원을 모금해 북한난민 구출, 생활보조, 실태조사 등에 사용.

10월 27~28일 탈북동포와 함께하는 한겨레 강화도 탐방 실시.
12월 8일 제2회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개최(한국 서울).

2003년

2000년 일 년 동안 8,759,080원을 모금해 북한난민 구출, 생활보조, 실태조사 등에 사용.

1월 4~24일 탈북청소년을 위한 제4회 한겨레 계절학교 개설.

2001년

3월 5~7일 피플인페릴 초청 북한인권시민연합 대표단 슬로바키아 방문.

3월 2~4일 제4회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개최(체코 프라하).
1월 제3회 하나원 상주프로그램 6주간 실시.

4월 5~18일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 대표단 파견·로비활동.

1월 31일 이메일 통신 Friends Network News - North Korea (FNN) 창간.

4월 제4기 북한 인권·난민문제 아카데미 개강.

2월 하나원 주말(1박 2일) 프로그램을 토요방문으로 변경.

4월 25일 탈북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세미나 개최.

3월 23일 본회 명칭 변경: 북한동포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시민연합에서 북한인권시민연합으로 바꿈.

5월 27일 탈북 국군포로 2명과 그 가족이 구호를 요청, 통일부로 공문발송(1개월 후 입국.)

3월 24일 자원봉사자와 탈북아동, 청소년이 함께하는 하나되는 나들이 개시.

5월 27일 2003년 대학방문인식교육 프로그램(UAP) 개시.

5월 10일 제17회 학술토론회 개최(주제: 유엔과 북한인권;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의 2차 정기보고서 분석).

7월 4~6일 제5회 탈북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수련회 개최.

7월 12~14일 제3회 탈북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수련회 개최.

7월 12~17일 태국 라오스 미얀마 접경지역에서 재외 탈북자 실태조사 실시.

8월 3~23일 계절형 대안학교인 탈북 청소년을 위한 제1회 한겨레 계절학교 개설.

7월 16일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 제정 2003년도 민주주의상 수상.

10월 10일 미얀마 국경 간수 김영기 씨로부터 3명의 탈북자 호소문 접수, 그 호소문과 함께 탈북자 보호요청공문을

11월 12~27일 MSF와 공동으로 재중 탈북동포 2명(엄마와 아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킴.

통일부, 외교통상부로 발송. (2002년 6월 1일 3인 입국)

12월 5일 제23회 학술토론회 개최(주제: 북한난민 대량발생사태의 대응방안).

11월 2일 탈북동포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12월 26일 국회의장 감사패 수령.

12월 7일 제19회 학술토론회 개최(주제: 북한인권개선운동의 의의.

2003년 일 년 동안 23,070,000원을 모금해 북한난민 구출, 생활보조, 실태조사 등에 사용.

2001년 일 년 동안 14,542,060원을 모금해 북한난민 구출, 생활보조, 실태조사 등에 사용.
2004년
1월 3~20일 탈북청소년을 위한 제6회 한겨레 계절학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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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3월 2일 제5회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개최(폴란드 바르샤바).

5월 9~11일 제7회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 개최(노르웨이 베르겐).

4월 제7기 북한 인권·난민문제 아카데미 개강.

6월 21~23일 제2기 탈북대학생 지도자 교육 실시.

4월 1~18일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 대표단 파견·로비활동.

7월 12일 김철웅 홍보대사 위촉식 및 연주회 개최.

●북한인권보고서-PRISONERS OF THEIR OWN COUNTRY-발간(영문).

7월 12~14일 제8회 탈북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수련회 개최.

5월 8일 제24회 학술토론회 개최(주제: 2004 유엔북한인권결의 실현 방안).

7월 26일 재중 현장 활동가 최영훈 씨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 실시(11월 29일 석방).

7월 1~3일 제6회 탈북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수련회 개최.

9월 1일 1987년 납북되어 수성교화소에 수감된 임국재 씨 구출 캠페인 실시.

7월 22일 재중탈북자 김OO를 UNHCR 북경사무소에서 보호받도록 조치.

9월 14일 국제인권단체와 유엔안보리에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연대청원 제출.

8월 2~21일 탈북 청소년을 위한 제7회 한겨레 계절학교 개설.

11월 7일 방콕 이민국 수용소 방문 보고서를 UNHCR, UNHCHR 방콕사무소 및 한국 외교통상부 앞으로 발송.

8월 27일 8월 월례간담회 개최(주제: 유럽의 지역인권보호체계와 그 아시아적 함의).

12월 13일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및 기념식 개최.

8월 탈북민 진경숙·신정애 가족사건으로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반(WGEID)과 논의.

2006년 일 년 동안 12,158,171원을 모금해 북한난민 39명(13명 직접지원, 26명 간접지원)의 구출과 생활보조 및

11월 6~11일 영국의회에서 북한인권·난민문제 청문회 실시 및 국제반노예연대, 케스턴 연구소, 국제앰네스티 등 방문.

실태조사 등에 사용.

11월 23일 11월 월례간담회 개최(주제: 북한 내 아동권리 실태).
12월 10~16일 본회 대표단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인권영화제”에 참가.

2007년

12월 재중 탈북동포 4명(엄마와 딸 셋)을 UNHCR 북경사무소에서 보호 받도록 조치.

1월 18일 국군포로 가족 5명 보호요청, 국방부와 연결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킴.

2004년 일 년 동안 25,945,869원을 모금, 북한난민 12명 구출, 생활보조, 실태조사 등에 사용.

1월 22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힌 무국적 탈북자 김천일 씨를 위한 캠페인 개시 .
3월 6일 탈북여성 4명(35세 2명, 25세 1명, 18세 1명)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킴.

2005년

5월 2일 북한고문실태보고서 「고문의 공화국, 북한」국·영문 발간 및 외신기자 회견.

2월 14~16일 제6회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개최(한국 서울).

6월 7일 납북자 1인 국내입국 지원요청, 15일 한국 입국.

2월 17~18일 제1회 청년인권활동가 워크숍 개최.

6월 19일 탈북청소년돕기 호주 후원회 후원금(1,300만원) 전달식.

3월 26~30일 동남아시아에서 재외 탈북자 실태조사 실시.

6월 25~27일 제3기 탈북대학생 지도자 교육 실시.

3월 29일~4월 8일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대표단 파견·로비활동.

7월 11~13일 제9회 탈북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자수련회 개최.

4월 22일 4월 월례간담회 실시(주제: 미국 북한인권법의 전망과 의의) .

7월 22일 북한에서 공개처형위기에 처해있는 손정남 살리기 서명운동 실시.

5월~8월 영국의 국제반노예연대와 공동으로 탈북 여성의 강제송환을 막는 캠페인 실시.

8월 15일 통일 꿈나무 육성기금 마련을 위한 뷰티풀드림콘서트 개최(이화여대 김영의 홀).

6월 3일 제26회 학술토론회 개최(주제: 북한인권 개선 운동의 향후 방향 및 전략) .

8월 1~18일 탈북청소년을 위한 제13회 한겨레계절학교 개설.

6월 23~24 제1기 탈북대학생 지도자 교육 실시.

9월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난민 구호활동가 유상준 씨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7월 7~9일 제7회 탈북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수련회 개최.

12월 2~4일 태국에서 재외탈북자 실태조사 및 방콕 이민국수용소와 깐자나부리 이민국수용소에 담요 각 1,000장,

7월 10~18일 제33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EW)에 대표단 파견·로비활동.

150장 전달.

8월 1~20일 탈북청소년을 위한 제9회 한겨레 계절학교 개설.

12월 10일 경인발전연구원과 공동정책심포지엄 개최. (주제: 기로에 선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

9월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 개최(주제: 이제는 북한인권을 말해야 한다).

2007년 일 년 동안 32,637,012원의 모금으로 북한난민 59명(남성 7명, 여성 15명, 간접지원 37명)을 구출, 은신처 지원,

11월 3일 유엔총회에 상정된 대북결의안을 지지하는 서한 155통을 각국대표 앞으로 발송.

구호물품과 아동을 위한 도서 전달.

11월 10일 비팃 문타폰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면담, ‘7인 탈북자 강제송환. 재조명’ 보고서 전달.



2005년 일 년 동안 25,448,291원을 모금, 북한난민 23명(13명 직접지원, 10명 간접지원)의 구출, 생활보조 및 실태조사

2008년

등에 사용.

1월 22~23일 제8회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개최(영국 런던 채텀하우스).
3월 1일 하나되는 나들이 실시(문화체험).

2006년

4월 23일 재중 탈북 모자 긴급구호캠페인으로 6월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킴.

1월 3~22일 탈북청소년을 위한 제10회 한겨레 계절학교 개설.

6월 6일 L4 축구팀 창단.

5월~7월 재중탈북동포 9명(여성)을 UNHCR 북경사무소에서 보호 받도록 조치.

6월 17일 제30회 학술토론회 개최(주제: 북한의 인권: 종교의 자유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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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28일 제4기 탈북대학생 지도자 교육 개최.

6월 14일 국제단체들과 북한인권상황 공동서한 발송.

7월 2일 UNHCHR 한국·북한 담당자 모린 테오(Maureen Teo)와 NGO 간담회.

6월 23~26일 제6기 탈북대학생 리더십캠프 개최.

7월 9~11일 제10회 탈북동포돕기 자원봉사자 수련회.

7월 19~21일 제1회 고등학생 자원봉사자 수련회 개최.

7월 28일~8월 9일 부산 탈북청소년을 위한 한겨레 계절학교 개설.

8월 3~9일 탈북청소년을 위한 제19회 한겨레 계절학교 개설(역사·향토문화 탐방).

7월 15일 미얀마에서 잡혀 중국으로 추방당한 탈북난민 11명에 대한 보호요청 탄원서를 외교통상부 앞으로 발송

8월 15일 제4회 탈북청소년 돕기 뷰티풀드림콘서트 개최(고려대 인촌기념관).

(11월 한국입국).

8월 19~22일 제10회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개최(캐나다 토론토).

8월 15일 탈북청소년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뷰티풀드림콘서트 개최.(고려대 인촌기념관)

10월 9~10일 남북 청소년 하나되는 나들이 실시(1박 2일 농촌체험).

12월 1일 유엔아동권위원회 앞으로 북한아동권 대체보고서 제출.

10월 17~20일 제네바 상주 외교관 대상 로비활동.

12월 18~20일 재외탈북난민구호기금 마련을 위한 “CARE for NK” 거리 캠페인 실시.

11월 20일 자기관리와 발표력 향상을 위한 탈북대학생 리더모임 실시.

2008년 일 년 동안 12,389,520원의 모금으로 북한난민 32명(남성 4명, 여성 4명, 간접지원 24명)의 구출과 은신처 지원,

11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학술토론회 개최.(주제: 북한인권의 현황과 국제캠페인 전략)

필요 의류와 구호물품을 전달.

2010년 일 년 동안 29,734,308원의 모금으로 북한난민 18명(여성 7명, 남성 3명, 아동 5명, 간접지원 3명) 구출 및
은신처 지원.

