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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Opening Remarks

고광헌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박경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서창록 휴먼아시아 대표

정진성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지난 9월 제네바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제24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

기에서 유엔인권이사회는 아동·여성 등 취약 계층의 인권에서부터 발전권·선주민

의 권리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지구적 인권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를 통해 지난 3월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설립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가 진행됨에 따라, 한반도 인권 상

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과 관심을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06년 유엔 총회의 결의로 신설된 유엔인권이사회는 출범이래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별 인

권상황 정기검토(이하 UPR)는 이와 같은 유엔인권이사회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UPR이 도입된 이래 모든 회원국이 인권상황 전반에 대

한 검토를 받았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작년 10월 진행된 2주기 검토를 통해 2008년

에 있었던 첫 검토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간의 인권신장 노력과 도전과제

에 대해 포괄적으로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초대이사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올해 다시 이사국이 되었습니

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국내적 경제성장을 넘어 인류 전체의 발전과 인

국제적 안목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길 바라며

2013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참가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도록 많은 기대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국가들 역시, 인권 보호와 보장에 있어서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더 나아가 인권 증진을 위한 역할과 노력에 앞장서 줄 것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받

고 있습니다.

이에 2013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은 동북아 주요 4개국의 인권현안을 되짚

어보고, 유엔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와 메커니즘을 활용해 이를 적용해 

봄으로써, 인권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대학원생들에게 국제적인 안목을 기르고 전

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공동주최하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인권재

단, 휴먼아시아는 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내외 교육과 연구 사업에 주력하

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참가자에게 2013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이 ‘인권’을 몸

과 마음으로 접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인권’을 가슴에 

품은 젊은이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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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Opening Remarks

The 24th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was held in Geneva last 
September. During the session, the Human Rights Council addressed in detail 
global human rights issues ranging from the rights of marginalized groups such as 
children and women, the right to development, to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 In 
particular, there was an update on the operation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last March 
in the 22nd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which show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 establishment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of 2006 marked a new beginning in creating an institutional basi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reflects the Council’s will to implement these plan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UPR in 2008, all UN member states have undergone 
review. The Republic of Korea went through its second review last year in October, 
which was an opportunity to evaluate the efforts made in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since the first review and to assess future challenges.  

The Republic of Korea, one of the first member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has become a member of the Human Rights Council once aga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expecting the Republic of Korea to go beyond its domestic economic 
progress and actively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the overall well-being of mankind. Other neighboring Northeast Asian states 
are also expected to make efforts to realiz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2013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PR offers a unique opportunity for 
students to better understand the human rights issues of Northeast Asia through the 
application of UN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also allows university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human rights to develop a global 
perspective and expertise. 

The co-organizers of this ev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KHRF), and Human Asia, are engaged in various research and 
education programs in addition to activiti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n behalf of the co-hosting organizations, I sincerely hope that the 2013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PR will provide the opportunity for participants to 
experience human rights with their hearts. I also wish that this event will help those 
have a passion for human rights to come together and encourage each other.

Ko, Kwang Heon Chairperson of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Park, Kyung-seo Chairperson of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Soh, Changrok President of Human Asia

Chung, Chin-sung Direct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For a new generation 
of human rights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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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개요 및 일정 Schedule

2013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2013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niversal Periodic Review

1. 2013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개요

● 일       시 : 2013년 10월 11일(금) 오전 9시  ~  오후 7시 30분, 12일(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 장       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층 영원홀

● 참가대상 : 대학생, 대학원생   

● 공동주최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인권재단, 휴먼아시아

● 후       원 : 외교부

2. 목적 및 기대효과

●  UPR 모의 진행을 통해 남·북한·중·일의 인권 현실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유엔의 인권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  유엔인권이사회의 UPR 권고에 대한 각국의 국내 이행 방안 모색

●  국제인권과 이슈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국제 인권기구와 국제 인권 NGO에서  

전문가로 미래의 직업을 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  남·북한·중·일의 인권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3. 대회 부상

① 서울대학교 총장상, 외교부 장관상 (2개조)

② 공동주최기관장상 (4개조)

