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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연혁 및 활동 

 

기관 창설 

1951 8. . ’6·25 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 창립 총회(전쟁 중 부산에서 결성된 초대가족회) 

회장 장기빈 선출 

 9. 공보처 ‘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 사회단체 등록 

1953 8. ‘한국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총회 개최 회장 양매륜 선출 

(1960 년 6 월 사업보고를 끝으로 공식 단체활동 중단) 

2000 11. ‘6·25사변납북자가족회’ 재결성 (초대가족회를 이어 받음) 

2001 9.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로 단체명칭 변경 등록 

2005 6 가족회 산하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개원 

 

납북자명부 발굴 

2001 1, 『실향사민등록자명단』 1956 년 대한적십자사 편찬 (7,034 명, 1956) 

『실향사민안부탐지회답서』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작성(337 명, 1957 

 12 『서울특별시피해자명부』공보처 통계국 작성(총 4,616 명 납치·피살·행불자 중 

납치는 2438 명, 1950) 

2002 1. 『6·25사변피랍치인사명부』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 작성 (2316명, 1951) 

 2 『6·25사변피랍치자명부』 전국 명부로 대한민국정부 작성 (82,959명, 1952) 

 8 『실향사민안부탐지신고서』 6·25 전쟁납북자 가족들이 대한적십자사에 신고힌 

 (1956. 6. 15~8. 15) 육필신고서  출처: 대한적십자사 

『실향사민안부탐지조회서』 대한적십자사가 신고서를 기초로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여 작성하여 국제적십자사에 의뢰 (7,034 명, 1956) 

2005 1 『6·25 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명부』 내무부 치안국 작성 (17,940 명 1954) 

출처: 외교정책자료실 

2009 7 『실향사민명부』 국련군총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대한민국군대표단 작성 

2 책 중 1 책만 발견 (11700 명, 1963. 1. 1)  출처: 군사편찬연구소  

2011 4. 『6·25 사변피랍치인사명부(List of Persons Kidnapped at the Time of June  

25th Incident)』 6·25 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가 작성 (2,527 명, 1951. 8. 27) 

직업별로 영문 병기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2012 11 <북한이 서울에서 체포한 사람들> 미국 CIA 가 북한의 서울점령 시 납치된 

 피해자 696 명의 명단을 1950 년 10 월 15 일 습득하여 영역한 후 1951. 1.  

19 보고한 비밀 문건 

 

국내 활동 

2001 2. 22 제1회 토론회 개최 “한국전쟁 중 납북자 실태와 해결방안” 

 3. 22~ ‘6·25전쟁납북자 생사확인 촉구’ 전국 백만인 가두 서명운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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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5대 광역시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4. 16 국회 본회 청원 상정 전문위원회 구성 결의 -유재건 의원 소개 

 6. 25 제1회 납북 길 따라 걷기 서대문형무소에서 구파발까지 

 6. 20 월간 소식지 1호 제작 가족회원에게 발송 시작 현재 2023년 4월 261호 발간 

 11. 15 회지 계간 「뜻」창간호 발행 총 6호까지 발간 

 12. 3 제2회 토론회 및 공청회/ 자료전시회 

2002 1. 21 최초 납북자 명부 『서울특별시피해자명부』 공개 기자회견 

 2. 21 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6·25전쟁납북인사들 생사확인의 현실적 

해결방안” 

 3.  6 정부 작성 최초 전국 명단 『6·25사변피랍치자명부』 공개 기자회견 

 6. 20 강릉대학교 김명호 교수 자원봉사로 납북자 명단 전산작업 및 본회 홈피에서 

검색 서비스 개시 

 9. 23 강릉대학교 특강 “6·25전쟁과 납치피해” 2012년까지 21회 진행 

2003 9~12 16대 국회 송영진 의원 <6·25전쟁납북자명예회복및지원에관한법률안> 대표 발

의 상정 

 12. 16 제3회 토론회 “6·25전쟁납북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04 5 16대 국회 회기 만료 시 동 법률안 폐기 

 11 17대 국회 전여옥 의원 <6·25전쟁납북자명예회복및지원에관한법률안> 대표 

발의 상정 

2005 6. 25 제2회 납북 길 따라 걷기 서대문형무소에서 우이동까지 16.2km 

2006 1. 17 국가 상대 6·25전쟁납북자에 대한 정부의 자국민 보호 책무 유기 관련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제기 

2007 6. 21 전쟁납북자 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 (정부종합청사 후문) 

 9. 13 한국전쟁 유엔참전국에 전쟁납북자 문제해결을 호소하는 서한 발송 

2008  5 17대 국회 회기 만료 시 동 법률안 폐기 

 12. 10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 발의 

(김무성 의원 외 88인) 

2009 1. 23 <한국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 발의  

(박선영 의원 외 13인) 

 2. 27 김무성․박선영 의원 공동 주최 ‘6·25 전시납북자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회원 약 600 명 참석 / 부속 행사로 가족회 주최 총 62 점 판넬 자료 

전시회 개최 및 도록집 발간 (국회의원회관 1 층 대로비)  

2010 3. 2 제 287 회 국회(임시회) 제 12 차 본회의에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 통과 

 3. 26 법률 제 10190 호 제정 공포 (관보 제 17223 호)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 

 6. 7 ‘6·25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 개최 한국언론재단 20 층 국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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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납북 희생자를 잊지 말자는 의미의 ‘물망초’ 배지 제작 배포 시작 

 6. 15~30 ‘6·25전쟁납북자 신고 홍보를 위한 사진자료 전시회’ 개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6. 21~25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회 주관 전시회에 동참 (시청 앞 서울광장)  

자료전시회 개최 및 물망초 “6·25납북 희생자를 잊지 마세요” 캠페인 진행  

 6. 25 백마고지에서 납북자에게 소식을 전하는 전단지 12만장 날려 보냄 

 12. 13 국무총리 주재 <6·25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출범에 가족회원 참석 및 제 1 차 전체회의에 가족회 대표 3 인 참석 

2011 7. 27 제 2 회 ‘6·25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 개최 (프레스센터 20 층 국제회의장   

부속 행사: 신규 제작 다큐 ‘6·25전쟁 납북피해의 진실’ 시사회 

 10. 30 물망초 배지 달기 캠페인 전개 (광화문, 청계천, 인사동, 대학로 등 4 곳) 

2012 3. 5 <제1회 6․25전쟁 납북 관련 에세이 공모전> 공고 

 5. 8 어버이날 카네이션 헌화를 위한 ‘납북 길 따라 걷기’ 개최 

 6. 20 국무총리 초청으로 가족회원과 전원위원 공관에서 오찬 

 6. 27 제 3 회 ‘6·25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 개최 (프레스센터 20 층 국제회의장 

부속 행사: 에세이 공모전 당선작 시상식 및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6·25 납북 

사진자료 전시회’ 관람 

 8. 28 용산공원 조성 추진기획단을 방문하여 용산공원 내 전쟁납북자기념관 부지 

마련의 필요성과 타당성 설명회 

 10. 4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 면담  

국제적십자사에 ‘실향사민’이 아닌 ‘전시납북자’ 문제임을 알리는 것과 향후 국제 

활동에서 ‘납북’이라는 용어 사용 협조 부탁 

2013 3. 7 CIA 명부 언론 공개  

보도 조선일보”6·25 직후 미국 CIA 작성 가장 오래된 납북자명부 찾았다.” 