2009년
1월 19~24일 제50차 유엔아동권위원회 로비활동 참가.

2011년

1월 30일 북한아동실태보고서 「왕이라 불리는 아이들」 국·영문 발간.

1월 3~17일 탈북청소년을 위한 제20회 한겨레 계절학교 개설.

1월 31일 하나원 방문 프로그램 재개.

2월 16일 남북 청소년 하나되는 나들이 실시(문화교류 및 인식교육).

3월 20~21일 제9회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개최(호주 멜버른).

3월 10일 캐나다정부 제정 제1회 존 디펜베이커 인권·자유 수호자상 수상.

4월 20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 제출을 위한 북한인권실태 NGO

3월 14일 제16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상황 보고회에서 코넥타스(Conectas)와 공동의견 발표.

대체보고서 작성.

3월 17일 북한이탈주민 남한 정착실태와 북한 여성폭력실태에 관한 국·영문 보고서 간행 및 발표회.

6월 25~30일 제5기 탈북대학생 지도자 교육 실시.

5월 4일 창립 15주년기념 및 캐나다정부제정 존 디펜베이커 인권·자유 수호자상 수상 축하 기념식 개최.

7월 8~10일 제11회 탈북동포돕기 자원봉사자 수련회 개최.

6월 28~30일 제7기 탈북대학생 지도자 교육 실시.

7월 16~8월 13일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 유성진 씨 석방 위한 서명캠페인 실시.

7월 11~13일 제13회 탈북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수련회 개최.

8월 3~18일 탈북청소년을 위한 제17회 한겨레계절학교 개설.

7월 20~22일 제1회 북한인권청소년 워크숍 개최.

8월 15일 제3회 뷰티풀드림콘서트 개최(이화여대 ECC삼성아트홀).

8월 27일 제5회 탈북청소년 돕기 뷰티풀드림콘서트 개최.(경기도 아람누리음악당)

9월 「정치범수용소·고문·여성·아동」북한인권 브리핑 영문보고서 간행.

9월 19일 제34회 학술토론회 개최(주제: 민간인 납북자문제의 국제공론화 방향과 전략).

9월 9일 탈북 대학원생·대학생·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 개시.

10월 공군작전사령부 장교 160명 대상 북한인권·안보교육 실시.

9월 15일 하나되는 나들이 실시(경기여고 인식개선교육).

11월 1일 외신기자회견 개최(주제: 재중 탈북난민문제 해결 방안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10월 5~9일 스위스 제네바 주재 각국 유엔 대표부에 대한 NGO 로비 및 브리핑.

11월 12일 시간 및 자기관리를 위한 탈북대학생 리더모임 실시.

10월 19일 주한 영국대사관 주한 외교관 대상 북한인권실태 브리핑.

11월 23일 제11회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개최(스위스 제네바).

12월 7~8일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대상 UPR 심의 관련 로비활동.

12월 27일 제3회 남·북한출신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보고회 개최.

2009년 일 년 동안 14,474,370원의 모금으로 탈북난민 25명(여성 2명, 아동 3명, 간접지원 20명)의 구출과 은신처 지원.

2011년 일 년 동안 49,769,811원의 모금으로 탈북난민 27명(여성 19명, 남성 3명, 아동 5명)을 구출과 두 곳의 은신처
지원, 필요 의류 전달.

2010년
1월 4일~18일 탈북청소년을 위한 제18회 한겨레 계절학교 개설.

2012년

1월 15일 탈북 아동·여성을 돕기 위한 생명·인권·나눔·희망의 신년자선음악회 개최, 북한난민구호사업단 구성.

1~12월 탈북대학(원)생 8명, 탈북청소년 5명, 취업생 1명, 일가족 4명에게 장학 지원.

3월 13일~20일 제13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위한 로비활동.

1월 2~16일 탈북청소년을 위한 제22회 한겨레 계절학교 개설.

5월 14일 OHCHR 북한담당관 Laurent Meillant과의 NGO 간담회.

1월 6일 북한인권 후원자인 고 바츨라프 하벨 체코 대통령 추모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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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인사이드 캐나다탈북자영어프로그램 개설 협약 체결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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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UPR을 위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NGO리포트를 유엔에 제출.

2월 16일 칼 거쉬먼 NED 회장, 흥인장 수상 기념 축하회를 국내 12개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

9월 30일 WGEID 앞으로 납북가족 8건 진정서 제출.

2월 23일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캠페인.

10월 16일 제7회 탈북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뷰티풀드림콘서트 개최(예술의 전당).

3~12월 WGEID에 진정서 10건 제출.

11월 27일 오산 미공군 부대에서 북한인권인식교육 진행(500여명 참석).

3월 13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NGO 병행미팅 개최.

2013년 일 년 동안 111,436,000원의 모금으로 탈북난민 50명(여성 27명, 남성 6명, 청소년 6명, 아동 9명, 유아 2명)의

4~9월 공군 격·오지부대 59곳 4,200여 명 대상으로 북한인권교육 실시.

구출과 은신처 지원, 필요 의류 등 전달.

4월 11~16일 독일 베를린과 코트부스에서 북한인권 캠페인 실시.
4월~11월 탈북대학생 리더 모임 실시.

2014년

6월~12월 경기도 안성소재 하나원에서 아동을 위한 토요방문프로그램 개시.

1월 6~22일 탈북청소년을 위한 제25회 한겨레 계절학교 개설.

경기도 양주소재 하나원 분원에서 성인 남성을 위한 영어교육 개시.

1~3월 제네바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활동 보조, 자문 및 북한인권 로비활동.

6월 27~30일 제8기 탈북대학생 지도자 교육 실시.

1월 21일 강제실종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주제: 아시아에서의 강제실종 납치): 연대, 전략 그리고 해결방안).

8월 6~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북한인권캠페인 및 로비활동.

2월 4~10일 유엔 병행미팅 개최 및 WGEID 회의 참석.

9월 아시아태평양난민권리네트워크, 비자발적실종반대아시아연합, 강제적실종반대국제연합 등 세 개의 국제

3~12월 남북한출신대학생 리더모임 진행(독서토론).

연합단체에 가입.

3월 15~18일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로비활동 및 병행 미팅 개최.

11월 21일 강제실종에 관한 국제회의(주제: 한국과 필리핀에서의 납치 사례: 국내 및 국제적 해결 전략).

4~12월 탈북청소년 대상 진학·진로프로그램 진행.

12월 3~4일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의 미팅 및 각국

4월 8~12일 북한 UPR 전 브리핑 진행.

대표부 외교관, WGEID 담당자와 미팅.

4월 28일~5월 2일 “말을 빼앗긴 사람들을 위한 외침”을 주제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회 북한인권주간 개최.

12월 10일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본 북한어린이들의 생활 그림 공모전시상 및 전시회 개최.

5월 UPR을 위해 북한인권상황을 다룬 보고서를 UNHCHR에 제출.

12월 27일 제3회 남·북한출신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UCC 상영 보고회 개최.

7월 3~24일 제10기 남북대학생 리더십 프로그램을 워싱턴에서 진행(미국 카슴과 공동주최).

2012년 일 년 동안 63,705,835원의 모금으로 탈북난민 35명(여성 18명, 남성 4명, 청소년 5명, 아동 7명, 유아 1명)의

7월 24~26일 제4회 북한인권 청소년워크숍 개최.

구출과 은신처 지원, 약품과 의류 전달.

7~12월 WGEID에 납북가족 진정서 15건 제출.
8월 6~11일 ‘꽃제비 날다’멀티미디어 전시회 개최(서울 갤러리 이즈).

2013년

8월 26일 탈북청소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뷰티풀드림콘서트 개최(고려대 인촌기념관).

1월 7~23일 탈북청소년을 위한 제24회 한겨레 계절학교 개설.

10월 20~2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특별회의 개최 및 북한인권 옹호활동 진행.

1월 14일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가 북한에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성명서 발표.

11월 4~15일‘꽃제비 날다’ 멀티미디어 전시회와 인식교육 실시(부산 스페이스 움).

1월 16일 북한인권 인식제고 및 북한난민 구호기금 마련을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개시.

2014년 일 년 동안 124,532,367원의 모금으로 북한난민 50명(아동 8명, 청소년 7명, 여성 29명, 남성 6명)의 구출과

3월 11~15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22차회기 NGO병행 미팅 개최.

은신처 지원, 필요 의류와 약품 등 전달.

4월 20일 탈북청소년 진학·진로 프로그램 개시.
5월 29~30일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탈북 청소년 9명에 대해 외교부와 주한라오스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2015년

개최.

1~12월 탈북대학생 13명, 일가족 4명에게 장학 지원.

6월 6~20일 ‘탈북고아 9명 살리기 캠페인, 여러분의 서명이 대통령께 전달됩니다!’서명운동 진행.

1월 5~21일 탈북청소년을 위한 제26회 한겨레 계절학교 개설.

6월 28일 북한인권브리핑보고서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여성인권 실태> 간행 및 발표회.

2월 7~9일 방콕에서 개최된 비자발적실종반대아시아연합(AFAD) 위원회 모임 참가.

7월 1~22일 제9기 탈북대학생 리더십 캠프, 워싱턴에서 진행(미국 카슴과 공동주최) .

3~12월 남북한출신대학생 리더모임 진행.

7월 24~26일 제3회 북한인권 청소년 워크숍 개최.

3월 30일 로디 엠브레흐츠(H.E Lody Embrechts) 주한네덜란드 대사 내방.

8월 12~13일 거제도에서 납북자 관련 유엔 북한조사위원회(COI) 활동 보조.

4월 탈북청소년 대상 진학·진로프로그램 진행.

8월 14일 Global giving에서 $5,000 이상을 모아 정식 멤버가 됨.

5월 8~18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북한난민 구출을 위한 모금활동 실시.

9월 14일 L4 축구팀 제5회 우양배 통일축구대회 참가.

5월 29~31일 북한아동실태와 납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통일박람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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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도전을 주제로 제13회 국제회의 개최(오스트리아

1994

잘츠부르크),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잘츠부르크 성명서 발표.

August 13 | - A column by Rev. Hyun Yoon entitled “Two Proposals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motivates

6월 10~15일 북한난민의 힘겨운 여정을 다룬 ‘판옵티콘을 넘어서’ 전시회 개최.

Woo Yoon, Sang-hun Kim and others to discuss building an international network and advocacy movement for North

7월 3~25일 제11기 남북대학생 리더십 프로그램을 워싱턴에서 진행(미국 카슴과 공동주최).

Korean human rights.

11일 마이클 댄비 호주 국회의원 내방.
7월 북한난민의 구호기금 마련을 위한 달리기 실시.
7월 29일 강제실종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주제: 강제실종(납치): 북한/한국을 위한 교훈).
9월 8일 탈북청소년과 동행하는 제9회 뷰티풀드림콘서트 개최(세종문화회관 대극장).
9월 15~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반둥에서 제2회 북한인권주간 행사 개최.

1995
December 15 | - Rev. Benjamin Hyun Yoon meets with Professor Ogawa Haruhisa of Tokyo University and President
of The Society to Help Returnees to North Korea to further discuss an international network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12월 WGEID에 납북가족 진정서 11건 제출.