③ 서울대학교 총장상, 외교부 장관상 수상자에게 국제인권연수비 일부 지원

4. 대회 프로그램

일자 시간 프로그램 장소

10월

11일

(금)

9:00 ~ 10:00 개회식

개회사
박경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한국인권재단 고문

영원홀

환영사
변창구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

정진성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대회취지 및 

운영 안내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심사위원 소개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심사기준 설명 황필규  심사위원장 

10:00 ~ 12:30 UPR - CHINA 영원홀

12:30 ~ 13:30 중식 감골식당

13:30 ~ 16:00 UPR - JAPAN

영원홀16:00 ~ 17:00 휴식 및 다과

17:00 ~ 19:30 UPR - ROK

10월

12일

(토)

9:30 ~ 12:00 UPR - DPRK 영원홀

12:00 ~ 13:30 중식 도시락제공

13:30 ~ 15:00 국제인권퀴즈 삼익홀

15:00 ~ 16:00
시상 및 

폐회식

심사총평 황필규 심사위원장

영원홀

최우수상 시상 공동주최기관장

대상 시상
서울대학교 총장 대리

외교부 장관 대리

폐회사 서창록 휴먼아시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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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개요 및 일정 Schedule

2013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niversal Periodic Review

1.   Summary of the 2013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PR 

● Date and Time  (Fri) Oct. 11, 2013 9:00AM-7:30PM, (Sat) Oct. 12, 2013  9:30AM ~ 4:00PM 

● Lo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2F Youngone Hall

● Participants University students   

● Organizers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Human 

Asia

● Sponso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 Purpose
●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Northeast Asia and UN 

human rights mechanisms through a model UPR session

● Discuss ways to implement recommendation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  Provide an opportunity for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human rights to consider working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NGOs

● Create a basis fo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in Northeast Asia

3. Awards
① SNU President’s Award, Foreign Minister’s Award (2 groups)

② Co-organizers’ Award (4 groups)

③  Partial funding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workshop for participants who receive the 

SNU President’s Award, Foreign Minister’s Award

4. Schedule

Date Time Program Location

Oct. 
11.(Fri)

9:00 ~ 10:00
Opening 

Ceremony

Opening Remarks
Park, Kyung-seo 
Chairperson of KOCUN, 

Advisor for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Youngone 
Hall

Welcoming 
Remarks

Byun, Changku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Provost of SNU

Chung, Chin-sung
Director of SNU Human Rights Center

Introduction of Event 
and Procedures

Lee, Seong-hoon
Executive Director of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Introduction of 
Judges

Lee, Seong-hoon
Executive Director of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Explanation of 
Evaluation Criteria

Hwang, Pillkyu Head judge

10:00 ~ 12:30 UPR - CHINA
Youngone 

Hall

12:30 ~ 13:30 Lunch
Gamgol 
Cafeteria

13:30 ~ 16:00 UPR - JAPAN

Youngone 
Hall

16:00 ~ 17:00 Break

17:00 ~ 19:30 UPR - ROK

Oct. 
12.(Sat)

9:30 ~ 12:00 UPR - DPRK
Youngone 

Hall

12:00 ~ 13:30 Lunch
Lunch box 
provided

13:30 ~ 15:00 International Human Rights Quiz Samick Hall

15:00 ~ 16:00
Awards and 

Closing 
Ceremony

General Review Hwang, Pillkyu Head judge

Youngone 
Hall

Excellence Award 
Ceremony

Co-organizers’ Award

Grand Prize 
Ceremony

Substitute for the president of SNU
Substitute for Foreign Minister

Closing Remarks
Soh, Changrok
President of Huma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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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관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2013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이하 ‘본 대회’ 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본 대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정부대표단’ 이라 함은 10인으로 구성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일본·대한민국(이하 

한국)·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각 국가별 그룹을 말한다.

2. �각 정부대표단은 5개의 ‘조’ 로 구성되며, 각 조는 참가자 2인으로 구성된다.

3. � ‘정부 역할’ 이라 함은 참가자가 정부대표단으로서 국가별정례인권검토(이하 UPR)를 받는 

것을 말한다.