 6. 28 제4회 '6.25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 개최 프레스 센터 20층 국제회의장 

 7. 2 정부의 전시납북자 결정에 대한 북한의 반응인 조선중앙통신(6. 28), 로동신문(6. 

30)의 논평 "통할수 없는 《랍북자》 소동"에 대한 가족회 반박 성명서 발표 

 11. 4~8 물망초 배지 달기 전국 캠페인 

 11. 18 조선일보 33 면 <6∙25 납북자 신고를 도와드립니다> 신고마감일 2013 년 12 

월 31 일을 앞두고 전면 광고 게재 

2014 5. 15 위원회 사무국 기획총괄과장 가족회 내방 ‘구파발 기념관 부지 설명회’ 진행 

  추모공간으로 추모탑 및 추모관, 기념공간으로 기념관 건립(전시, 연구,  

교육 등) 

 6. 25 가족회 리뉴얼 홈피 오픈 

 6. 27 제5회 ‘6∙25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개최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7. 18 사무국 조사과장 가족회 내방 진상조사보고서 목차 설명회 진행 

 8. 7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 분야 시민자문단으로 가족회 선정 

 11. 1 ‘ 2014 통일기원 6∙25 납북자 구출 달리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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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한강시민공원 잠실 만남의 광장 출발 - 천호대교지점 반환 10km 

2015 4. 1 기념관 예산관련 담당과장 면담에서 기존 예정 부지 구파발에서, 임진각으로 

변경하여 예산 대폭 삭감 권고 

 4. 21 권고 받은 기념관 부지 임진각 현장 답사 후 수용 

 5. 28~31 통일박람회 2015 참가 

 6. 다큐멘터리 제작 공모 

 7. 30 다큐멘터리 구성안 프레젠테이션 

 8. 4 다큐멘터리 제작 계약 

 9. 18 ‘2015 추석맞이 전쟁납북자 망배행사’ 임진각 위원회사무국과 공동 주관 

 10. 15 납북자기념관 건립과 관련 사무국의 50억 증액 요청에 따라 외교통일위원 이신 

김영무, 김세영, 심윤조, 김태호 의원실을 방문하여 증액의 이유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 

2016 5. 27~29 2016년도 통일박람회에 참여 전시납북자 유품전시와 앞으로 세워질 기념관에 

대한 우리의 바람 등을 전시 

 7. 18 제 22차 ‘6.25전쟁진상규명위원회’ 대면회의가 정부청사에서 개최,  황교안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들 참석하여 필요한 지원을 약속하고, 이미일 회장은 

보고서에 대한 우리 의견을 개진함 

 9. 22 임진각에서 망배행사를 개최 가족회 회원 207명이 참석하여 헌화, 망배 헌시 

낭독, 음악회와 기념관 부지 방문 

 10. 11 ‘물망초의 꿈: 다큐시사회’ 를 대한극장에서 개최 지난 1년간 납북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큐형식으로 제작한 ‘물망초의 꿈’을 가족회원들에게 소개 

 10. 20 통일부 주관 ‘국립6·25전쟁납북자 기념관’ 착공식 가족회원 참석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홍용표통일부장관 환영사, 파주시장 축사, 가족회 회원들과 함께 

발파식 등 진행 

 11. 3 통일안보 현장체험 행사로 ‘6·25전쟁 납북자가족의 통일안보 현장체험’을 진행 

회원 80명 두타연, 양구 통일관, 을지전망대 및 펀치볼 등을 방문 

 11. 22~ 

30 

가족회 정관이 변경되어 대의원제를 도입함으로 ‘대의원 선출을 위한 

지역회의’를 서울 및 대전, 대구, 청주, 부산, 춘천에서 개최 전국에서 30명의 

대의원 선출 

2017 5.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힌국 정부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발간 

 6. 28 제6회 ‘6·25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파주 임진각에서 개최 

 9. 28 2017 기획포럼 ‘6.25전쟁과 전시납북의 특수성: 세계사적 시선에서 전쟁 범죄 

연구의 필요성’ 

 11. 29 통일부 주최 파주 임진각에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개관식 납북결정자 약 

700명 참석 이사장 축사 

2018 2. 21 배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조선일보 A20 면 전면광고 광고 

‘더 오래 더 깊이 고통 받고 나라 세우고 지킨 우리에게 이 무슨 차별입니까? 

6∙25납북피해자 배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18수준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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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6 특별법 제정 요청 서한 발송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 관련 각부 장관 및 국가인권위원장 

 3. 28 남북회담에서 전쟁납북자 공식 의제화 촉구 및 한국전쟁범죄(KWC) 141 문건 

공개 기자회견 (청와대 분수대 앞) 

 4. 5~25 4 월 27 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전쟁납북자 의제화 촉구 1 인 릴레이 시위’ 

청와대 분수대 앞과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2 개 장소 동시 진행 

 4. 25 남북정상회담에서 전쟁납북자 공식 의제화 촉구 및 트럼프 미국대통령께 보내는 

청원문 공개 기자회견 (청와대 분수대 앞) 

 5. 28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에서 전쟁납북자 문제는 거론도 하지 않고 

평화와 종전체제 실현에만 전력을 다한 것에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와 

공개질의서 발송 

 5. 29 문화일보 전면광고 A15 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가짜 명화 쇼로 전쟁납북 

피해자들의 존재와 비원(悲願)을 덮지 말라!’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실현의 중요 선결요건 중 하나는 전쟁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 

 6. 12 통일부로부터 문 대통령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신 수신 

민족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로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6. 26 - 공개질의서 관련 통일부 답신에 대한 이의 제기 공문 발송 

- 통일부 홈페이지에 전쟁납북자에 관한 업무 내용 부재에 관한 등재 조치 요청 

공문 발송 

 6. 28 제7회 6∙25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파주 임진각 기념관 앞에서 회원 약 300명 

참석하여 헌화와 음악회, 기념관 관람으로 진행 

 7. 5 통일부 김병대 인도협력국장 오찬 면담 

1. 기억의 날 불참 건 2.통일부 홈페이지 전쟁납북자 사업 미등재의 건 

3. 회담에서 전쟁납북자 문제 공식 거론의 건  

4. 기념관 전시 변경 시 가족회와 협의 약속의 건 

 7. 11 기념관 전시 내용 설계도와 대조 확인 차 기념관 방문 

 7. 14 VON제작진 내방 ‘6·25지우고 종전하자고?’ 현장 인터뷰 촬영 

 7. 26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학생 및 학부모 관람 진행 

 8. 13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 외 11명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 거부하니 