1996

2015년 일 년 동안 252,330,863원의 모금으로 북한난민 112명(아동 23명 (남 12, 여 11), 청소년 7명(남 2, 여 5),

March 23 | - Hyun Yoon, Woo Yoon, Sang-hun Kim, Ho-cheol Lee, Nam-sik Kim, Il-jae Yoon, Eun-tae Ko, Hyok Ahn,

여성 66명, 남성 16명)의 구출과 은신처 지원, 필요의류 등 전달.

Young-ja Kim found the Citizens’ Alliance. Benjamin Hyun Yoon, Woo Yoon and Ahn Hyuk are elected members of the
arrangement committee.
May 4 | - Ninety-five members, composed of human rights activists who founded and led the Amnesty International
Korea Section, academics, and North Korean resettlers, participate in the inaugural assembly. Benjamin Hyun Yoon is
elected Chair and Sang-hun Kim and Woo Yoon are elected Vice-chairs.
May 11 | - NKHR and The Society to Help Returnees to North Korea, of Japan, sign The Memorandum of Solidarity,
Networking, and Cooperation.
- The Dalai Lama, Nobel Peace Prize Laureate, sends a congratulatory remark to NKHR and The Society.
June | - The first monthly domestic newsletter is published.
June 13 | - NKHR hosts a monthly meeting for learning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July | - NKHR initiates a campaign for helping overseas North Korean refugees.
September | - The 1st issue of Life & Human Rights, NKHR’s quarterl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published in 3
languages, Korean, English and Japanese, in cooperation with The Society to Help Returnees to North Korea.
- A program to support North Korean refugees with free medical assistance is launched and provided to 25 households at
the Seung-bum Kim oriental medicine clinic.
October | - Dong-sung Lee, a North Korean refugee in hiding in Russia, is provided with USD 50 per month.
In 1996, rescue funds totaling USD 1,301 are used for overseas North Korean refugees.
1997
February 5 | - NKHR holds a monthly meeting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pril 1 | - The NKHR office opens in Gyobuk-dong, Jongno-gu, Seoul.
May 31 | - The 1st Academic Symposium on Life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s held on "Legal Obligations to
Protect North Korean Refugees Abroad"
June 30 | - Three hundred copies of the essay "The Eyes of the Beast Without a Tail", written by Sun-ok Lee, are sold.
- KRW 1,000,000 is provided to North Korean refugees for medical expenses.
August 27 | - NKHR acquires legal status as a non-profit civic organization after receiving approval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September 4 |- Su-ryong Oh and Sun-ok Lee are given KRW 500,000 for medical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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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haring Movement for North Korean New Settlers is started; furniture, clothes, and kitchen utensils are collected

Refugees, and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n Geneva.

and distributed to 25 households.

April | - NKHR initiates a home visiting program for North Korean children and youth.

September 20 | - A rescue request is submitted to Amnesty International and the UNHCHR on behalf of Sung-nam Lee

May 27 | - NKHR is designated and licensed as a public fundraising organization.

and his family who were arrested by the Chinese police.

June 17 | - The 12th Academic Debate is held on "Planning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North Korean Human

September 25 |- The 3rd Academic Debate is held on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he Role of NGOs"

Rights Issue."

In 1997, rescue funds in the amount of USD 1,721 are used for overseas North Korean refugees.

July 15~17 | - The 1st Training Camp for Volunteers to help North Korean resettlers is held.
August 7~16 | - NKHR conducts a field investigation in the northeast region of China.

1998

September 12 | - Weekend Hanawon Programs begin.

January 08 | - Jae-won Kim files a petition letter requesting the release of Eun-chul Kim, who was caught by the Chinese

November 15 | - A letter of appeal is sent to President Boris Yeltsin of Russia with regards to the seven North Korean

police in Shanghai, China on 4 January, 1997.

defectors arrested by the Russian border patrol. The case is also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UNHCR, UN OHCHR,

- The petition letter is sent to the Bangkok office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on 28 March and a reply is received on 19

and Amnesty International.

May indicating that the IRC placed a request with China Radio International.

December 1~3 | -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Refugees is held in Seoul,

- IRC is informed on November 18 that Eun-chul Kim was sent to the North Korean security agency near the border at

Korea; the Seoul Declaration and a plan of action are announced.

the end of 1997.

In 1999, rescue funds totaling USD 5,913 are used for overseas North Korean refugees.

February 01 | - NKHR’s webpage (www.nkhumanrights.or.kr) is established and available in both Korean and English.
The site is provided for free by Nownuri and valued at approximately KRW 7,000,000.

2000

February 05 | - The 5th Academic Symposium is held on "Planning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North

January 8~February 19 | - The 1st Education Program begins at Hanawon.

Korean Refugees."

January~February | - A campaign is launched to stop the enforced repatriation of seven North Korean refugees arrested

April 03 | - NKHR holds the 7th Academic Symposium.

in Russia.

Mid-April | -The issue of North Koreans in China is discussed with OHCHR in Geneva.

March 25 | - The 14th Academic Debate is held on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in the Case of Seven Refugees.”

July 04 | - NKHR holds a meeting with former Congressman and Asia-Pacific subcommittee chair, Stephen J. Solarz.

April 5~7 | - NKHR conducts a field investigation in China and delivers relief goods.

July | - Larry Diamond writes about North Korean political prison camps and education centers in Journal of Democracy

April 29 | - A meeting is held to communicate with North Korean refugees.

Volume 9.

May 24 | - The SBS Foundation awards NKHR the grand prize for Model Social Activities.

August 13 | - NKHR holds a party in celebration of the publication of Ho Kim’s memoir Road to the South.

May 29 | - NKHR representatives visit the Office of the UNHCHR and the UNHCR in Geneva.

October | - NKHR receives information on Mr. Bae, a North Korean resettler from Yodok prison camp.

July 1~3 | - The 2nd Training Camp for Volunteers to help new North Korean settlers is held.

- Mr. Bae is referred to NKHR by Pastor Dong-sik Kim and receives KRW 2,600,000 for living expenses.

July 8 | - NKHR is awarded a Ministry of Unification Commendation by Minister Park Jae Kyu.

- NKHUMANRIGHTS BOOK 1: Voices from the North Korean Gulag is published.

July 15~August 19 | - The 2nd Education Program begins at Hanawon.

October 14~16 | - NKHR participates in the 3rd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ference in Warsaw, Poland.

August 10~12 | - Hangyoreh youth visit Gyeongju cultural heritage sites.

December 10 | - The 10th Academic Symposium is held on the 5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September 16 | - The One to One Mentor Program launches.

Rights.

October 27~28 | - The Hangyoreh Visit to Kanghwa Island event is held with new North Korean resettlers.

- NKHUMANRIGHTS BOOK 2: North Korean Refugees/Defectors is published.

December 8 | -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Refugees is held in Seoul.

In 1998, rescue funds in the amount of USD 3,387 are used for overseas North Korean refugees.

In 2000, rescue funds totaling of USD 7,299 are used to support daily life and survey North Korean refugees abroad.

1999

2001

January 23~March 27 | - A health check-up and consultation office for new North Korean resettlers is established in

January | - The 3rd Education Program begins at Hanawon.

Nowon-gu Health Centre, Seoul.

January 31 | - NKHR publishes its first weekly English e-mail newsletter, “Friends Network News (FNN).”

January 30 | - The 1st Training Course for Volunteers to help new North Korean resettlers is held.

February | - The Hanawon Weekend Program becomes the Hanawon Saturday Program and provides extra-curricular

February 26 | - The 11th Academic Debate is held on "Developing Measures for North Korean Refugees Settling in

activities for North Korean children and youth.

South Korea.

March 23 | - NKHR changes its name to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March 30 | - NKHR visits 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March 24 |- Excursion programs with North Korean youth and volunteers 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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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0 | - NKHR holds the 17th Academic Debate on “The UN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analysis on the

April 25 | - Democracy and Civic Education sessions are held for North Korean youth.

second periodic report submitted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Council.”

May 27 | - Two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 and their families request assistance. A memorandum is sent to the

July 12~14 | - The 3rd Training Camp for Volunteers to help new North Korean settlers is held.

Ministry of Unification and they arrive in South Korea one month later.

August 3~23 | - “Hangyoreh Seasonal School” first opens.

May 27 | - The 2003 University Awareness Program begins.

October 10 | - The appeals of three North Korean refugees are received from border guard, Young-ki Kim. The appeals

July 4~6 | - NKHR hosts the 5th Training Camp for Volunteers.

and a memorandum are then sent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o request

July 12~17 | - Field investigations are conducted in the border areas of Thailand, Laos and Burma.

protection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they enter Korea on 1 June, 2002.

July 16 | - Rev. Benjamin Hyun Yoon and NKHR are awarded the Democracy Award by the National Endowment for

November 2 | - NKHR holds a convention for volunteers working with North Korean resettlers; approximately 300

Democracy.

participants representing 11 organizations attend.

November 12~27 | - NKHR and MSF move two North Korean refugees (a mother and son) to a safe place.

December 7 | - NKHR organizes the 19th Academic Debate on "The Significance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December 5 | - The 23rd Academic Debate is held on "Countermeasures on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Movement."

December 26 | - A Plaque of Gratitude is awarded to NKHR by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Kwan-Yong Park.

A total of USD 12,118 in rescue funds are used to support daily life and surveys of North Korean refugees abroad in 2001.

USD 19,225 in rescue funds support the daily lives of North Korean refugees abroad in 2003.

2002

2004

January 3~23 | - The 2nd Hangyoreh Seasonal School opens.

January 3~20 | - The 6th Hangyoreh Seasonal School for North Korean Youth is held.

February 9~10 | -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Refugees is held in Tokyo,

February 29~ March 2 | -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Refugees is held in

Japan.

Warsaw, Poland.

March 21~24 | - NKHR investigates the situation in China after twenty-five North Korean refugees enter the Spanish

April | - NKHR holds the 7th Academ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Refugees.

embassy.

April 1~18 | - NKHR representatives participate in the 60th session of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lobby

April 14~17 | - NKHR representatives participate in the Prague Human Rights Semina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pril | - The 1st Academ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Refugees is held.

May 8 | - The 24th Academic Debate is held on “Developing a Plan for Keeping the 2004 UN Resolution on North

June 7 | - The 20th Academic Debate is held on “Strategies and Approaches to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Korean Human Rights.”

July 3 | - NKHR conducts a field investigation in Kunming, China and rescues three North Korean refugees, a mother

July 1~3 | - The 6th Training Camp for Volunteers.

and her two daughters.

July 22 | - A North Korean refugee in China is taken to UNHCR Office in Beijing for protection.

July 4~6 | - The 4th Training Camp for Volunteers is held.

August 27 | - The August Regular Meeting is held on “The European System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Asia and its

July 29~ August 1 | - NKHR investigates the Thailand, Laos, and Burma border areas;

Implications.”

NKHR and MSF transport six North Korean refugees (four women, one child, and one teenager) to a safe place.