4. � ‘질문자 역할’ 이라 함은 참가자가 타국가 정부대표단의 UPR 때 중국·일본·한국·북한 이

외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시민사회단체(이하 NGO)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정부대표

단에게 질의하는 것을 말한다.

5. � ‘참관자’ 라 함은 정부 역할이나 질문자 역할을 하지 않으나, 국제인권퀴즈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제한적으로 본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 3 조 (개최일자 및 장소) �본 대회는 2013년 10월 11일과 2013년 10월 12일 양일에 걸쳐 서

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제 4 조 (대회구성 및 언어) �

1. �본 대회는 UPR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는 서면심사와 구두 질의·답변 중심의 본선

심사로 구성된다.

2. �본 대회는 영어 부문과 한국어 부문으로 구성된다.

3. �참가자는 본대회에서 중국·일본·한국·북한 중에서 하나의 정부역할을 수행한다. 

4. �참가자는 질문자 역할을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5. �영어 부문과 한국어 부문은 동시에 진행되며, 동시통역이 지원된다.

제 5 조 (대회 방식)

1. �서면심사 : 참가자는 문제의 지시사항에 따라 주관식 및 서술형 답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에 따라 본선진출자를 결정한다.

2. �본선 : 참가자는 정부역할과 질문자 역할을 토대로 본선을 치른다.

3. �국제인권퀴즈 : ① �본선진출자는 반드시 국제인권퀴즈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참관자는 국제인권퀴즈에 참여할 수 있다.

제 6 조 (참가자격) �본 대회의 참가자격은 참가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자로 하며, 국적을 불문한다.

제 7 조 (공동 주최) �본 대회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인권재단, 휴먼

아시아가 공동 주최한다.

II. 정부역할 및 질문자 역할

제 8 조 (정부대표단의 조편성) � 

1. � 각 중국·일본·한국·북한 정부대표단은 내부 논의·합의를 통해 참가자 2인으로 구성된 

조를 편성한다.

2. �각 정부대표단은 1조에서 5조까지 총 5개 조로 구성되며, 각 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각 역할은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 기준)

•1조 : 수석 대표, 부수석 대표

•2조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3조 :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환경부

•4조 : 검찰청, 법무부 

•5조 :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방부

제 9 조 (수석대표의 역할) �각 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는 UPR 시작에 앞서 5분 이내의 모두발

언을 한다.

제 10 조 (부수석대표의 역할) ��각 정부대표단의 부수석대표는 추가질문이 모두 마무리되면 5분 

이내의 마무리발언을 한다.

제 11 조 (질문자 역할)  질문자 역할은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범위 내

에서 이루어진다.

1. �각 정부대표단의 1조는 북미·서유럽 국가 중에서 질문국 역할을 정한다.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 추첨)

2. �각 정부대표단의 2조는 라틴 아메리카·캐리비안 국가 중에서 질문국 역할을 정한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쿠바 중 추첨)

3. �각 정부대표단의 3조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 질문국 역할을 정한다.  

(베트남, 인도, 필리핀, 호주 중 추첨)

4. �각 정부대표단의 4조는 아프리카·중동 국가 중에서 질문국 역할을 정한다.  

(알제리, 이란, 카타르, 팔레스타인 중 추첨)

5. �각 정부대표단의 5조는 국제기구 및 NGO 중에서 질문자 역할을 정한다.  

(Asia Pacific Forum,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Amnesty 

International, FORUM-ASIA 중 추첨)

2013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대회규정

대회규정 Rules of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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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질문과 답변) �

1. �질문�순서�: 질문자 역할을 하는 각 조가 정부 역할을 맡는 어느 조에 질문을 하게 되는지

는 사전에 공지된다. 

2. ��사전�질문지�: 질문자 역할을 하는 각 조는 질의할 상대 조에 대한 사전 질문을 각 3개 

작성하여 미리 제출하며, 정부대표단은 사전 질문지를 바탕으로 답변을 준비한다. 