기존의 법에 있는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는 개정법률안 발의한 사실 확인 

 8. 14 대검찰청에 송갑석 의원 명예훼손 및 보안법 위반으로 고소장 제출 

 8. 24 제1차 ‘10만 전시납북자 은폐하는 더불어민주당 범국민규탄대회’ 개최 

여의도 민주당사 앞  

 8. 31 제2차 ‘10만 전시납북자 은폐하는 더불어민주당 범국민규탄대회’ 개최 

여의도 민주당사 앞, 해당 의원실 항의방문 시작 9월 4일, 6일 12명 전원 

방문하여 개별 철회 의사 확인 

 9. 5 조선, 문화 5단 통광고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외 11명 제3차 규탄 및 사퇴 촉구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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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7 제3차 ‘10만 전시납북자 은폐하는 더불어민주당 범국민규탄대회’ 개최 

여의도 민주당사 앞 

 9. 10 보도자료 작성(내용: 9인 철회 의사/ 송갑석, 이수혁, 심재권 유보)하여 각 

의원실에 확인 작업한 결과 내일 전원 철회 보도자료 나가니까 배포 보류 

요청(신경민 의원실)  

 9. 11 발의 의원 전원 조용히 철회만 하고 철회 및 사과 보도자료 배포 안함 

 9. 12 국회 정론관에서 홍문표 의원 소개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과와 송갑석 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후 당대표실로 방문하여 성명서 전달.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주최 ‘납북자 송환 촉구 긴급 정책토론회’에 이사장 

토론자로 참석 

 9. 18 평양에서 개최된 제3차 남북전상회담을 취재하는 언론보도 센터가 마련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앞에서 보수단체가 개최한 시위집회의 연사로 

이사장과 박명자 납북 후 탈출자가 참석하여 납북자 문제 해결없는 평화회담에 

반대한다는 규탄 연설  

 10. 26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반인도범죄, 

제10조 민간인에 대한 전쟁범죄 위반으로 서울 답방 시 체포할 것을 청구하는 

도태우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접수  

 10. 27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된 ‘문재인 정권 퇴진 국민 총궐기 대회’에서 

회원들이 단상 위에서 ‘김정은은 반인도범죄 문재인은 여적죄  6·25납북자를 두 

번 죽이는 범죄자들을 체포하라’는 현수막 펼치고 도태우 변호사는 김정은 

고소장을 낭독함 

 11. 29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개관 1주년 기념 헌화와 임직원 노고에 감사 

하는 다과회 진행 

 12, 11 ‘문재인 대통령 직무유기죄 고소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 후 

이동하여 대검찰청에 고소장 접수 

 12. 13 연천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서 기념관이 주최한 발전을 위한 1주년 전문가 의견 

청취 워크숍에 가족회 이사장과 이사 3명 참석하여 이태영 이사 가족회 입장 

발표 

 12. 28~ 

3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상설 전시 내용에 6·25전쟁납북사건에 관한 

전시물이 없어 ‘6·25전쟁납북 은폐 왜곡 규탄대회’ 시작. 규틴사, 동영상 및 

자료전시로 박물관 측 직원과 시민들 전쟁납북 문제 교육 

 12. 31 「6·25전쟁 민간인 납북문제 처리를 위한 국제 특별재판부 연구」발간               

저자 - 강경모: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 (J.D.), 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장 

(J.D. LL. M.), 박진하: 유엔개발계획(UNDP) 본부 근무 국제개발 전문가 

2019 1. 2~10 

 

 

 

 

 

 

 

전년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쟁납북 은폐 왜곡 규탄대회 계속.                                     

1 월 3 일 관장 면담 요청 공문 발송에 관장 대신 1 월 10 일 17 시 전시 

과장과 면담하여 전달한 3 가지 요구사항 및 답변 등 

1. 전쟁납북 관련 전시 공간 마련- 2019 년 전시 전면 개편할 때 반영 

2. 임진각에 국립 6·25 전쟁납북자기념관 관람– 1 월 중에 관람하겠음 

3. 6·25 에 즈음하여 전쟁납북자 특별기획전 개최– 기획전 요청이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전쟁납북 문제 기획전은 이미 전시된 내용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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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전시물을 제작하는 어려움이 없으니 긍정적인 검토 요망.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물 도록 받음  

2017년 정부발간 「6·25전쟁납북피해진상조사보고서」,와 가족회 산하 

자료원에서 발간한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1, 2, 3, 4 증정 

             1. 2 천해성 통일부 차관 면담 

  2017 년 정부 발간 「6·25 전쟁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와 한국전쟁범죄 

사건번호 141(KWC#141)을 가족회 봉투에 넣어 ‘북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김정은 귀하’라고 써서 븍측에 전달 요청 

 2. 18 대한언론인회에서 가족회 사무실 방문하여 인터뷰 진행 

 2, 20 중동의 알자지라 방송사가 가족회 사무실 방문하여 인터뷰 진행 

 2. 21 여명 서울시의원 내방하여 가족회원 복지 요구의견 수렴 및 이사 표창장 수여 

 3. 7 2019 년도 대의원총회 개최   

사업보고 · 수지결산보고 · 사업계획안 · 수지예산안 통과 

 3. 22 기념관 홍양희 관장 및 직원 내방 2019 년도 기념관 사업설명회 진행 

마중 뜰에 납북 결정자 각명비 재료 및 설계도/ 기념관 도록 발간/ 납북자 전시 

연계 교육 계획 연 14 회 진행 에정 

 4. 4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방문 

외교통일상임위원회 전쟁납북자 북한에 문제해결 제안 촉구 관련 결의안 발의 

의뢰한 결과 소관 의원 김재경 소개 

 4. 9 결의안 발의 관련하여 김재경 의원 방문한 결과 대표 발의하기로 수락 

 4. 12 뮨재인 대통령 직무유기 고소 중앙지검 도태우 변호사와 같이 출두하여 김정은 

고소 관련도 함께 자료(CIA 문건, KWC 문건, 정부관련 공문 등) 추가 제출 및 

진술 

 4. 2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면담 

이미일 이사장 

김남주·김재조·서정식·유재민·이경찬·이상일·이성의·이태영·전태희·최창림 이사 

 7. 3 ‘북한에 의한 6·25 전쟁 민간인 납북범죄 해결촉구 결의안’ 김재경 의원 등 15 인 

공동발의 국회 외교통일상임위원회에 상정 

공동발의 의원 

김재경·김무성·김영우·유기준·심재철·정양석·이정현·정진석·강석호·조훈연·김정재·

권성동·주호영·원유철·윤상현  

 6. 24 국회에 방치되어 있는 ‘북한에 의한 6·25 전쟁 민간인 납북범죄 해결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촉구 궐기대회 개최 (국회의원 심재철, 김재경 주최) 

 6. 25 북한의 6·25 전쟁 납북범죄 규탄대회 

‘김정은 끝장내자’ ‘문재인 쫓아내자’ 