August | - NKHR discusses North Korean refugees issues with the UN Working Group on Enforced Disappearance and

September 7~13 | - NKHR visits Prague upon invitation by the People in Need Foundation (Czech Republic), and meets

Arbitrary Detention.

with the President of the Czech Republic, Vaclav Havel.

November 6~11 | - NKHR delegates visit the UK Parliament, Anti-Slavery International, and Keston Research Institute

October | - North Korean women attend NKHR's educational programs at Hanawon's Seongnam branch.

and hold awareness session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refugees.

December 24 | - NKHR receives the Order of Civil Merit medal for activities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society.

November 23 | - The November Regular Meeting’s topic is “The Situation of Child Rights in North Korea.”

December 25 | - Two North Korean youth successfully receive cardio-surgery with funds donated by Hankuk Ilbo.

December 10~16 | - NKHR representatives participate in the Human Rights Film Festival held in Warsaw, Poland.

USD 24,356 spent in rescue funds to support North Korean refugees abroad in 2002.

December | - Four North Korean refugees, a mother and her three daughters, are taken to UNHCR Office in Beijing for
protection.

2003

USD 22,081 in rescue funds are used to support the daily lives of 12 North Korean refugees abroad in 2004.

January 4~24 | - The 4th Hangyoreh Seasonal School for North Korean Youth
March 2~4 | -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Refugees is held in Prague, Czech.

2005

April | - NKHR hosts The 4th Academ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Refugees.

February 14~16 | -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Refugees is held in Seoul,

April 5~18 | - NKHR representatives lobby on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t the

Korea.

59th session of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February 17~18 | - NKHR hosts the 1st Young Human Rights Activists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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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6~30 | - Field Investigation to Southeast Asia
March 29~April 8 | - NKHR representatives participate in the 61st session of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to

2007

lobby on North Korean human right issues.

January 18 | - NKHR requests protection for the five family members of a prisoner of war; they are moved to a safe place

April 22 | - Regular meeting on “Prospect and Significance of the US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by the Ministry of Defense.

May~August | - NKHR runs a campaign calling for an end to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 women in China

January 22 | - NKHR offers support and aid to ‘stateless’ North Korean refugee Chun-Il Kim, detained at the Hwaseong

launched in cooperation with Anti-Slavery International (UK).

Immigration Center.

June 23~24 | - The 1st Leadership Camp for North Korean Youth is held.

March 6 | - NKHR rescues four North Korean refugees, two 35 year olds, one 25, and one 18.

July 7~9 | - The 7th Training Camp for Volunteers to help new North Korean settlers is held.

May 2 | - A press conference is held at the Seoul Foreign Correspondent’s Club on the situation of torture and human

July 10~18 | - NKHR dispatches a delegation to lobby at the 33rd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a report on the subject.

against Women.

June 7 | - NKHR supports an abductee’s arrival in Seoul, South Korea on 15 June.

August 1~20 | - The 9th Hangyoreh Summer School for North Korean Youth is held.

June 19 | - North Korean Youth Development Sponsors of Australia is established and donates KRW 13,000,000 to

September 23 | - An Academic Symposium called “Now, to Speak up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co-

NKHR for educational programs.

organized with the Seoul Bar Association.

June 25~27 | - NKHR holds the 3rd Leadership Camp for North Korean Youth.

November 3 | - NKHR sends a letter to 155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urging support for the Resolution

July 11~13 | - The 9th Training Camp for Volunteers to help new North Korean settlers is held.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which was tabled at the 61st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July 22 | - NKHR launches a petition campaign for North Korean refugee Jung-nam Son, who is at risk of public

Assembly.

execution in North Korea.

November 10 | - NKHR meets with the UN Special Rapporteur and discusses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August 15 | - The Beautiful Dream Concert raises donations for the North Korean Youth Development Fund and is held

during his country visit to Korea.

at Kimyeongui Hall in Ewha Womans University.

USD 25,448 is spent in rescue funds for twenty three North Korean refugees abroad (13 receive direct support, 10

August 1~18 | -- The 13th Hangyoreh Summer School is held.

indirect) in 2005.

September | - NKHR campaigns for the release of Korean activist Sang-jun Yoo who is detained in China.
December 2~4 | - NKHR conducts field investigations in Thailand to assess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2006

remaining there.

January 3~22 | - The 10th Hangyoreh Seasonal School for North Korean Youth is held.

Investigators send out 1,000 and 150 blankets to Bangkok and Kanchanaburi detention centers, respectively.

May~July | - Nine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re taken to the UNHCR Office in Beijing for protection.

December 10 |- A Joint Policies Symposium is held by NKHR and the Kyeongin Development Institute. The topic is

May 9~11 | -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Refugees takes place in Bergen,

"Supporting Resettlement Policy for North Korean Resettlers at the Crossroads."

Norway.

A total of 59 North Korean refugees (fifteen women, seven men, and five teenagers were assisted directly, 37 people

June 21~23 | - The 2nd Leadership Camp for North Korean Youth is held.

indirectly) were rescued using USD 34,357, the funds also provided medicine and clothes.

July 12 | - NKHR designates North Korean resettler, Pianist Cheol-woong Kim, as a Goodwill Ambassador.
July 26 | - NKHR launches a letter-writing campaign urging the release of South Korean activist Mr. Young-hoon Choi

2008

who was arrested in China. (He would be released on November 29, 2006.)

January 22~23 | -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Refugees is held in Chatham

September 1 | - NKHR launches a petition campaign on behalf of abductee Mr. Guk-jae Im who was reported to be

House, London, United Kingdom.

imprisoned in the Susong political prison camp after a failed attempt to escape.

March 1 | - NKHR initiates the “Becoming One Outing” program for cultural experiences.

September 14 | - A joint letter is sent to the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pril 23 | - NKHR launches an emergency relief fundraising campaign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and moves

November 7 | - NKHR visits the UNHCR Southeast Asia Regional Office, meets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them to a safe place in June.

situation of DPRK human rights in Bangkok, and submits a summary report on the condition of the immigration

June 6 | - The L4 (Learn to Love, Love to Learn) soccer team is organized.

detention centers in Bangkok where hundreds of North Korean refugees are detained.

June 17 | - The 30th Academic Symposium on Life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is held on “North Korean

December 13 | - NKHR hosts the 10th Anniversary Academic Symposium and Celebration Dinner, “A Night of

Human Rights: Torture and Freedom of Religion.”

Gratitude.”

June 25~28 | - The 4th Leadership Camp for North Korean university students is held at the Education Center for

USD 12,158 is spent as rescue funds for thirty-nine overseas North Korean refugees (13 receive direct support, 26

Unification.

indirect) in 2005.

July 2 | - NKHR holds a discussion forum with Ms. Maureen Teo from OHCHR in Gen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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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9~11 | - The 10th Training Camp for Volunt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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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medicine and clothes.

July 28~August 9 | - NKHR establishes the Hangyoreh Summer School for North Korean youth in Busan.
July 15 | - A petition letter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s sent to request protection for 11 North Korean

2010

refugees who were deported to China from Myanmar. They enter Korea in November.

January 4~18 | - The 18th Hangyoreh Seasonal School for Young North Korean Re-Settlers is held.

August 15 | - The 2nd Beautiful Dream Concert to raise money for the North Korean Youth Development Fund is held

January 15 | - NKHR organizes The Life, Human Rights, and Hope New Year Charity Concert for North Korean Youth

at Korea University’s Inchon Memorial Hall.

and Women.

December 1 | - NKHR distributes the Alternative Report on the Situation of Rights of Children in the DPRK to the

March 13~20 | - Directors Man-ho Heo and Jae-chun Won, Director General Young-ja Kim, International Campaig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Geneva.

Team head Joanna Hosaniak, and Research Team officer Sang-hee Bang lobby at the 13th UN Human Rights Council.

December 18~20 | - NKHR launches a “CARE for NK” street campaign to raise funds for North Korean refugees.

May 14 | - NKHR meets with 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officer Laurent

A total of 32 North Korean refugees are rescued. 4 women and 4 men are directly assisted, 24 people are indirectly

Meillant at the NKHR office.

assisted using USD 12,389 in rescue funds for North Korean refugees abroad; funds also were used to provide medicine

June 14 | - NKHR sends a joint letter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with national organizations.

and clothing.

June 23~26 | - The 6th Leadership Camp for North Korean College Students.

2009

August 3~9 | - The 19th Hangyoreh Seasonal School for Young North Korean Re-Settlers teaches local history, culture

January 19~24 | - NKHR participates in lobbying activities for the 50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and religion.

July 19~21 | - The 1st High School Volunteer Retreat.

the Rights of the Child.

August 15 | - The 4th Beautiful Dream Concert to raise money for North Korean refugees takes place at Korea

January 30 | - NKHR publishes The Child is King of the Country, a situation report of rights of the child in North Korea.

University's Inchon Memorial Hall.

January 31 | - Weekend Programs at Hanawon are resumed.

August 19~22 | -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Refugees is held in Toronto,

March 20~21 | -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Refugees takes place in

Canada.

Melbourne, Australia.

October 9~10 | - North and South Korean Youth Outing (1 night, 2 days rural experience).

April 20 | - NKHR publishes an NGO Report for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of the UN Human Rights

October 17~20 | - NKHR lobbies in Geneva with diplomats.

Council.

November 20 | - North Korean College Student Leadership Conference held on “Improving Self-management and

June 25~30 | - The 5th Leadership Camp for North Korean Youth is held.

Presentation Skills.”

July 8~10 | - The 11th Training Camp for Volunteers takes place.

November 26 | - Joint Academic Forum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and International Campaign

July 16~August 13 | - NKHR campaigns for the freedom of a South Korean detainee (Seong-jin Yoo) being held at the

Strategy.”

Gaeseong complex in North Korea.

Rescued a total of 25 North Korean refugees (7 women, 3 men, and 5 children directly; 3 people indirectly) using USD

August 3~18 | - The 17th Hangyoreh Seasonal School for North Korean Youth is held.

29,734 in rescue funds for North Korean refugees abroad. Medicine and clothing were also provided.

August 15 | - The 3rd Beautiful Dream Concert to raise funds for the North Korean Youth Development Fund takes
place at the ECC Samsung Art Hall of Ewha Women’s University.

2011

September | - NKHR conducts research and publishes thematic reports for UN Human Rights Council (UNHCR)’s

January 3~17 | - The 20th Hangyoreh Seasonal School for Young North Korean Re-Settlers

Universal Periodic Review(UPR) to be used for lobbying activities.

February 16 | - North and South Korean Youth Outings take place once a month offering cultural experiences and

September 9 | - NKHR establishes the Scholarship Program for North Korean Students.

educational programs for new perspectives.

September 15 | - “Becoming One Outing” Breaking Prejudice Session at Gyeong-Gi Girls’ High School

March 10 | - The Canadian government presents the first annual John Diefenbaker Defender of Human Rights and

October 5~9 | - NKHR lobbies and provides briefing reports to the UN missions of 34 countries.

Freedom Award to Rev. Benjamin Hyun Yoon of NKHR.