3. �본질문�: 질문자 역할을 하는 각 조는 사전 질문지 중 한 가지 골라 본선에서 질의하되, 

다른 질문 조와 질문 내용이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4. �추가�질문�: 질문자 역할을 하는 각 조는 다른 조의 본 질문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 추

가 질문을 할 수 있다. 추가 질문은 앞서 본 질문을 한 상대 조에게만 하여야 한다.

5. �제한�시간�: 본 질문에 있어서, 질문 시간은 2분 이내로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정부 대

표단의 답변은 3분 이내 이어야 한다. 추가 질문은 2분 이내로 발언하여야 하며, 그에 대

한 정부 대표단의 답변도 2분 이내 이어야 한다.

6. �질문�순서�: 정부역할을 수행하는 정부대표단은 1조, 2조, 3조, 4조, 5조 순으로 차례로 

질문을 받고 즉시 답변한다. 본 질문과 추가질문의 순서는 참가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별

도로 공지한다.

III. 심사 및 평가

제 13 조 (심사위원)  심사위원은 UPR 제도 등 유엔과 국제인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 한다.

제 14 조 (심사) �

① �본선의 점수는 각 질의와 답변에 대한 점수의 합산으로, 조별로 산정한다.

② �본선의 배점은 정부역할�45점,�질문국�역할�45점,�정부대표단�내부�단합도(팀워크)�10점,�

인권소양�및�태도�10점으로�총�110점으로 구성된다. 

③ �심사위원은 각 질문과 답변의 시간 초과, 장내 소란, 휴대 전화 사용의 경우에 주의를 환

기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 발생 시 심사위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점한다.

IV. 시상 및 부상

제 15 조 (시상) �

① �본선 심사 상위 2개 조에게는 대상(서울대학교 총장상과 외교부장관상)을 수여한다.

② �3위부터 6위조에게는 공동주최기관장상을 수여한다.

제 16 조 (부상)  대상을 받은 조에게는 국제 인권 연수 기회를 제공하며, 연수 경비의 일부가 

지원될 수 있다.

I. Overview

Art. 1  (Purpose)  The purpose of the rules is to define the necessary procedures for the ‘2013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PR’.

Art. 2  (Definitions)  The definition of the terms used in the event are as follows.

1.  ‘Delegation’ is a team of 10 participants represent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China) · Japan · Republic of Korea(ROK) ·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Korea(DPRK).

2.  Each delegation consists of 5 ‘groups’, and each group consists of 2 participants.

3.  ‘Government role’ is the government department role groups take on when representing a 
delegation during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4.  ‘Reviewer role’ is the role, which may be that of a state other than 
China · Japan · ROK · DPRK,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groups take on when reviewing other states.

5.  ‘Observers’ are participants who are allowed limited participation and do not take on any 
roles as governments or reviewers, but may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Quiz. 

Art. 3  (Date and Location) The event shall take place on Oct. 11, 2013 and Oct. 12, 2013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Gwanak Campus.

Art. 4  (Event Organization and Language)

1.  The event consists of two stages: The written test requires participants to answer questions 
related to the UPR; the finals focus on oral question · response.

2.  The event consists of English and Korean sections.

3.  Participants shall choose and represent a state from China · Japan · ROK · DPRK. 

4.  Participants shall be assigned reviewer roles through a draw.

5.  The English and Korean section shall be held at the same time, and simultaneous 

대회규정 Rules of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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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shall be provided.

Art. 5  (Event Format) 

1.  Written Test : Participants shall submit answers to the short-answer and essay questions 
provided, and judges shall select the finalists based on the answers.

2.  Finals : Participants shall participate in the finals according to their government and 
reviewer roles.

3.  International Human Rights Quiz

①  All finalists shall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Quiz.
②  Observers may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Quiz.

Art. 6  (Qualifications) Participants shall be enrolled in a university as of the application 
deadline, and may be of any nationality.

Art. 7  (Organizers) The event is organiz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and Human Asia.