규탄사, 결의문 낭독, 가두행진, 청와대 결의문 접수 

 6. 28 제 8 회 6·25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기념관 앞에서 개최 

이언주 국회의원 격려사 

 7. 22 국회 외교통일상임위원장실 및 소속 위원실 방문 

7 월 5 일 가족호 발송 공문 ‘북한에 의한 6·25 전쟁 민간인 납북범죄 해결촉구 

결의안’ 찬성여부 질의에 회신이 없는 의원들에게 입장문 ‘한반도 종전·평화의 

선결요건은 정전회담에서 미봉된 6·25 전쟁납북 범죄문제 해결’ 전달하고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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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 

 7. 26 문화일보 오피니온 여론마당에 이미일 이사장 기고문 “6·25 정전 66 년… 납북 

‘전쟁범죄’도 잊어선 안 된다” 게재 

 9. 26 일요서율 ‘대동강 변에 묻힌 우리 국민들 직접 확인하고 싶다’ 

‘10 만 명 납치한 북한은 분명한 범죄 집단’ 

‘1 월 한 장 지원 해주지 않으면 북한은 무너진다’ 

 9. 27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 

이사 일괄 사표에 대한 재신임의 건- 김영희 이사 사임, 박혜자 이사 선출 

실행위원 구성의 건- 김호길, 박이일, 박필자, 윤병조, 최수길, 최인숙, 홍능자 

궐위된 대의원 보선의 건- 박혜자, 김호길 

 9. 28 기념관 기획 관람 - 서울대 투루스 포럼 대학생 중심으로 기념관으로 초대하여 

전쟁납북사건에 대한 현장교육 진행   

 10. 3 ‘지키자 대한민국 집회’ 참여  

광화문 광장 세종문화회관 앞 

 10. 30 문화일보 ‘납북피해자 국제결의대회 증언’ 

피해자 가족들과 법적 대응 논의 

 10. 31 조선일보 ‘북한 납치·억류 국제결의대회 증언’ 

‘문 대통령 등 고위 당국자 면담 여부 주목’ 

 11. 29 기념관 개관 2 주년 기념행사 참가 

개편된 기획전시실 관람과 출판된 도록 참석 회원들 수령 

 12. 30 납북가족증언 동영상 영어/일어판 제작 업로드 

전쟁납북사건을 국내외로 홍보하기 위하여 34 건의 납북가족 증언영상 내용을 

5 분 내외로 편집,영어와 일어로 번역하여 유튜브사이트에 게시함 

2020 1. 29 김연철 통일부장관 면담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이미일이사장 외 이사 3 인 동석하여 전쟁납북자문제 

해결에 힘써줄 것을 당부. 

 2. 3~7 전쟁납북사진 전시회 개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 층 대로비에서 자유한국당 전희경의원 주관으로 지난 

2009 년 2 월에 이어 11 년만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진전 개최  

 6. 17~ 

30 

전쟁납북 70 년기념 사진전시회 개최 

파주임진각 평화의 종탑 옆 광장에서 6.25 전쟁납북 70 년 기념 

사진전시회 ”돌아오지못한 사람들”. 총 98 점의 사진자료 전시. 

 6. 23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최 간담회 참석 및 건의안 제출 

국회 본당 미래통합당 회의실에서 김종인위원장 요청으로 이미일이사장 외 이사 

7 인 참석. 이미일 이사장 모두 발언 

 8. 27 VOA 인터뷰 진행 

이미일이사장이 VOA 김형진기자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공개한 6 월 

30 일자 서한에 관하여 가족회 입장을 인터뷰 함. 

 10. 31~ 

11. 16 

전쟁납북 70 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사진전시회 개최 

파주 임진각에서 총 98 점의 사진자료 전시. 

2021 1. 1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 기자회견  

6‧25 전쟁 중 북한 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납치된 10 만 납북피해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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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는 가해자가 없음. 우리정부도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없어 2 차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사료되어 문재인 정부의 사과, 유해발굴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한 후, 정근식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가해자 진상규명하여 책임 부가 결정 촉구.   

 9. 7 추석명절 납북 희생자 망배 및 추모행사 진행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임진각 국립 6.25 전쟁납북자기념관 마중뜰에 차례상과 

헌화용 국화를 마련하여 납북자 가족 및 기념관 관람 일반인이 참석.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추모행사 장소 방문 참배와 헌화. 

 9. 15 물망초 인권세미나 토론자로 참석 

이성의 이사가 물망초연구소가 개최하는 ‘이산가족 남북합의 50 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 

 12. 6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 관련 공개질의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질의서 전달 

 12. 15 납북자 기념관 특별전시관이 “예술, 전쟁을 겪다”라는 주제 하에 내용을 

개편함에 따라 가족회 이사 및 대의원이 참석, 특별전시에 기여한 공로자로서 

최영재 회원(동시작가)이 장관 표창을 수상 

 12. 31 유튜브 사이트에 40 건(영어, 일어, 중국어)의 납북자 가족증언 동영상 게재 

전쟁납북사건을 국내외로 홍보하기 위하여 40 건의 납북가족 증언영상 내용을 

5 분 내외로 편집,영어 ∙ 일어 ∙ 중국어로 번역하여 유튜브 사이트에 게시 

2022 1. 1 

 

코로나로 인해 매년 개최하던 오프라인 사진전시회를 계속하기 어려워 2021 년 

온라인으로 관람 가능한 사이버기념관 www.돌아오지못한사람들.kr 을 제작하여 

개관 

 3. 10 

 ~20 

정기 총회를 우한폐렴으로 인해 작년에 이어 대면으로 개최하지 못하고 의결서 

포함 총회자료를 대의원들에게 우편 발송하여 서면으로 시행 

 5. 31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주한 네덜란드대사관, 주한 

영국대사관과 합동으로 주최한 ‘북한 강제실종범죄 책임규명 공동 브리핑’에 

가족회 이성의 이사가 참석하여 ‘한국전쟁 전시 납북자 문제와 피해보상방안’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함 

 6. 9 

 

이미일 이사장과 이경찬, 김재조, 박혜자 이사와 이옥남 과거사 위원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면담하고 기억의 날 행사 초청과 함께 전쟁납북자 문제 현황을 

설명하고 문제 해결에 힘써줄 것을 당부 

 6. 9 국민의 힘 태영호 의원실을 방문하여 기억의날 행사 초청과 함께 전쟁납북자 

문제 현안에 대해 논의 

 6. 13 국민의 힘 정경희 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주최한 사진전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에 사전에 전시납북사진자료 송부하였고 좌파에 의해 뒤집힌 

6·25 전쟁의 역사를 바로 알리는 개막식에 이미일 이사장 초대되어 가족회 

임원진들 참석 

 6. 28 

 

 

‘제 9 회 6∙25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개최  

코로나로 인해 2 년간 개최하지 못했던 6·25 납북희생자기억의 날을 

국립 6·25 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회원 340 여명이 참석하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태영호 의원,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기념사, 이어서 헌화, 음악회, 결의문 낭독 진행 

 7. 8 6·25 전쟁납북자기념관 신임 김영산 관장 내방 

 7. 15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 이훈기 대외협력담당관 내방하여 이사장과 진행상황 및 

http://www.돌아오지못한사람들.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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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상 문제를 비롯한 해결방안 논의 

 9. 7 10:30 국립 6∙25 전쟁납북자기념관 특별전시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개막식 

이성의 이사 참석 

 9, 2 자유아시아방송 여성인터뷰 이미일 이사장 ‘한국정부, 전시납북 보상∙책임규명 

적극 나서야’ 

 9. 10 추석명절 납북 희생자 망배 및 추모행사 진행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임진각 국립 6·25 전쟁납북자기념관 마중 뜰에 차례상과 

헌화용 국화를 마련하여 납북자 가족 및 기념관 관람 일반인이 참석. 