October 19 | - Participates in a briefing sess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for the diplomatic

March 14 | - Conectas presents co-published opin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t the 16th North

community held at the British Embassy in Seoul.

Korean Human Rights Council briefing.

December 7~8 | - Participates in the UN Human Rights Council (UNHRC)’s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of

March 17 | - NKHR publishes briefing reports on the status of North Korean resettlers in South Korea and on

North Korea.

developments regarding violence against women in North Korea.

In 2009, a total of 25 North Korean refugees were rescued. 2 women and 3 children are rescued directly; 20 people

May 4 | - NKHR celebrates its 15th anniversary and its receipt of the Canadian government’s first John Diefenbaker

indirectly. USD 10,200 in rescue funds went toward these North Korean refugees abroad, some of which was used to

Defender of Human Rights and Freedom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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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8~30 | - The 7th North Korean College Student Leadership Educational Training.

North Korea, in the form of showing a short film.

July 11~13 | - The 13th North Korean Graduate Student Volunteer Training.

A total of 35 North Korean refugees are rescued: 18 women, 4 men, 5 teenagers, 7 children and 1 baby, using USD

July 20~22 | - The 1st Human Rights Youth Workshop.

57,914 as rescue funds for North Korean refugees abroad. Medicine and clothing were provided in an amount equivalent

August 27 | - The 5th Beautiful Dream Benefit Concert for North Korean Refugees is held at Gyeonggido Goyang

to USD 3,983.

Aramnuri Music Hall.
September 19 | - “The Issue of Civilian Abductees in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Combat Strategies.”

2013

October | - NKHR provides human rights education for 160 Air Force Operations Command security officers.

January 7~23 | - The 24th Hangyoreh Seasonal School for North Korean Youth is held.

November 1 | -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Solving the Refugee Crisis."

January 14 | -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Navi Pillay, releases a statement calling for a special

November 12 | - Leadership experts lecture on self management at the Leadership Conference for North Korean Resettler

investigation into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College students

January 16 | - NKHR starts an online and offline campaign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wareness and funds for

November 23 | -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Refugees is held in Geneva,

refugees.

Switzerland.

March 11~15 | - NKHR organizes a side meeting at the 22nd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and

December 27 | - The 3rd North and South Korean Youth Cultural Exchange event.

attends the 99th meeting of the UN WGEID alongside victims of North Korea's abductions and their families.

Directly rescued a total of 27 North Korean refugees (19 women, 3 men, 5 children), using USD) in rescue funds for

April 20 | - Career counseling program for North Korean youth.

North Korean refugees abroad. Medicine and clothing were also provided.

May 29~30 | - Protests in fron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condemn Laos' decision to repatriate 9 North Korean
teenagers to China.

2012

June 6~20 | - NKHR holds a signature campaign with the slogan, "Your signatures will be delivered to the president to

January~December | - NKHR provides scholarships and financial aid to 1 graduate student, 7 college students, 5 high

save 9 North Korean orphans!”

school students, 1 working professional, and 1 family of four, all from North Korea.

June 28 | - NKHR presents research report titled The Status of Women's Rights in the Context of Socio-economic Changes in

January 2~16 | - The 22nd Hangyoreh Seasonal School for Young North Korean Resettlers.

the DPRK.

January 6 | - Memorial service for Czech President Vaclav Havel.

July 1~22 | - The 9th Washington Leadership Program for North and South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co-

February 14 | - NKHR launches the “Inside Canada” program with the Canadian Embassy.

organized by KASM and Citizens’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February 16 | - Reception honoring NED President Carl Gershman.

July 24~26 | - The 3rd North Korean Human Rights Workshop for South Korean High School Students.

February 23 | - NKHR campaigns outside the Chinese Embassy in Seoul to protest China's enforced repatriation of

August 12~13 | - Field visitt to Geoje Island to research and interview families of abduction victims.

North Korean refugees.

August 14 | - NKHR is accepted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Global Giving website after rasing more than five

March – December | - NKHR submits 10 cases to the United Nations Working Group on Enforced Disappearances.

thousand dollars in the Global Giving Challenge.

March 13 | - Organizes side meeting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t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September 14 | - NKHR participates in the 5th Soccer Tournament hosted by Wooyang Foundation as Team L4.

April~September | - NKHR travels to 59 Korean Air Force bases around the country giving lectures on North Korean

September 16 | - NKHR submits an NGO report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and security. Over 4,200 air force members attend the lectures.

for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April 1~16 | - North Korean human rights campaign in Berlin and Cottbus, Germany.

September 30 | - NKHR petitions for the return of 8 fishermen who were abducted to North Korea, including Kyeong-

April~November | - Leadership training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from North Korea is held.

chun Yoo, to the UN WGEID.

June | - NKHR and four volunteers start visiting a second Hanawon complex in Anseong every Saturday.

October 16 | - The 7th Annual Beautiful Dream Concert to help North Korean youth in South Korea is held at the Seoul

June 27~30 | - The 8th Leadership Training for College Students from North Korea is held.

Arts Center.

August 6~13 | - NKHR holds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lobbying meetings in

November 27 | - NKHR organizes a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gram for members of the US Air Force at Osan Air

Jakarta, Indonesia.

Base. (500 people participated)

November 21 | - International Seminar on “Cases of Abductions in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Domestic and

Directly rescued a total of 50 North Korean refugees (27 women, 6 men, 6 teenagers, 9 children and 2 babies) using USD

International Resolution Strategies” is held by NKHR

95,000 as a rescue fund for North Korean refugees abroad. Medicine and clothing were also provided.

December 10 | - NKHR awards and exhibits paintings on the lives of North Korean youth received through the UN
Childre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mpetition

2014

December 27 | - A briefing session is hosted at the third cultural exchange program among teenagers from South and

January 6~22 | - The 25th Hangyoreh Seasonal School for North Korean Youth is 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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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March | - Activities in Geneva Related to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for the DPRK (COI) and lobbying

May 29~31 | - NKHR organizes an exhibition and campaign about children in North Korea, “Kkotjebi in Bloom,”and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bout South Korean citizens that were abducted and forcibly disappeared by North Korea.

January 21 | - NKHR and the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 organize an International

June 2~6 | - NKHR organizes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in Salzburg, Austria to address challenges and the

Conference on “Enforced Disappearances in Asia: Federation, Strategies, and Solutions.”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arding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February 4 ~10 | - Working with the UN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WGEID) in

June 10~15 | - NKHR hosts art exhibition “Beyond the Panopticon” depicting the lives of North Korean refugees.

Geneva.

July 3~25 | - NKHR and KASM co-organize the Washington Leadership Program for North and South Korean

March~ December | - Leadership Program Alumni Club is held monthly for undergraduate students.

undergraduate students.

March 15~18 | - Lobbying for UN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July | - The Running for Resettlement NKHR Rescue Fund Event raises money for refugee rescues.

April~ December | - Monthly career counseling program for North Korean youth.

July 29 | - NKHR hosts an international seminar on enforced disappearances and lessons for Korea.

April 8~12 | - Briefing before North Korea’s second cycle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September 8 | - The 9th Annual Beautiful Dream Concert takes place at the Sejong Center.

April 28~May 2 | - Speak Out! Silenced Voices in North Korea: North Korean Human Rights Week is held in Jakarta,

September 15~20 | - The 2nd North Korean Human Rights Week held in Indonesia takes place in Jakarta and Bandung.

Indonesia.

December | - NKHR submits eleven petitions about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to the UN WGEID.

May | - Report regard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submitted to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112 North Korean refugees were rescued in 2015: 23 children, 7 teenagers, 66 women, and 16 men. They were brought

Rights to be considered for North Korea’s second cycle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o South Korea using funds totaling USD 208,333. These funds also provided for the acquisition of two shelters, clothes,

July 3~24 | - NKHR and KASM co-organize the Washington Leadership Program for North and South Korean

and other necessities to protect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Undergraduate students.
July 24~26 | - The 4th North Korean Human Rights Workshop for South Korean High School Students.
July~December | - Fifteen petitions are submitted about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to the UN WGEID.
August 6~11 | - Kkotjebi in Bloom: North Korean Children’s Flight to Freedom: Multimedia Exhibition (Gallery IS,
Seoul).
August 26 | - The 8th Annual Beautiful Dream Concert is held at Inchon Memorial Hall in Korea University.
October 20~26 | - NKHR organizes a special meeting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t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November 4~15 | - Kkotjebi in Bloom: North Korean Children’s Flight to Freedom: Multimedia Exhibition (Space Um,
Busan).
In 2014, 50 North Korean refugees were rescued and brought to South Korea. Among them were 8 children, 7 teenagers,
29 women, and 6 men. A total of USD 116,385 was raised in 2014. These funds also allowed for the provision of two
shelters, clothes and medicine to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2015
January~December | - Seventeen North Korean refugees (including their family members) are offered financial support.
January 5~21 | - The 26th Hangyoreh Seasonal School for North Korean Youth is held..
February 7~9 | - NKHR takes part in the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 (AFAD) council meeting
to discuss administrative issues and future plans.
March~ December | - The Leadership Program Alumni Club is held monthly for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nts
include twenty students, sixteen North Koreans and four South Koreans.
March 30 | - New Netherland ambassador H.E Lody Embrechts visits NKHR's office to talk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April | - Monthly career counseling program for North Korean youth.
May 8~18 | - NKHR raises money for refugee rescues fundraising in Vancouver, Canada.

후원자 명단

310

가야원, 가와쿠보 기미오, 갈민정, 감성모, 강경묵, 강경호, 강남희, 강도원, 강동완, 강명옥, 강명진, 강문숙, 강병구, 강병

경태, 민병은, 민선희, 민소영, 민인숙, 민주평통, 민형숙, 박건용, 박경숙, 박경은, 박경혜, 박계홍, 박광덕, 박군애, 박규태,

돈, 강소희, 강신아, 강신우, 강안일, 강영화, 강우식, 강원, 강원일, 강원철, 강유진, 강은선, 강인덕, 강종대, 강종수, 강지

박금숙, 박기갑, 박기정, 박기종, 박길상, 박대영, 박도은, 박도훈, 박동원, 박마리아, 박명숙, 박명지, 박명희, 박모란, 박미

은, 강지훈, 강철민, 강철환, 강춘근, 강춘혁, 강태순, 강태욱, 강혜경, 강호성, 강효숙, 게오르그, 겨울학교보조교사

석, 박미진, 박바울, 박범진, 박보옥, 박부옥, 박상식, 박상진, 박상현, 박상호, 박상희, 박석균, 박석돈, 박선병, 박선영, 박

(2002), 견성아, 경기여고, 계절학교학생찬조금, 고대선, 고려대몽당연필, 고려대북한학과,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국제