II. Government and Reviewer Roles

Art. 8  (Group Organization of Delegations)  

1.  Each delegation shall form groups of 2 participants after internal discussion.

2.  Each delegation consists of 5 groups (Group 1 to 5), and the role of each group is as 
follows. (All roles are defined according to ROK standards)

●  Group 1:  Head of Delegation, Deputy Head of Delegation

●  Group 2: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Group 3: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  Group 4:  Prosecutor’s Office, Ministry of Justice 

●  Group 5:  National Police Agency,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rt. 9  (Role of Head of Delegation) The Head of each delegation shall make an opening 

statement no longer that 5 minutes before review.

Art. 10  (Role of Deputy Head of Delegation) The Deputy Head of each delegation shall 
make a closing statement no longer that 5 minutes after additional questions are finished.

Art. 11  (Reviewer Role) Reviewer roles shall be decided by draw, and draws shall be held 
according to the following rules.

1.  Group 1 of each delegation shall take on the role of a state in Western Europe and Others 
Group. (Germany, USA, UK, France)

2.  Group 2 of each delegation shall take on the role of a state in Latin America · Caribbean. 
(Mexico, Brazil, Argentina, Cuba)

3.  Group 3 of each delegation shall take on the role of a state in Asia · Pacific. (Viet Nam, 
India, Philippines, Australia)

4.  Group 4 of each delegation shall take on the role of a state in Africa ·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lgeria, Iran, Qatar, Palestine)

5.  Group 5 of each delegation shall take on the role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NGO. 
(Asia Pacific Forum,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Amnesty International, 
FORUM-ASIA)

Art. 12  (Questions and Responses)

1.  Order of questions : The reviewers shall be notified beforehand of their target groups. 

2.  Advance written questions : Reviewers shall submit 3 written questions in advance each 
for their assigned target groups, and delegations shall prepare responses for the questions. 

3.  Advance questions : Reviewers shall select a question from the advance written questions, 
but questions shall not be redundant.

4.  Additional questions : Reviewers may pose additional questions once other groups have 
finished their questions. Additional questions shall only target groups that have been 
questioned before by the reviewers.

5.  Time limit : For advance questions, questions shall take no longer than 2 minutes and 
the delegation’s response shall be no longer than 3 minutes. For additional questions, 
questions shall take no longer than 2 minutes and the delegation’s response shall be no 
longer than 2 minutes.

6.  Order of review : The delegation that is performing the role of the government shall 
receive questions according to numerical order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and shall respond immediately. The order of advance questions and additional 
questions shall be listed separately in the participation guideline.

대회규정 Rules of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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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참가자

전체 참가자  

팀별 참가자  

조별 참가자  

심사위원 

2013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2013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niversal Periodic Review

전체 참가자

대회규정 Rules of Procedure

III. Evaluation

Art. 13  (Judges) Judges shall be individuals who have expertise in the UPR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Art. 14  (Evaluation)  

①  Scores shall be calculated by summing up points given for questions and responses, and 
participants shall be evaluated as groups.

②  A total of 110 points may be given and the point distribution is as follows. Government 
role (45 points), reviewer role (45 points), teamwork within delegation (10 points), 
human rights knowledge and attitude (10 points). 

③  Judges may notify participants for exceeding the time limit for questions or responses, 
causing a disturbance, and using cellphones, and may deduct points according to the 
judge guidelines.

IV. Awards and Prizes

Art. 15  (Awards)  

①  Groups placed in the top 2 shall be given the grand priz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s Award and Foreign Minister’s Award).

②  Groups placed from 3rd to 6th shall be given the Co-organizers’ Award.

Art. 16  (Prizes)  Groups that receive the grand prize sha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 international human rights workshop, and expenses may be partially 
covered.