 10. 3 가족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주신 이미일 이사장 모친 김복남 소천 장례식장에 

가족회 임원진 조문 이성의 이사 추모사 낭독 

 11. 16 윤석열 대통령 ‘北, 억류자·납북자 즉각 석방 촉구…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첫 

채택 ‘프놈펜성명’서 3 국 공조선언  (세계일보) 

 11. 22 진실화해위 주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전쟁 희생자 배보상에 관한 국회 

토론회’에 회원 참석 

 11. 2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6·25 전쟁 당시 민간인 납북사건 등에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 (조선일보) 

 11. 24 권영세 통일부 장관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미일 이사장 납북자 전담부서 설치 

요청 

 11. 29 국립 6·25 전쟁납북자기념관 개관 5 주년 기념행사 참석 

 12. 1 배보상 입법추진 관련 국회의원 구자근, 윤상현, 김용판 의원실 방문 비서관들과 

면담 진행 

 12. 31 5 분 내외 동영상 증언채록 영어, 중국어, 일어 2019~2022 년까지 137 건 완성 

2023 1. 17 오후 2 시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 이옥남 위원 내방 

사건 2 마-4696 이동진 등 68 건 적대세력(전시닙북) 사건(1) 진실규명으로 결정 

 2. 13 오후 2 시 김영산 국립 6·25 전쟁납북자기념관 관장 새해 인사 및 신년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교환 

 3. 23 2023 년도 총회 개최 이사장 이미일 사임 이성의 이사장 선출 가족회 사무실 

파주 기념관으로 4 월 25 일 이전 

 4. 12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오후 국립 6·25 전쟁납북자기념관을 관람한 

후 전시∙전후 납북자, 억류자 가족 만나 위로의 시간을 가짐. 본 회에서 이미일 

명예이사장, 이성의 이사장, 이상일이사, 하영남 4 인 참석. 가족회 제안서 

백태현 통일비서관에게 직접 전달. 통일부 인도협력국이 인권∙인도실로 승격했지 

만 납북자 과가 아직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 박형일 실장에게도 제안서 

전달. 제안서 내용에 첫째, 납북자 전담부서 설치, 둘째, 북한정권을 전쟁납북 

범죄 건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 등 

 

국제 활동 

2001 10. 14 일본 동경 피랍일본인 구출회 주최 ‘제3회 국민대집회’ 참석 연대 

2002 2. 7~11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동경에서 개최한 ‘제3회 북한인권문제국제회의‘에 참석.  

9일 리셉션에서 6‧25전쟁납북자에 관한 소개와 4개 외국 NGO에 영문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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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뢰서 전달 

2002 9. 15 

 ~17 

‘피랍일본인구출회’가 일본 동경 히비야공회당에서 주최한 ‘제4회 국민대집회’ 에 

참석 전쟁납북자 문제를 알리고 공동 해결을 위한 연대 연설과 피납일본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방북하는 고이즈미 일본총리에게 ‘한국전쟁납북자 조속한 

생사확인 요청’ 서한 전달. 

  10. 11 한일 합동기자회견(납북자 관련 시민단체) 참석 

내용: 본회를 비롯한 5개 한국단체와 민사인권회의 등 2개 일본단체는 납북자 

문제 해결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 

2003 5. 7    

(6~8) 

피랍일본인구출회 초청 제5회 일본 ‘국민대집회’ 참가 

김성호 이사장 연대연설, 가족회 및 관계자 7명 참석 

 6. 3~12 미국 디펜스 포럼 초청 '납북자 송환 및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국제대회' 참가 

미국 상하의원 면담 및 명부자료 전달, 뉴욕 유엔인권위원회 방문 한국전쟁 

납북자 명단 전달 

 6. 23~24 ‘납북인사송환 한일공동촉구대회’ 서울에서 개최 

주제: 북한의 민간인 납치 테러의 시작과 현재 

2004 4. 27~ 

5. 4 

미국 국회 도서관에 월간조선과 본회가 1952년 정부발행 납북자 명단 공동 

편찬한 「납북자82,959명」기증 

‘북한 자유의 날’ 행사 참석, 다큐멘터리 영상물 상영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에 정식 회원 가입 

뉴욕 UN 인원위원회 방문, 납북인사 인권문제 협의 

뉴욕 UN 북한대표부 방문, 북한 참사관 면담 

 9. 6~9 김성호 이사장 방미  

미국 국무성 관계자, 상하의원, 백악관에 본회 메시지 전달 

2005 11. 22 ‘피랍일본인구출회’ 초청 동경 기자회견 참가 

 12. 6~9 “북한인권국제대회” 행사의 하나로 시청 앞에서 전쟁납북자 관련 자료 전시회 

진행 및 생사확인 가두서명 운동 

“북한인권국제대회-NGO회의”에서 전쟁납북자 호소문 낭독 

2006 4. 25~ 

28 

미국 워싱턴에서 Defense Forum이 주최한 북한인권 주간 행사 참석  

 4. 27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가족회 이사장 한국전쟁납북자에 대한 증언 

“옛날 얘기가 아닌 지금의 비극 

2007 7. 19~ 

28 

미국 워싱턴 방문하여 상하의원 및 국무부 관계자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 청취 및 가족회 입장 전달  

 7. 26 워싱턴 National Press Club 주최 오후 기자회견 포럼에서 이사장 연설 ‘한반도 

문제해결의 선결요건은 인권을 회복시키는 일-  

한국전쟁 납북자 문제해결을 호소하며’ 

2010 4. 29~ 

5. 1 

수잔 숄티 여사가 서울에서 진행하는 북한자유주간 행사로  

‘제 1 회 8 만 4000 명 ‘국군포로․납북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 개최  

매년 진행하여 2012 년까지 3 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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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31 

~11. 2 

‘제 2 회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해결 국제 연합대회’ 주관  

“납북자 문제의 기원․확산․해결” 

2011 4. 24~28 북한자유주간 행사- 납북자 신고 홍보를 위한 납북 관련 사진전시회 

경복궁역 서울 메트로 미술2관 

 5. 8~20 미국 의회 ‘6·25 전쟁납북자 결의안’ 상정 관련 1 차 활동  

의원과 의회 관계자 등 관련자 면담하여 전쟁납북자 문제 홍보 

 5. 12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납치보고서 「Taken」 출판기념회 참석 한국전쟁 납북자 

문제 발표 

 10. 1~17 미국 하원 납북자 결의안 상정과 채택을 위한 2차 활동 

 10. 6 워싱턴 NPC에서 국제세미나 개최  -휴전회담에서의 남한민간인 납북문제 

 12. 