성녀, 박성순, 박성은, 박성준, 박성환, 박세진, 박소현, 박수연, 박수윤, 박수정, 박순철, 박승연, 박시내, 박시연, 박아름,

대학원, 고려라이온스클럽, 고명수, 고병기, 고병태, 고복녀, 고석곤, 고승현, 고열, 고영숙, 고은상, 고은아, 고준승, 고지

박알렉스, 박연심, 박영규, 박영서, 박영실, 박영옥, 박영주, 박영희, 박옥순, 박온유, 박윤, 박윤숙, 박윤진, 박윤호, 박은영,

현, 고태우, 고한나, 고환규, 공정숙, 공지영, 공철, 곽명희, 곽미희, 곽승준, 곽현, 광림교회영어예배부, 광장중학교부모

박은정, 박은주, 박인선, 박인수, 박인원, 박인혜, 박인호, 박일권, 박재성, 박재원, 박재현, 박정배, 박정석, 박정수, 박정식,

님, 구구철재, 구로다 카츠히로, 구명옥, 구오영, 구재범, 구충서, 구호금, 구호기금, 국경없는의사회, 국립중앙박물관, 국

박정애, 박정준, 박정현, 박종만, 박종찬, 박주진, 박주현, 박주호, 박주환, 박준비, 박준서, 박준영, 박준표, 박지애, 박지영,

민출판사, 국제와이즈맨, 국제이주기구, 국제카톨릭형제회, 국제회의자원봉사자, 국진호, 권광옥, 권금주, 권기정, 권기

박지현, 박진광, 박진아, 박진현, 박진환, 박찬, 박창암, 박천강, 박천규, 박철구, 박철오, 박태식, 박태하, 박현, 박현선, 박

환, 권덕희, 권민성, 권민영, 권변정, 권선이, 권영은, 권오석, 권오선, 권오준, 권용지, 권은철, 권중훈, 권처우, 권혁성, 권

현순, 박현옥, 박현우, 박현정, 박현찬, 박형식, 박형은, 박혜원, 박혜인, 박호미, 박호영, 박흥순, 반병희, 방극승, 방상희,

혁재, 권혁준, 권혁중, 권혁철, 권현지, 권희재, 그리스도대학교, 금촌, 기독북한인협회, 기무라, 기미오, 기용, 길바울, 길

방아름, 방준호, 방태식, 배경, 배관표, 배동인, 배성관, 배여울, 배연주, 배영애, 배윤수, 배재현, 배종훈, 배진화, 배화숙, 백

병옥, 길창세, 김건우, 김경구, 김경선, 김경숙, 김경신, 김경애, 김경원, 김경은, 김계선, 김광모, 김광복, 김광인, 김구중,

기웅, 백동현, 백두산, 백미100kg, 백미경, 백선하, 백승목, 백승주, 백승천, 백인학, 백종은, 백진현, 백찬목, 백충현, 백태

김군수, 김규연, 김규옥, 김규진, 김규희, 김기남, 김기동, 김기선, 김나래, 김나영, 김나원, 김낙경, 김남, 김남국, 김남순, 김

웅, 백혜수, 백혜주, 백효설, 버크셔웨이, 법무법인성지, 법문학술정보, 벽제, 변성원, 변연향, 변옥순, 변재영, 변정남, 변

남식, 김남희, 김노윤, 김다현, 김달식, 김달해, 김대순, 김대영, 김덕례, 김덕영, 김도은, 김도환, 김돈정, 김동규, 김동균,

주나, 변지원, 변지현, 변진홍, 변해영, 변혜민, 보바스병원, 보아용진,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연구소, 북한인권의사

김동명, 김동석, 김동식, 김동원, 김동주, 김동현, 김동희, 김두열, 김만수, 김명국, 김명기, 김명선, 김명성, 김명세, 김명중,

회,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정의연대, 뷰티플마인드, 비엔나한인교회, 블루메, 빌다보, 사라, 사월회,

김문연, 김미경, 김미리, 김미선, 김미영, 김민경, 김민수, 김민아, 김바다, 김바다외, 보고회참석자성금, 김병기, 김병로,

산다라, 삼정KPMG, 상도교회, 새문안교회, 서강대국제대학원, 서경혜, 서동아, 서동원, 서병길, 서석구, 서석민, 서선희,

김병무, 김병선, 김병일, 김병주, 김보원, 김복순, 김부영, 김상민, 김상범, 김상헌, 김상현, 김서연, 김석우, 김선영, 김선화,

서승우, 서시현, 서울서노회여전도회,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유리, 서의석, 서익호, 서정배, 서정식, 서종

김설민, 김성곤, 김성기, 김성길, 김성룡, 김성미, 김성숙, 김성영, 김성우, 김성이, 김성진, 김성한, 김성훈, 김세진, 김세환,

호, 서진선, 서진호, 서창록, 서창우, 서해룡, 서현미, 석유정, 설경아, 설지인, 성기엽, 성낙송, 성은제, 성현모, 성현진, 성호

김소희, 김송자, 김수련, 김수룡, 김수민, 김수옥, 김수정, 김수희, 김순, 김순열, 김순옥, 김승규, 김승기, 김승욱, 김승은,

경, 세계사이버대학, 세계평화연구센터, 소피들로네, 손교명, 손동실, 손만휘, 손영지, 손우성, 손제창, 손제현, 손지숙, 손

김승제, 김승준, 김승철, 김승한, 김승혜, 김시범, 김신, 김신혜, 김신희, 김아름, 김양, 김양현, 김여명, 김연미, 김연수, 김연

치엽, 손형선, 손혜령, 손호달, 송계희, 송규석, 송근존, 송기원, 송기호, 송대은, 송두록, 송미선, 송복만, 송상현, 송영기,

우, 김연정, 김연주, 김연훈, 김영권, 김영근, 김영대, 김영덕, 김영란, 김영래, 김영륜, 김영림, 김영미, 김영민, 김영수, 김영

송유선, 송윤복, 송윤원, 송인선, 송인호, 송재빈, 송정호, 송정화, 송주영, 송지호, 송진아, 송하나, 송호달, 수련회참가자,

순, 김영오, 김영자, 김영재, 김영준, 김영철, 김영택, 김영호, 김예성, 김예현, 김외식, 김용, 김용래, 김용성, 김용승, 김용

수원여대, 수잔솔티, 숙명여대학생들, 쉬안, 슈퍼맨, 스캇, 스테판, 시대정신, 시드니어린이두레, 씨티시크로바교역, 신각

재, 김욱, 김욱진, 김원용, 김원웅, 김유남, 김유원, 김윤수, 김윤영, 김윤휘, 김은령, 김은성, 김은수, 김은숙, 김은영, 김은

수, 신경모, 신경숙 신도선, 신동률, 신동은, 신만호, 신미영, 신미정, 신사중, 신상성, 신상화, 신서진, 신소연, 신소희, 신영

정, 김은주(1), 김은주(2), 김은중, 김은지, 김은철, 김은혜, 김의일, 김인욱, 김인준, 김일수, 김재근, 김재신, 김재욱, 김재

삼, 신영희, 신예원, 신용하, 신우회, 신일철, 신재용, 신정, 신정희, 신주연, 신찬우, 신치호, 신현준, 신현호, 신형금, 신혜

원, 김재찬, 김정구, 김정림, 김정수, 김정아, 김정옥, 김정우, 김정욱, 김정은, 김정임, 김정현, 김정환, 김정훈, 김정희, 김종

림, 신혜성, 신혜원, 신효선, 신효숙, 신효헌, 신흔아, 신희석, 심경모, 심규진, 심수지, 심완주, 심인숙, 심지원, 아라, 아사

진, 김종찬, 김종환, 김주완, 김주원, 김주일, 김주태, 김준만, 김준일, 김중태, 김지연, 김지윤, 김지은(1), 김지은(2), 김지

히신문, 아카데미수강생9명, 안경락, 안경희, 안기원, 안민재, 안성덕, 안성우, 안수경, 안승화, 안시선, 안영순, 안우식, 안

인, 김지현, 김지형, 김진경, 김진영, 김진옥, 김진욱, 김진철, 김진희, 김차환, 김찬, 김찬민, 김창환, 김철웅, 김춘식, 김치

우신, 안젤라, 안종철, 안주현, 안준호, 안중민, 안지영, 안지원, 안찬용, 안찬일, 안창덕, 안태연, 안한성, 안해영, 안혁, 안

용, 김태경, 김태산, 김태섭, 김태식, 김태오, 김태정, 김태형, 김태호, 김태훈, 김태희, 김평화, 김하림, 김하연, 김하은, 김학

혜준, 안희도, 알랜버그제이슨, 알리스디알워, 야다마미아키, 야티, 양동민, 양면환, 양민주, 양상열, 양소정, 양순창, 양승

민, 김학철, 김한경, 김한욱, 김한회, 김항안, 김해진, 김혁, 김현경, 김현민, 김현수, 김현숙, 김현순, 김현정, 김현주, 김현

헌, 양우석, 양운철, 양은영, 양인순, 양재웅, 양정성, 양진아, 양진우, 양태성, 양현이, 양현희, 어복민, 엄경선, 엄계화, 엄미

진, 김현호, 김형석, 김형연, 김형욱, 김형주, 김형준, 김형태, 김혜경, 김혜란, 김혜랑, 김혜린, 김혜식, 김혜영, 김혜정, 김혜

영, 엄영선, 에머리크리프턴, 에스티씨테크, 여광재, 여운봉, 여정분, 여지훈, 여진욱, 연성은, 연세대국제대학원, 연세대

진, 김호성, 김호윤, 김호준, 김호진, 김화순, 김효주, 김효진, 김흥태, 김희곤, 김희수, 김희천, 김희철, 꼭구해주세요, 나나,

학교학부, 열린문공동체교회, 영초, 예수그리스도의사랑, 오가영, 오가와 하루히사, 오경섭, 오금정, 오기성, 오명옥, 오

나보아, 나승희, 나윤건, 남궁민, 남궁호삼, 남기정, 남돈근, 남미자, 남산노타리클럽, 남성식, 남성자, 남승윤, 남은희, 남

미애, 오병이어, 오세봉, 오세혁, 오숙이, 오순옥, 오승민, 오승연, 오양열, 오영달, 오영순, 오영환, 오옥종, 오유니스, 오유

희자, 노경민, 노경실, 노경심, 노기순, 노네임, 노애민, 노원아상블, 노인환, 노점상, 노진화, 노창식, 노틀담수녀회, 노희

순, 오은수, 오은숙, 오은영, 오인순, 오정은, 오정환, 오정희, 오지영, 오청하, 오충석, 오허진, 오혜영, 오훈, 옥나라, 옥태

담, 논현감리교회, 다니엘왕, 다루스만, 다보, 단암시스템즈, 대구도시가스, 대청교회, 대청중학교, 대한변호사협회, 도서

환, 왕영근, 외교부인권사회과, 외교통상부배우자회, 요안나, 우도목사, 우미선, 우은경, 우현규, 우형광, 원재천, 원현호,

출판한울, 도홍희, 도희윤, 독고순, 독일(1), 독일(2), 동안고, 등원중학교, 땅끝교회, 라프토재단, 랑지혜, 레이너크로셋,

원형인, 원혜숙, 월드스페셜러브, 유가영, 유고은, 유광석, 유광후, 유동현, 유리, 유명근, 유상준, 유상훈, 유선, 유선재, 유

류구용, 류미경, 류수정, 류승호, 류연경, 류정혜, 류충기, 리디아, 리민복, 리베르타스, 린수녀, 릴리안리, 마얀더머, 마이

성대, 유성식, 유성열, 유성태, 유세희, 유수경, 유수연, 유순형, 유승연, 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연경, 유옥, 유은화, 유인자,

