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고문과 강요에 의하여 자신의 의지와  양심을 따르지 못하고

강압자에 의하여 가치관과 신념조차 거세당한 채
학대 받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아버지가 이곳에 계십니다.

아버지가
[이곳]에 계십니다.



아버지를 찾습니다.

임철수
당시 49세 男

서울 제기동

최석만
당시 37세 男

YS-11 부기장

정경숙
당시 23세 女

YS-11 스튜어디스

이동기
당시 48세 男

강릉 합동인쇄소 대표

채헌덕
당시 35세 男

자혜병원 원장

유병하
당시 37세 男

YS-11 기장

김봉주
당시 28세 男

MBC 카메라맨

최정웅
당시 30세 男

한국슬레이트 강릉지점 대표

성경희
당시 23세 女

YS-11 스튜어디스

장기영
당시 41세 男

국민운동 경기지부장

황원
당시 32세 男

MBC PD



이름 : 황원   성별 : 남(B형)

키 : 165cm 몸무게 : 60kg

생년월일: 1937년 9월 12일

납치 당시 나이 : 32세

비행기를 탄 이유 : 서울 출장

직업 : MBC PD

제네바협정에 따라

100% 집으로 돌아오셔야 할 아버지는,

가족이 그리워‘가고파’노래를 부르다 끌려가신 아버지는, 

생사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먹고 살기 위하여 길을 나선 아버지는 

대낮에 납치를 당하였습니다.



KAL납북 사건이란? 

KAL 납북 사건은

1969년12월 11일 승객 46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우고

오후 12시 25분경 강릉을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국내선 YS-11기가

이륙한 지 10분여 만에 대관령 일대 상공에서

북한 고정간첩인 조창희에 의해 납북되어

오후 1시 18분경  원산시 선덕비행장에

강제 착륙된 사건입니다. 



돌아온
39명의 증언

1970년2월14일

전원 송환을 해야 하지만

승객 39명만 판문점을 통해 송환,

그 이후로 11명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KAL납북 미귀환 11인
전후 납북자 517명
전시 납북자 8만 여명



특정 목적 하에 자행되는 외국인 납치문제는

중대한 조직적인 국제범죄이자 특히 악랄한 인권유린 행위로

전쟁범죄로 간주, 시효가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극악무도한 국제범죄 행위이다.

국제사회의 시각



북한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1969년 KAL기 납치 사건은

1970년 12월, UN총회에서

[항공기 불법탈취에 관한 규탄 결의안]이

채택된 공히 전 세계가 다 아는

납치사건입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 해야 하는 북한은 

2006년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생사확인 불가로,

2011년 10월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조차

생사확인 불가라는 재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2012년 3월6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조차

KAL기 납치사건은 정치공세라며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공세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주의를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UN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 실종 실무에 접수할 때 까지

나는 나의 아버지의 성격에 의하여 혹은 신념과 가치관에 의한

영웅적인 행동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UN에 접수를 하면서 정확하게 내가 알게 된 것은 

나의 아버지는 당시 제네바협정과 인도주의 절차에 따라

100% 집으로 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또한 인도주의를 믿었기에 하신 행동 이셨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아버지를 찾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http://cafe.naver.com/kalcomeb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