12~19 

한국전쟁 납북자 관련 결의안 채택 관련 3차 방미 활동 

 12. 13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일리에나 로스 레티넨 위원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H.Res.376 한국전쟁에서의 전쟁포로/실종자 그리고 납북자의 송환을 

촉구하며>가 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2012 10. 29~ 

11. 11 

스위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진정서 접수 및 한국전쟁 납북자 문제 발표,  

국제적십자사에 1956년 접수한 실향사민안부탐지조회서가 실향사민이 아닌 

전쟁납북자 문제임을 알리고 해결에 도움을 요청.  

파리, 런던, 베를린을 방문하여 정부, 국회, NGO 관계자를 만나 홍보와 협조 

부탁.  

기념관 건립 관련하여 현지 기념관 방문 답사 및 자료 수집 

2013 8. 16 UN COI 조사관 내방하여 전시납북자의 자녀인 탈북자 2명 비공개 증언 

 8. 20 UN COI 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체와 미팅에 참석. 전시납북자 문제의 

범죄성을 보고서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 

 8. 23 오후4시~5시 UN COI 위원회 마이클 커비 위원장, 마르주끼 다루스만 위원, 소냐 

비세르코 위원이 연세대 새천년기념관에서 공청회 개최 

가족회 참가: 이미일 이사장 모두 발언에 이어 탈출귀환자 박명자, 납북자 

김재봉의 아내 김항태, 납북자 김정기의 아들 김남주, 납북자 

최홍식의 아들 최광석의 증언으로 진행. 

 10. 24 2013 서울 국제심포지움 ‘국제공조를 통한 민간인 납치피해 문제의 해결’ 

   장소: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 

   후원: 국무총리 ‘6∙25납북진상규명위원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발제자: 김태훈 변호사 (한변 상임대표), 마렉 핸더렉 연구원 (폴란드 민족 

기억연구소 IPN), 니시오까 츠토무 회장 (피랍일본인 구출회)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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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6~21 

11. 18 

 

11. 19 

 

 

11. 20 

스위스 제네바, 네델란드 헤이그 해외 출장 

 

유엔 COI 강제실종 조사관 시어본 홉스를 방문하고 2014년 3. COI보고서에 전시

납북자 비중있게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답을 받음 

WGEID 담당자 방문  

이성환의 인적사항에 국가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정해줄 것과 추가로 35건의 진정서를 접수시킴  

2012년 접수한 4건과 합하여 총 39건이 접수됨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 진정서 접수 후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면담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재판소 재판관 면담  

6∙25납북은 계속범이고 남한에 남은 가족의 피해를 들어 사전 검토에서 통과되기

를 희망하였음 

2014 3. 15~23 제네바 · 헤이그 · 런던 출장 

 3. 17 Human Right Watch가 주최한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 25차 정기세션 병행 

이벤트에서 본회 이사장 증언 

‘지금도 계속되는 비극’ ‘Ongoing Tragedy’ 

 3. 18 WGEID담당자 만나 추가로 15건의 진정서 접수 총 54건이 접수됨 

 3. 20 헤이그 T.M.C. 아세르 연구소 (T,M,C. Asser Institute)에서 법조계 전문가 회의 

참석 마이클 커비 뷱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소냐 비세르코 위원이 북한인권 

보고서의 국제법적 의의 및 내용에 관한 토론 진행 

 3. 21 런던 그레셤대학 (Gresham College), 킹스대학 (King’s College) 마이클 커비 

위원장 의 공개강연에서 가족회 법률 고문 김태훈변호사가 한국전쟁 중 

납북사건의 중요성 에 관하여 발언 

 4. 4 폴란드 민족기억연구소(IPN) 발간 .간지(pamieci. pl)에 마렉 헨더렉 연구원이 

한국전쟁 납북 사건 관련 기고문 게재 

 4. 9 강제실종실무그룹 (WGEID)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북측의 입장표명 메일로 수신 

 4. 15 영국국립기록원 (TNA)에서 초대가족회 작성 선언문 영문본(1954. 3. 11) 원본 

폴란드 민족기억연구소 마렉 헨더랙이 발굴하여 사본 전달 (주한영국대사 W. G. 

그레함이 영국 외무성 장관 안토니 이든 경 앞으로 발신한 공문에 첨부됨) 

 8. 25~29 폴란드 민족기억연구소 방문하여 구 공산정권 동유럽 국가들의 문서 보관소에 

보존되어 있는 자료들 중 한국전쟁 납북관련 자료 공유 협력 및 교류 연구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논의 / 폴란드 언론에 한국전쟁 중 민간인 납북피해 홍보 

 10. 23 이정훈 인권대사를 통하여 부시 인권연구소에 전쟁납북민간인 인권문제 해결 

협조 서한 전달 

 11. 20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아시아 태평양 분과 소속 납북문제 담당 기욤 파이플레 

(Guillaume Pfeiffle)가 내방하여 전쟁 중 민간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회 

의견 청취. 가족회는 피해가족들이 고령임을 감안하여 국제사회 

에서 피해가족들이 직접 증언할 수 있는 자리가 속히 마련되기를 희망 

2015 2. 17~18 유엔 COI보고서 발간 1주년 기념 ‘북한인권 대토론회-미래를 향한 북한인권’ 에 

참석. 한국전쟁 납북문제 해결방안으로 유엔에서 가족에게 직접 증언할 기회를 

주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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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부시연구소(George W. Bush Institute), 국제전략사무소(CSIS), 

 미국북한인권위원회(HRNK), 연세휴면리버티센터(Yonsei Center for 

Human Liberty) 

  장소: 미국 워싱턴 국제전략사무소 

 10. 2 국제민주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e for International affairs)주최   

인류학자 진주현 박사와의 간담회에 참석. 미국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기관 (us 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에서 근무하는 진박사의 

유해송환 관련 청취 및 질의 

 10. 