클, 마이클쉬한, 마자렐로센터, 마혜진, 멜버른한인회, 맹승봉, 명지수, 모과균, 모자구호금, 모퉁이돌선교회, 목영훈, 목

유정임, 유제훈, 유지예, 유지혜, 유진선, 유창동, 유채영, 유쿠다케, 유태성, 유현, 유현숙, 유혜림, 윤경선, 윤경춘, 윤경현,

용재, 목우, 몽당연필, 무명(다수), 문경남, 문길성, 문병록, 문성림, 문성묵, 문수복, 문수정, 문영오, 문우택, 문장옥, 문준

윤경화, 윤경희, 윤계섭, 윤길중, 윤동원, 윤병만, 윤병열, 윤빈, 윤상진, 윤서인, 윤석전, 윤석주, 윤수미, 윤수진, 윤애리,

성, 문지윤, 문천상, 문훈, 문희경, 미셸, 미우라고타로, 미즈노마게이코, 미추홀외교크라토스동아리, 민경숙, 민경제, 민

윤여상, 윤여준, 윤여철, 윤영선, 윤영오, 윤우, 윤은정, 윤인진, 윤일재, 윤종찬, 윤준, 윤지순, 윤지은, 윤학섭, 윤현, 윤형

312

두, 윤형주외 친구들, 윤혜수, 윤환철, 을유문화사, 이가우, 이강원, 이건강, 이경복, 이경숙, 이경주, 이경희, 이계복, 이공

최은범, 최은영, 최은정, 최은혜, 최일향, 최장현, 최장호, 최재열, 최정아, 최정용, 최정윤, 최정환, 최종훈, 최중인, 최필수,

래, 이광배, 이광희, 이국희, 이규성, 이규식, 이규창, 이규현, 이균휴, 이금순, 이기범, 이기영(1), 이기영(2), 이기은, 이기

최혁철, 최현미, 최현수, 최현진, 최형욱, 최혜경, 최혜윤, 최효은, 최희재, 최영춘, 추석, 추소정, 추윤석, 카이스트, 캐나다

찬, 이기헌, 이기효, 이길아, 이나, 이나경, 이남석, 이남수, 이다니엘, 이대원, 이덕열, 이덕원, 이도원, 이동규, 이동엽, 이동

대사관, 캐나다 리자이나-민주평통교회, 한인회, 밴쿠버주님사랑교회 밴쿠버한인단체, 에드먼튼-민주평통지부, 노인

현, 이동희, 이마야, 이명규, 이명복, 이명환, 이문섭, 이문한, 이미경, 이미숙, 이미영, 이미현, 이민복, 이민수, 이민영, 이민

회, 여성회, 한인회, 캘거리-민주평통지부, 한인회, 큰빛교회, 케빈홍, 케이, 케일리, 코타로, 콘서트현장모금, 쿠리다신이

옥, 이민희, 이병철, 이보나, 이보형, 이복규, 이복배, 이봉구, 이사벨, 이상민, 이상봉, 이상원(1), 이상원(2), 이상준, 이상

치, 큐티비, 크리스티나심, 크리스티나윤, 클라라, 탈북난민구호, 탈북청소년돕기호주위원회, 태극명, 태풍코리아, 텀블

철, 이상혁, 이상현, 이상협, 이상호, 이상화, 이상훈, 이상희, 이석희,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용, 이선우, 이선원, 이선

러캠페인, 통일건국민족회, 이대통일학연구원, 팀피터즈, 파시오네인터텍, 파파존스, 평통동남아남부협의회, 포항라이

희, 이성기, 이성덕, 이성수, 이성영, 이성옥, 이성욱, 이성주, 이성진, 이성혁, 이성현, 이성호, 이성훈, 이세정, 이소정, 이소

온스클럽, 표정희, 푸른공동체21, 푸른숲, 피닉스엔터테이먼트, 피터업톤, 하경은, 하경화, 하경환, 하기수, 하나원자원봉

현, 이수경, 이수리나, 이수연, 이수진, 이수현, 이순곤, 이순옥, 이스타코, 이슬기, 이승돈, 이승연, 이승열, 이승원, 이승택,

사자, 하나원팀, 하등룡, 하수민, 하수용, 하재선, 하지선, 하지영, 하철진, 하충엽, 학습지도자원봉사자팀, 한겨레통일교

이승현, 이시내, 이시후, 이신우, 이아름, 이연례, 이연수, 이연재, 이영란, 이영림, 이영미, 이영석, 이영수, 이영순, 이영애,

육연구회, 한경희, 한광희, 한국교육미디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한국모더스, 한국자원봉사자회, 한국플라스틱리

이영우, 이영주, 이영창, 이영철, 이영환, 이영훈, 이예진, 이옥진, 이요셉, 이용란, 이용웅, 이용익, 이우용, 이웅희, 이원대,

싸이클링협회, 한규선, 한규영, 한근화, 한기홍, 한동대국제법률대학원, 한동식, 한동현, 한동호, 한말숙, 한메리, 한민구,

이원웅, 이원필, 이원희, 이유경, 이유나, 이유리, 이유미, 이윤근, 이윤실, 이은경, 이은비, 이은선, 이은영, 이은정, 이은주,

한상대, 한승우, 한아름, 한애삼,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한영숙, 한영우, 한용섭, 한울학교, 한윤희, 한은

이은하, 이은희, 이의정, 이인경, 이인성, 이인호, 이장근, 이장호, 이재연, 이재영, 이재용, 이재욱, 이재원, 이재진, 이재헌,

섭, 한주희, 한진심, 한해동, 함기남, 함정호, 해리슨, 허만호, 허문경, 허수현, 허운영, 허원영, 허윤정, 허윤진, 허은영, 허재

이재호, 이재홍, 이재훈, 이정벽, 이정심, 이정연, 이정우, 이정은, 이정인, 이정훈(1),이정훈(2), 이종관, 이종구, 이종국, 이

은, 허지영, 현경미, 현두륜, 현수, 현정부, 호야선교회(‘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할 지어다. 할렐루야“), 홍경의,

종렬, 이종민, 이종오, 이종천, 이주연, 이주영, 이주천, 이주철, 이주향, 이주현, 이준혁, 이준호, 이지선, 이지수, 이지승, 이

홍관식, 홍규덕, 홍기선, 홍미희, 홍부미, 홍서원, 홍선영, 홍성도, 홍성여, 홍성은, 홍성태, 홍성필, 홍수기, 홍양기, 홍양호,

지은, 이지혜, 이진, 이진아, 이진원, 이진일, 이진철, 이찬혁, 이찬희, 이창호, 이철경, 이철구, 이철우, 이철호, 이춘지, 이태

홍연정, 홍영란, 홍오식, 홍완의, 홍용표, 홍은정, 홍정원, 홍지영, 홍진헌, 홍진현, 홍현영, 홍형, 황경희, 황백현, 황서영,

영, 이태용, 이태희, 이택준, 이통일, 이하영, 이하재, 이학준, 이한규, 이한별, 이해숙, 이현경, 이현미, 이현석, 이현승, 이현

황선영, 황선조, 황세훈, 황세희, 황영진, 황예빈, 황유정, 황윤주, 황은주, 황은혜, 황의정, 황인경, 황인철, 황인환, 황재옥,

아, 이현정, 이현지, 이형미, 이혜경, 이혜민, 이혜빈, 이혜진, 이호, 이호균, 이호산, 이호선, 이호정, 이호택, 이화, 이화여대

황정현, 황정화, 황진숙, 힘내세요, 3세아들후원, I&S법무법인, L4축구팀

학생들, 이휘윤, 이희린, 이희정, 인사동모금, 인포허브, 인하대학교, 일시후원, 임광원, 임국환, 임기용, 임나영, 임난실,
임남옥, 임대석, 임민홍, 임병우, 임병철, 임소영, 임순희, 임승모, 임완, 임유철, 임을영, 임재환, 임준호, 임지영, 임진혁, 임
현숙, 임형준, 임희만, 임희연, 작은보탬, 장덕후, 장동민, 장명봉, 장복희, 장봉선, 장상순, 장상익, 장세경, 장시원, 장신양,
장여정, 장여진, 장영은, 장웅진, 장은비, 장은주, 장은하, 장인숙, 장정애, 장진아, 장한솔, 장현경, 장현석, 장혜경, 장혜윤,
장호철, 장효정, 저금통모금, 적십자사사무국일동, 전광식, 전기명, 전기수, 전미란, 전병헌, 전선희, 전성배, 전성희, 전소
라, 전양숙, 전우석, 전우택, 전우현, 전윤, 전재국, 전재욱, 전진표, 전혜솔, 전혜원, 전흥근, 정경윤, 정경화, 정경환, 정관
주, 정광성, 정다영, 정동근, 정미경, 정민철, 정민호, 정범규, 정병일, 정상영, 정선, 정선혜, 정성심, 정성채, 정세현, 정소
희, 정숙이, 정순성, 정승연, 정연선, 정연순, 정영순, 정영운, 정영종, 정영호, 정영화, 정우윤, 정윤모, 정윤석, 정윤우, 정은
제, 정의영, 정일영, 정재은, 정정옥, 정주연, 정창영, 정창훈, 정태류, 정태인, 정택승, 정하원, 정해건, 정해영, 정해진, 정
현, 정현준, 정혜미, 정혜인, 정혜진, 정호준, 정후수, 제3기아카데미수강생, 제강호, 제니심, 제현명, 조강래, 조건호, 조경
순 조관자, 조기동, 조기선, 조단비, 조득남, 조로이, 조만미, 조명숙, 조미라, 조미애, 조민애, 조민주, 조병욱, 조복남, 조봉

Ade Aokerman, Aidam Fostet-Carter, AIDAN, Aiden, Andrew clairmont, Anomaly, Anti Slavery, BASS, Biele,
Boods, Campbell, Canter, CAVENDISH-JONEB, CHAPLINJA, CHASELEAHLANICARYL, Chung yeo, Cktong,
Craig, Davids, DENTON SICVER, EWA EWART, Foster, Garrcia, Gosia, Heaven evanglical church,
Hicks & brltton, Hill, Human rights whatch, Jfnk, Jordan laughlin, JOSEPHSTE, Julie beruatchez, KHIMSOHEE,
Kim I S, Krw, LANCASTER, Lauren E walker, maiwhy pylan, Marian Hoffmann, Marrison, Mattingley,
Mia johansen, MILLERJO, Miss porter` school, MRYOUNGMCHO, Nathalic, PAUL, People N.R.G.Inc, R4R1,
R4R2, RAYMONDHA, Rcza eskandary, Rebeccathi, REOECCATHI, RESCUE, Robert bos, Robert wylie,
ROSSPAULAJ, Sin, Songan, STROUDROB, Suzan, Tompark, Tsering, UAP, UNSA, VOORHIES, Wangmo,
WINSTON, WOOJEN, Yolandehou,
川久保, 公夫, 大立目尙, 下野久美, 松井千, 惠子, 井口貴之

