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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손정남 씨의 공개처형 위기 및 생사에 대한 재조명을 위해 한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고려대 국제대학원이 주최하고, 뷰티풀마인드와 시민연합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서명운동 거리 캠페인 전개. 8월 1일, 3일.

주관한 탈북청소년 지원기금마련을 위한 제1회 뷰티풀드림콘서트가 400여 명의

국내외에서 모인 2,436명의 서명을 유엔 북한대표부 박길연 대사 앞으로 발송. 8월 16일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이화여대 김영의홀에서 개최되었다. 8월 15일.

NKHR conducts a petition campaign in response to the pending public execution of
Mr. Jung-nam Son and to request about his status.
Between 1 and 3 August, 2,436 signatures were gathered both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and sent to the Ambassador of the DPRK mission to the UN, Gil-yon
Park on 16 August.

The 1st “Beautiful Dream Concert” is held to raise funds for North Korean
youth resettlers on 15 August 2007 to an audience of 400 in Kim Youngeui Hall in Ehwa Womans University. The event was organized by NKHR
in cooperation with Beautiful Mind Charity, Ewha Institute of Unification
Studies and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뷰티풀드림콘서트는 서창록 고려대국제대학원 원장과 배일환 뷰티풀마인드 상임이사,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당시 이화여대 총장인 이용배
씨가 환영인사를 하고 있다.

Welcome speech by
Principal Yong Bai Lee at
Iwha Women’s University.

The “Beautiful Dream Concert” was made possible thanks to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Changrok Soh, Executive Director of Beautiful Mind Il-hwan Bae, and Dae-suk
Choi, the Director of North Korean Studies Research Institute at Ewha
Women’s University, and their interest in assisting North Korean youth
resettling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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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피아니스트.

Pianist Min-su Park.

이희상 카운터테너.

Countertenor Hee-sang Lee.
한겨레 계절학교 사물놀이단의 공연.

Samulnori performance by students of the Hangyoreh School.
첫 번째 뷰티풀드림콘서트 진행을 맡은
유정아 아나운서.

The first Beautiful Dream Concert’s
announcer, Jung-a Yu.

크로스밴드의 공연 모습.

Crossban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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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에서 차로 세 시간 거리에 위치한 칸짜나부리의 이민국 수용소김석우 고문과

시민연합, 그리스도대학교, 한겨레통일교육연구회와 공동으로 학생들의 단결과 화합,

이영환 팀장이 이민국 수용소에 있는 북한난민을 면회하고 태국 내 탈북자 실태를

자원봉사교육에 초점을 맞춘 제13회 한겨레 계절학교를 개설하였다. 8월 1~18일.

조사하여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2007년 10월.

The 13th Hangyoreh School, hosted by NKHR, the Korean Christian
University, and the Hangyoreh Research Institution for Unification
Education, is held between 1-18 August and focuses on fostering solidarity
and harmony between students and teaching the importance of volunteer
work.

In October 2007, Young-hwan Lee (Head of the Research Team) and Mr.
Suk-woo Kim (Advisory Board Member of Bangkok, Thailand) visit the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to meet with North Korean refugees and
research the North Korean refugee situation in Thailand in order to support
them with a practical and effective plan.

한겨레 계절학교에서의 수업 광경.

Classrooms at the Hangyore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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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하고 있는 계절학교 학생들.

한겨레 계절학교 동창 모임.

Hangyoreh School students keep cool by playing in the water.

Alumni of Hangyoreh School.

제9회 탈북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수련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단체사진. 7월 11~13일.

The participants of the 9th Training Camp for Volunteers held on 11-13 July.
영차! 줄다리기를 하는 계절학교 학생들.

Hangyoreh School students
compete in a game of tug-of-war.

계절학교 수료식 날 헤어지기 아쉬워
서로를 껴안고 격려하는 모습.

Students at the closing ceremony
of the Hangyoreh School say
heartfelt goodb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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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클럽에서 북한고문실태보고서 <고문의 공화국, 북한>

탈북청소년돕기호주후원회에서 시민연합에 후원금을 전달. 6월 19일

발간 취지와 내용에 관한 기자회견 개최. 5월 2일.

왼쪽부터 윤우 명예이사, 최승일 목사, 권순형 대표, 윤현 이사장, 윤여준 고문, 박범진 고문.

On 2 May 2007, NKHR holds a press conference at the Foreign
Correspondents’ Club, briefing journalists about its recent publication
North Korea: Republic of Torture, a report on the use of torture in North
Korea.

North Korean Youth Support Association in Australia makes a contribution to
NKHR on 19 June.
From left: Founding Member & Honorary Director of NKHR Woo Yoon, Pastor
Seung-il Choi, President Soon-hyung Kwon, Founder & Chairman of NKHR
Benjamin Hyun Yoon, NKHR Advisers Yeo-joon Yoon and Bum-jin Park.

제3회 탈북대학생 리더십 캠프가 전국 9개
대학에서 14명의 탈북대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6월 25~27일.

14 North Korean students from
9 different universities in South Korea
participate in the 3rd “leadership
camp” convened in
Seoul between 25-27 June.

제29회 학술토론회를 "경인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12월 10일.

NKHR and the Kyeongin Development Institute co-host
the 29th Academic Symposium held on 10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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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정기총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 3월 30일.

Regular General Meeting on 30 March.

총회 진행을 하는 이승렬
자문위원(사진 위). 왼쪽부터
김학민 팀장, 박정은 간사
(사진 아래).

왼쪽부터 이영환 팀장, 이성현 회원, 서창록 교수.

From left: Research Team Leader Young-hwan Lee, Sung-hyun Lee, and
Professor Chank-rok Seo.

NKHR’s Board Member
Seung-yeol Lee leads the
meeting. From left: Head
of Campaign Team Hakmin Kim, and Program
Officer Jung-eun 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