21~25 

이옥남 전 자료원 실장 가족회 대표로 폴란드에서 개최된 ‘2015 바르샤바 

민주주의 대화’ 참석. 전시납북사건에 대한 홍보와 국제적 해결방안 논의 

 11. 11 서울인권회의(Seoul Dialogue for Human Rights)’ 참석. 본회 이사장 증언 

마그나 카르타 800년 기념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찾아’ 이정훈 인권대사가 

대표인 연세 휴먼리버티센터가 주최 

 11.29~ 

12. 1 

2015 전환기정의 국제회의 ‘전시민간인 보호와 6·25전쟁 중 민간인 납북문제 

해결’ 주최 

  후원: 국무총리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협력단체: 전환기정의연구소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중요 주제 

제네바 협약에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항의 진화 

       Kushtrim Palushi 코소보 인권변호사 

국제법에서의 강제실종 및 납치문제 

       Christian Gilberto Gonzalez Chacon 과테말라 인권변호사 

전환기정의 관점에서의 6·25전쟁 납북사건 

       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 원장 

사례발표: 폴란드, 캄보디아, 코소보와 발칸반도, 과테말라와 남미 

 12. 14 유엔서울인권사무소가 주최한 ‘패널토론: 인권침해 관점에서 보는 이산가족’에 

가족회 김지혜이사가 참석하여 전쟁납북 가족경험을 발표 

2016 2. 17~18 

 

유엔서울인권사무소 주최로 납북피해자 가족과의 인터뷰를 실시. 인권사무소 

타렉쉐니티 Tarek Cheniti가 가족회 사무실 방문 시리즈 인터뷰 진행(3. 29~4. 1) 

2017 2. 7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 위원들의 방한 중 북한의 납치와 강제실종에 

관한 연합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사장 6·25전쟁납북자 문제 설명함 

 12. 5 2017국제 세미나 ‘북한에 의한 민간인 납치 범죄의 근원적 해결’ 

 사회: 김석우 전 차관  

 발제 및 토론자: 그렉 스칼라튜, 니시오까 츠토무, 김미영 

2018 4. 26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에게 청원문 발송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를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수많은 남한민간인 

납북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고 남북정상회담에서 공식 거론하여 

해결해주기를 요청했지만 안함. 이에 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미북 정상 회담에서 

10만 한국전쟁납북자 문제를 거론해주실 것을 요청 

 5. 16 폼페이오와 볼턴에게 성명서 발송 

미국이 북한에 6∙25 전쟁납북자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 

 5. 25.  미북정상회담에서 6∙25 전쟁 납북피해문제 거론 촉구 외신기자회견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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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6.13 미북정상회담 앞두고 광화문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6∙25 전쟁납북자, 

국군포로, 납치자 이름부르기’ 

 6. 8 ‘북한의 불법 납북∙납치 문제해결을 위한 13 개국 극제 공조 대처방안 발표회’  

축사: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사회: 이영조 교수  

발표: 니시오까 츠토무 납북일본인구출회 회장, 에비하라 교수, 이희문 북한 

자유와 인권을 위한 글로벌네트워크 대표, 김흥광 NK 지식인연대 

증언: 박명자 납북 후 탈출자, 반종 판쵸이, 황인철 KAL 기 납북가족 대표, 

김남주 전쟁납북자 가족 

 6. 11` 유엔서울인권사무소 Signe Poulsen 소장과 황인철 대표와 같이 가족회 

사무실에서 납북자 홍보 동영상 촬영  

 6. 12 6.13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광화문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전쟁납북자 문제 

거론 요청 나홀로 시위 

 6. 19 잠수대교에서 진행된 오토 웜비어 1 주기 추모행사에 참여 헌화 및 침묵 행진  

 7.  2 주한민국대사관 직원 3 인 가족회 내방하여 의견 청취 

 7. 31 미국 HRNK(북한인권위원회) 주최 한국외대국제여름학기 컨퍼런스 참석 

 

 

 

11. 17 아라키 가즈히로 일본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 대표가 단장이 되어 특정실종자 

가족회원들과 관계자, 봉사자 등 17 명이 기념관 관람하고 회의실에서 약식 

간담회 진행.  TBS 일본 TV 영상 취재 

2019 1. 23 서울유엔인권사무소가 2018 년 6. 11 일 촬영한 동영상 공개 

 2. 2 VOA 뉴스 “전시납북자 피해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촉구해야 

 2. 20 알자지라 방송 가족회 사무실 방문 이미일 이사장과 이경찬 이사 인터뷰 

 4. 2 일본 납치문제대책본부 참사관 준 미우라 일행 내방 

2019 년 5 월 3 일 일본정부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북한의 민간인 

납치문제’ 세미나 참석 요청 

 7. 16 美 의회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관련 가족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 하원 의회에서 통과된 2020 년 국방예산승인법(NDAA) 

부수 조항에 한국전쟁종식을 위한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야만 한다고 미국정부에 주문한 것과 별도로 발의된 종전촉구결의안에 

관한 가족회 입장을 발표 

요구사항 

1. 미국 하원은 북한 전쟁범죄 면죄부 주는 종전결의안 (H.Res.152)을 당장 

철회하라 

2. 미국 하원은 종전선언 추진에 앞서 휴전회담에서 미봉된 북한 전쟁납북 

범죄문제 해결에 앞장서라. 

3. 미국 상·하원은 한국전쟁 납북자·전쟁포로·실종자 문제해결과 송환을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11. 11 재 대한민국일본대사관 미바에 타이스케 정치부공사 내방 

민간인 납치문제 해결에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 함. 

 11. 22 오토 웜비어 부모 초청  

‘북한의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결의대회’ 

  후원: 유엔서울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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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12:00  '북한의 납북·억류피해자 공동 기자회견'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주최하는 '국제결의대회' 개최 목적과 주요내용 

설명 

    - 미국, 일본, 태국의 피해자들로부터 방한 목적과 향후 연대활동 계획 발표 

13:00 ~ 17:00 ‘북한의 납치·억류 피해자들의 법적대응을 위한 국제결의대회’   

 피해 가족 증언 

Fred & Cindy Warmbier (미국, Otto Warmbier의 부모), 

마쓰모토 데루아키 (일본, 마쓰모토 루미코의 남동생) 

반종 판초이 (태국, 아노차 판초이의 조카) 

황인철 (한국전쟁 후 납북자 황원의 아들) 

김남주 (한국전쟁 중 납북자 김정기의 아들) 

북한의 납치 및 억류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Fred & Cindy Warmbier (미국, Otto Warmbier의 부모), 

가와사키 에이코 (일본, 모두 모이자 대표) 

도모하루 에비하라(북한에 납치된 사람들을 구원하는 회 ARNKA 대표 

신희석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연구원, 법학박사)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표, 변호사) 

 

2020 10. 21 주한일본대사관 미바에 공사 외 2 인 가족회 내방 

양국의 납북자문제 해결 등에 관한 의견 나눔. 

 12. 1 미바에 타이스케 일본대사관 공사 정치부장 외 3 인 전쟁납북기념관 관람 안내 

 12. 4 유엔서울인권사무소 강윤주 법무관 및 신입책임규명 법무관 내방 

북한이 한국전쟁 중 자행한 민간인 납북이 범죄임을 문서자료와 증언자료로 

설명.피해자들의 증언채록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 

2021 

 

2.4 유엔북한인권 서울사무소의 2021 강제실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온라인회의 참석 

강제실종 및 납북문제 관련 보고서 작성에 앞서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듣고 협력 방안을 논의 하고자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개최  

 3.22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풋프린츠 홍보 영상을 위한 인터뷰 

이미일 이사장 인터뷰가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제작한 nkfootprints.info 사이트의 홍보영상으로 제작되어 유튜브에 게재. 