준, 조부관, 조상희, 조선하, 조성호, 조성환, 조수현, 조영, 조영길, 조영민, 조영태, 조원경, 조원덕, 조원일, 조유현, 조윤

기업후원단체

주, 조은미, 조은심, 조의현, 조의환, 조인숙, 조인창, 조재원, 조재홍, 조정민, 조정은, 조정현, 조제연, 조진영, 조항인, 조

CJ, e스타코, GS칼텍스, ING Life, KB사업본부, KCC, KPX그린케미칼, KT, LG, LG패션, LG화학, LS지주, SKC, 문구건망

현주, 조혜린, 조홍식, 조희령, 존, 존킴, 좋은벗들, 좋은일하시네요, 주보혜, 주봉규, 주영림, 주영숙, 주은아, 쥬빌리교회,

증, 경인일보, 교보, 국민서대문, 금복복지재단, 금호생명, 기업은행, 까사미아, 나리안, 나우콤, 남북하나재단, 농협금융

쥴리안, 지규현, 지나와친구들, 지명관, 지봉도, 지부일, 지상순, 지석은, 지성호, 지승우, 지승은, 지영선, 지은경, 지일심,

지주, 대덕휴비즈, 대림산업, 대아개발, 대한유화공업, 대한통운, 대한항공, 도이치뱅크, 동아제약(약품), 두산글로넷, 두

지키는회, 지태희, 지피선교, 지현진, 진동우, 진보애, 진상화, 진수영, 진실희, 진영보, 진영숙, 진영식, 진종철, 진혜은, 쯔

산동아, 두산의류, 두산전자, 두산오리콤, 두산주류, 롯데주류, 린나이코리아, 마사회, 베스트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네나리 카츠코,, 차경숙, 차민태, 차상훈, 차종경, 차주영, 차지윤, 차지현, 차진열, 차하순, 차현태, 참플란트치과의원, 창

산업은행, 산업은행홍보실, 삼성SDS, 삼성자산운용, 삼성증권, 삼양사, 삼일회계법인, 새에덴교회, 서산복지재단, 서울

동교회, 채명성, 채승하, 천정훈, 체코공화국대사관, 최가람, 최경석, 최경선, 최경현, 최경희, 최광민, 최광필, 최금주, 최

문화재단, 세원정밀, 수협, ㈜스타코넷, 스팩업애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아가방, 아세아시멘트, 아주복지재단, 외환은

기쁨, 최기준, 최대권, 최대규, 최대석, 최덕보, 최덕순, 최동권, 최동길, 최드보라, 최미옥, 최미진, 최미현, 최민해, 최범산,

행, 운경재단, 인도네시아한인회, 장한전건, 제일기획, 조선일보사, 종근당, ㈜한컴, 코스모스벽지, 하나은행, 한국가스공

최병국, 최병목, 최보식, 최보윤, 최상만, 최선하, 최성록, 최성용, 최성재, 최성진, 최성철, 최세은, 최세진, 최수복, 최숙현,

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신탁,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 한양특허법인, 한유L&S, 한화생명, 현

최순이, 최순임, 최순태, 최승호, 최여비, 최연구, 최영진, 최영춘, 최용석, 최용준, 최우석, 최원선, 최원일, 최윤정, 최은경,

대건설, 화정평화재단

314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람들
The Pepole of the NKHR

315

20th Anniversary of NKHR

명예이사
Honorary Director

이사장
Founder & Chairman

윤현

최은범

윤우

Benjamin Hyun Yoon

Eun-bum Choe

Woo Yoon

감사
Auditors

자문위원
Advisory members

김승규

한해동

김광인

이민복

이승열

이영환

이원웅

Seung-kyu Kim

Hae-dong Han

Kwang-in Kim

Min-bok LEE

Seung-yeol Lee

Young-hwan Lee

Won-woong LEE

고문
Senior Advisory
members

김석우

김호준

박범진

신각수

윤여준

김병로

박영희

박흥순

윤인진

전병헌

Suk-woo Kim

Ho-joon Kim

Bum-jin Park

Kak-soo Shin

Yeo-joon Yoon

Philo Kim

Young-hee Park

Heung-soon Park

In-jin Yoon

Byung-heon Chun

윤영선

조의환

최범산

Young-sun Yoon

Eui-hwan Cho

Bum-san Choi

회계과장
김남순

캠페인팀 선임간사
김소희

사무국장
김영자

캠페인팀 간사
류민우

부국장
요안나 호사냑

Nam-soon Kim

So-hee Kim

Young-ja Kim

Min-woo Ryu

Joanna Hosaniak

교육훈련팀 간사
정다정

교육휸련팀 선임간사
차미리

교육훈련팀 간사
추유나

Da-jung Joung

Mi-ri Cha

Yu-na Chu

이사
Board Members

사무국
Staff

박윤숙

박현

서창록

손교명

엄영선

Yun-sook Park

Hyun Park

Chang-rok Soh

Kyo-myung Sohn

Young-sun Eom

원재천

이미숙

임유철

조원경

허만호

Jae-chun Won

Mi-sook Lee

Yu-chul Rhim

Won-kyung Cho

Man-ho Heo

316

홍보대사
Goodwill Ambassador

고미현

김철웅

김희영

Mi-hyun Kho

Cheol-woong Kim

Hee-young Kim

함께했던 사람들

전 고문

윤형두, 이호철, 윤길중, 가와쿠보 기미오, 강인덕, 조원일, 최운상

전 이사

김상헌, 김남식, 하등룡, 고태우, 김명세, 이금순, 임순희, 이영애, 이장호, 김호, 강종대, 장명봉,

		
전 감사

박흥순, 이기영, 홍성필, 윤인진
이금순, 박동원, 강종대, 한승우, 강문숙

전 자문위원

박영규, 이장호, 한만길, 김승제, 장복희, 김유남

전 집행위원

윤여상, 강철환, 안혁, 김승철, 전성배, 서정배, 김성기, 박영규, 김명선

전 간사

용혜민, 최주리, 미셀 박 소넨, 신경숙, 김은주, 릴리안 리, 남기정, 김은영, 오세혁, 한다은,

		

송다솜, 김예현, 김문영, 서진선, 하경은, 한효정, 김미리, 김지은, 이영환, 이영석, 박수진,

		

홍연정, 방상희, 박정은, 박은정, 안지원, 박온유, 박정미, 변옥순, 우미선, 이용란, 김학민,

		

권대성, 이재광, 킴벌리 월시, 김효진, 양은주, 이혜영, 이기찬, 오금정, 고대선, 유진선,

		

이철호, 김하연, 김경은

317

20th Anniversary of NKHR

318

후기

처음 창립 20년을 정리하는 화보집을 만들기로 정해졌을 때, 글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안도하며, 화보
집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날수록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 이것저것 건드리며
헛손질만 거듭하고 있었지요. 창립 20주년 준비위원들과 조의환 자문위원을 귀찮게 하며 어느 정도 머릿
속에서 구성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20년간의 사진첩을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에 번호를 매기고, 사진 하나를 선택하는 데에도 몇 번을 생각하고, 넣었다가는
지우고, 다시 넣기를 반복하며 시간만 흐르고 진도는 나가지 않아 참 힘들었습니다. 교정을 보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새록새록 생각나 사진을 첨가하고 글을 담고 정리하며 사진마다 그 때의
일들이 담겨 있어 함께 고생한 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듯, 그 숨결이 마치 어제 일들처럼 다가왔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메아리 없는 외로운 광야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끊임없이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화두로 던져왔습니다. 20년의 긴 시간 동안 시민연합이 전 세계에 북한인권문제를 공
론화하는 과정, 국내외에서 13회의 국제회의, 1997년부터 유엔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총회, 유엔안보리까지 미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매번
성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인권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북한난민을 위해 모금이 절실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위 많은 분들의 격려와
도움으로우리는 650여 명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또 국내 입국한 탈북민들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일에서도 선구자적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20년을 정리하며 까마득히 잊고 있던 일과 사람들, 늘 시간에 쫓긴다는 핑계로 성원을 보내 주신
분들을 찾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송구함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디자인과 편집에
문외한인 제가 화보집을 진행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 아트디렉터 조의환 자문위원과 오숙이
디자이너를 귀찮게 해드린 것에 죄송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거친 문장을 읽기 편하게 다듬어 주신
정상림 작가와 바쁜 가운데도 영문감수를 도맡아 해주신 엄영선 이사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북한주민과 탈북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해 온, 그리고 일하고
있는 사무국 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화보집을 위해
늦게까지 작업을 해준 간사들과 인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무국장 김영자

Epilogue

When we first decided that we were going to publish a photo book documenting the 20 years of history since
the foundation of NKHR, I was relieved, thinking that I would not have to write much and that it would
not be too difficult.
I was proven wrong. As time passed, I was struggling even to begin working on it, as I could not quite
map out the composition of the book itself. Only after bothering the Preparatory Members of the 20th
Anniversary committee and Eui-hwan Cho, Advisory Committee Member, could I come up with a
composition sketch. Only then was I finally able to look into the photo albums of the past 20 years and begin
working on the photo book.
It was not an easy process. In fact, it was rather frustrating from time to time, as I felt like I was just
wasting time without making progress. The task was daunting and repetitive: numbering, selecting, reselecting, and editing 20 years worth of photos. Whilst inserting the photos, writing the captions and
organising the entries, the memories embedded in the photos came flooding back to me, as if they had only
occurred yesterday.
NKHR has dedicated itself to better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o raising
awareness of the issue. Though we started as just one lonely voice in the dark, our constant endeavours to
publicise the issue throughout the past 20 years have resulted in groundbreaking decisions at the United
Nations. We began knocking on the door of the United Nations in 1997, and have since hosted 13
international conferences. These efforts garnered attention from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then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then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finally from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owever, our journey has not just been one long trail of successes. There were many times, especially
when we could not raise enough donations to help suffering North Korean refugees, that we wanted to give
up. Yet every time we felt like we had reached our limit, people supported our work and raised us up again,
and together we have saved 650 refugees. These supporters have played a number of roles through the years,
including as pioneers of our re-education programme for refugees. Without these individuals, we would
never have accomplished half of what we have accomplished today.
To all of the people who have supported our work, I would like to apologize for not paying you a visit
and giving the excuse that I am pressed for time; thank you for standing with us for the last 20 years.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utmost gratitude to Advisory Committee member, Eui-hwan Cho, and
our designer, Sook-yi Oh; I apologize for constantly bothering you over the design and editing of the photo
book. I am also particularly grateful to the writer Sang-rim Jeong for refining the sentences, and Yeong-sun
Eom for supervising the English translations for the book.
Mo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all our secretariat family and volunteers for their efforts, and for
working relentlessly under difficult conditions, only fueled by their passion and love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compatriots. The NKHR staff and interns, as well, worked countless hours to assist in the book’s
completion, and to them I am extremely grateful.
Director Genesal Young-j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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