16  2013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CHINA

UPR-JAPAN

UPR-ROK
UPR-DPRK

대회 참가자 Participants

팀별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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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참가자 Participants

UPR 질문국 조별 사진

CHINA JAPAN

5조 Group 5   암네스티 인터네셔널 

Amnesty International

박안나 Park, Anna / 유홍주 You, Hongju

2조 Group 2 아르헨티나  Argentina

허예지 Hor, yeji / Mejia, Hazel

3조 Group 3 호주  Australia 

정유림 Jung, You-rim / 고영수 Go, Youngsu

1조 Group 1 독일  Germany

장예희 Jang, Yaehee / 유다예 Yu, DaYeh

4조 Group 4  이란   

Islamic Republic of Iran

최성은 Choi, Sungeun / 박정원 Park, Jeong-Won

2조 Group 2 쿠바  Cuba

홍유정 Hong, Yujeong / 이문원 Lee, Moonwon

5조 Group 5   포럼 아시아  Forum Asia

손영현 Sohn, Young Hyun / 김주연 Kim, Joo Yeon

1조 Group 1 영국  U.K

황동준 Hwang, Dong Jun / 이지영 Lee, Ji-young

3조 Group 3 필리핀  Philippines

안상화 Ahn, SangHwa / 오정은 Oh, Jung Eun

4조 Group 4  팔레스타인  Palestine

김유진 Kim, Yu Jin / 한기웅 Han, Ki Woong

20  2013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niversal Periodic Review 2013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21



ROK DPRK

3조 Group 3 인도  India 

양정 Yang, Jeong / 이광훈 Lee, Kwanghun

2조 Group 2 멕시코  Mexico

조한음 Cho, Han Eum / 신예지 Shin, Yeji

4조 Group 4  카타르  Qatar

김윤나 Kim, Yoon Na / 김가해 Kim, Gahae

1조 Group 1 미국  U.S.A

김세미 Kim, Semi / 김지혜 Kim, Jihyea

1조 Group 1 프랑스  France

강윤희 Kang, Yun Hee / 김태훈 Kim, Tae hoon

4조 Group 4  알제리  Algeria

오주영 Oh, Jooyoung / 박하연 Park, Hayun

5조 Group 5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   

Asia Pacific Forum

김용민 Kim, Yong Min / 안영재 An, Young Jae

2조 Group 2 브라질  Brazil

안예은 Ahn, Ye Eun / 오유진 Oh, Yujin 

3조 Group 3 베트남  Viet Nam

이범진 Lee, Bum Jin / 강진혁 Kang, Jin Hyeok

5조 Group 5 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배수현 Bae, Suhyeun / 박용원 Park, YongWon

대회 참가자 Participants

UPR 질문국 조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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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참가자 Participants

심사위원

기관소개 Organizers

심사위원장  황필규 Hwang, Pillkyu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Attorney at law,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심사위원  김기연 Kim, Giyoun

포럼아시아, 사무부총장

Deputy Executive Director,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심사위원  윤채은 Yoon, Chenie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제네바 본부, 인권담당

Associate Human Rights Officer,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심사위원  장영석 Chang, Youngsou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장, 변호사

Attorney at law, Director of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2012년 7월에 대학부속시설로 설립되었습니다. 2000년에 설립·운영되어온 성희롱·성

폭력상담소를 포함하고 인권상담소와 연구·교육부서를 신설하여, 폭넓은 학내 인권기구로서 활동하게 된 것입

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학내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를 기본적인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

권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내 여러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인권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강사진을 만들어 동계특별인권강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러 인권 이슈들에 대해 해외 유수 학자들과 교류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hrc.snu.ac.kr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hrc.snu

● 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153동 3층

● 전화 : 02-880-2421 

● 팩스 : 02-877-2421 

● 이메일 : humanrights@snu.ac.kr

● 전문위원 : 김아현 (KIM, Ah-Hyun), 김지은 (KIM, Ji-Eun), 이경희 (LEE, Kyung-Hee)

                      이정국 (LEE, Jeongkuk), 이주영 (LEE, Joo-Young), 최기자 (CHOI, Kija)

● 조교 : 김대욱 (KIM, Daewook), 사영인 (SA, Young In), 전혜인 (JEON, Hae In)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유엔의 인권제도와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국내 인식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이를 활용한 인

권 증진 및 보호 활동을 주요하게 하는 공익성격의 비영리단체입니다. 

● 유엔인권정책센터는

1.  한국정부의 국제인권협약 이행을 감시하고 유엔인권특별절차에 따른 권고의 실효적 이행 방안을 모색합니다. 

2.  다양한 포럼을 조직하여 인권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 국제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강좌와 인권연수 등 교육 및 훈련활동을 합니다.  