 4.24 영국 일간 경제신문 파이낸셜타임지의 에드워드 화이트 기자와 전쟁납북 관련 

기사 작성을 위한 인터뷰 진행.  

 5.24 미바에 타이스케 일본 공사 이임 인사차 내방 

미바에 타이스케 일본 공사가 6 월 본국으로 발령 됨에 따라 앞으로도 

납북문제 해결에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약속. 

 11. 10 김영(Young Kim)미연방하원의원 보좌관 일행 접견 

김영 미하원 의원 보좌관인 콜린 팀머만 일행에게 전쟁납북문제 관련 자료와 

요구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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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7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관련보고서 

작성을 위해 방한 中 17 일 NGO 단체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져 가족회 최유경 

국제팀장이 참석 

 3. 30 

 

유엔 서울 사무소가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화상 회의를 개최하여 가족회 

최유경 팀장이 참석. 

 4. 25 엘레오너 페르난데스 법무관과 2010 년경에 가족회 사무실에서 자원봉사한 적이 

있는 하임숙씨가 유엔서울사무소에 인권관으로 새로 합류하여 가족회 사무실을 

내방함. 

 4. 29 유엔서울사무소가 북한 내 책임규명을 위한 피해자와 이해관계자 간담회 

관련하여 사전 시민사회단체 워크숍을 열어 가족회 최유경 팀장이 참석함 

 6. 10 

 

이미일 이사장과 이옥남 과거사 위원은 방한 중인 유엔인권이사회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담당 특별보고관 피비앙 살비올리를 만나 전쟁납북자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한국정부에 책임도 있음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 

 8. 29 9:30~11:00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서울유엔인권사무소 

회의실에서 진행한 면담에 최유경 팀장 손정연 사무장 참석 

 10. 17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에 부임한 신임 제임스 히난 소장과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에 최유경 팀장 손정연 사무장 참석  

 12.  8 신임 유엔서울인권사무소 제임스 히난 소장과 하임숙 인권관 내방. 전시납북자 

해결방안 의논 

2023 2.  7 9:00~10:30 미국대사관에서 정박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 간담회에 이미일 이사장 참석-북한을 압박하려면 핵 문제보다 

인권문제가 중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임을 피해가족들에게 천명.  

 3. 28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보고서 발간 “‘아물지 않는 상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행사에서 최광석 회원 증언, 이성의 이사, 최유경 팀장 

참석 

 

자료원 활동 

2005 4. 9 납북가족 동영상 증언채록 시작 2018년 현재 187건 진행 

 6. 23 자료원 개원 기념 제4회 세미나 개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6·25전쟁 납치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모색’ 

2006 9. 28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1』출판기념회 및 사무실 이전(동일 건물 내 2층으로)  

2007 4. 2 부정기 간행물 Kwari Report 창간호 발간 

‘국제법상의 강제실종 개념은 한국전쟁 중 북한에 의해 납북된 남한민간인 

들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가? 

 7. 24~27 미국 워싱턴에서 연구원, 미국무부 관계자, 하원의원과 관계자 등을 만나 미국 

정부 문서 발굴 협조 요청에 대한 수락과 납북자결의안 상정 권고를 받음 

 12. 6 Kwari Report 2호 발간  

NPC연설문과 미국무부 신규 발굴 문서 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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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30 제1회 콰리 포럼- ‘건국 60주년에 조명하여 보는 6·25전쟁납북자 인권문제’ 

주제로 각 분야별로 매. 4회 까지 진행 

2009 10. 8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2』출판기념회 및 휴전회담 관련 세미나 

2010 11. 30 콰리 연구총서 1 발간 『휴전체제의 전환과 전시(戰時) 민간인 납북자 문제』 

저자: 허만호(경북대 교수) 

2012 10. 15 에세이 공모전 당선작품 모음집 『6·25납북이야기』발간 

 10. 22 전쟁납북자 가족들의 영문증언집 『Ongoing Tragedy』발간 

 12. 10 전쟁납북자 가족들의 증언집 『사라져간 그들』발간 

 12. 31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6·25납북 자료화보집 발간 

2013 3. 10~16 스위스 제네바 세미나 개최 

유엔인권이사회 기간 중인 11일 UN Watch와 함께 Parallel event로 세미나 

개최    

주제: 전쟁범죄로서의 6·25전쟁 민간인 납북문제 

   개요 발표: ‘6·25전쟁 민간인 납북사건 개요’ - 이선민 자료원 국제팀장 

   주제 발표: ‘전쟁범죄로서의 6.25전쟁 민간인 납북문제와 전환기 정의’ 

                김미영 자료원 연구실장 

<마르주끼 다루스만 (Commission of Inquiry 'COI' 위원) 면담> 

내용: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COI'에서 전쟁범죄인 6·25전쟁납북자 문제도 

중요하게 조사되어야 함 

 7. 25~ 

12. 23 납북가족 증언채록 30건 진행 (누적 총 157건) 

2014 3. 3 6·25납북 자료화보집『돌아오지 못한 사람들』2013증보판 발간 

 12. 31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3』 증언편 발간 

2015 12. 10 『납북, 그 순례의 길 』 도서 발간 

2016 1. 29 본회 산하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이 2015년도 국가기록관리 유공포상으로.  

정부대전청사 국가기록원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 

 2. 2~  

10. 31 
납북가족 증언채록 30건 진행 (누적 총 187건) 

2017 1. 23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4』증언편 발간 

 9. 28 2017 기획포럼 ‘6.25전쟁과 전시납북의 특수성: 세계사적 시선에서 전쟁범죄 

연구의 필요성’  

 발표: 김상민 박사    토론: 여현철 교수, 황선익 교수 

2018 12 「6∙25전쟁 민간인 납북문제 처리를 위한 국제 특별재판부 연구」 도서 발간 

 강경모(미국 워싱턴 D.C. 변호사) 김미영(건환기정의연구원장) 박진하 

(유엔개발계획근무 국제개발 전문가) 

2019 3. 22 미국 CIA 문건 미공개 부분 미국 NARA(국립문서기록보관소) 공개 요청 공문 

발송  

 3. 27 납북 관련 증언채록 시작 50건 예정 

 4. 19 NARA에서 CIA측에 요청하라는 답신 수신 후 곧바로 CIA측에 정보공개 요청 

 5. 31 CIA로부터 접수 확인 및 이후 처리 상황에 대한 중간 통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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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1 CIA로부터 국가보안법에 위반되어서 알려줄 수 없다고 최종 통보 받음 

 12. 31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5」증언편 발간 총 49건의 증언을 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