4.  장애인과 미혼모, 이주아동, 결혼이주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 옹호 및 인식 개선 활동을 하며, 

그 일환으로 자립지원과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정책제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kocun.org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koc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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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Organizers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41번지 2층

● 전화 :  02-6287-1210   

● 팩스 : 02-6287-1211  

● 이메일 : kocun@kocun.org  

● 사무국 : 

사무국장 (Secretary General) : 이가원 (LEE Kawon)

활동가 (Secretariat) :  김기원 (KIM Keewon), 박신혜 (PARK Shin Hye), 염다정 (YOUM Dajeong),  

이은나래 (LEE Eun Na Rae), 홍승기 (HONG Sungki)

한국인권재단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인권활동가, 인권변호사 및 학자들이 모여 1999년 설

립한 시민사회에 기반한 민간재단입니다. 한국인권재단은 인권교육과 연구 관련 활동을 통해 인권 가치와 문화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국인권재단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A-B-C-D-E 다섯 가지 주제 영역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A  sia : 아시아와 한국의 인권옹호자 간 교류와 현장체험 지원 활동

B  usiness : 기업의 인권책무성 증진

C  ity : 인권도시 만들기

D  evelopment : 인권에 기반한 개발 협력

E  ducation : 인권교육·문화확산

● 홈페이지 : www.humanrights.or.kr 

● 카페 및 블로그 : 한국인권재단 공식카페 : cafe.naver.com/KHRF

 기업과 인권 블로그 : blog.naver.com/khrfBHR

 도시와 인권 블로그 : blog.naver.com/khrf_HRCity

● Human Rights Monitor, Korea : www.humanrightskorea.org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8-22 서문빌딩 4층 (121-893)

● 전화 : 02-363-0002  

● 팩스 : 0505-115-3682 

● 이메일 : khrf99@gmail.com

● 사무처 : 

이혜정 프로그램 팀장, 사무국장 대행 (LEE Hye Jung, Program Team Manager, Acting Executive 

Secretary)

진미영 프로그램 팀장 (JIN Mi Young, Program Team Manager)

최은영 운영 팀장 (CHOI Eun Young, Operation Team Manager)

정은주 간사 (JEONG Eun Ju, Coordinator)

김혜정 간사 (KIM Hye Jung, Coordinator)

나혜수 펠로우 (NA Hye Su, Research Fellow)

박문진 펠로우 (PARK Mun Jin, Research Fellow)

서수연 펠로우 (SEO Soo Yon, Research Fellow)

Dustin COLE 펠로우 (Research Fellow)

사단법인 휴먼아시아는 차별 없는 아시아를 실현하기 위해 국적,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인권

기관입니다. 사단법인 휴먼아시아는 인권옹호 활동과 캠페인, 교육과 훈련 및 인도지원활동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휴먼아시아의 사업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회의: 아시아인권포럼, SSK(Social Science Korea) 포럼

2) 교육 및 훈련: 청년인권활동가워크숍, 청소년을 위한 인권스쿨

3) 인권옹호활동 및 캠페인

4) 인도지원사업: 네팔 지역사무소 운영

● 홈페이지 : www.humanasia.org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HumanAsiaOrg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210 융기빌딩 4층 (135-894)

● 전화 : 02-723-1673  팩스 : 02-511-0273

● 이메일 : humanasia@humanasia.org

● 사무국

김정림 사무국장 (KIM Jeonglim, Secretary General), 권용주 팀장 (KWON Yongjoo, Program Manager)

정혜진 팀장 (CHUNG Hye-Jin Jinny, Program Manager), 김병훈 인턴 (KIM Byung Hun, Intern)

양현화 인턴 (YANG HyunHwa, Intern), 이승호 인턴 (LEE Seungho, Intern)

행사진행담당
권호현(Kwon, Hohyun), 김진구(Kim, Jin Gu), 송연균(Song, Young Gyun), 신주영(Shin, Ju Yeong), 

김병훈(Kim, Byung Hun), 이승호(Lee, Seungho), 양현화(Yang, Hy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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