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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업보고

주력사업

1. 시민역사관 건립사업 

 친일인명사전발간이후연구소의최대중점사업으로추진

  전면적인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교육·전시·교류 공간의 필요성 증대 

 광복 70주년인 2015년 개관을 목표로 홍보 및 모금 진행

 대선 등 내외정세로 인해 본격 추진에 한계가 있었음

2. 유신40년 기획사업 

  ‘10월유신’ 선포 40년을 맞아 유신독재의 본질을 재조명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한 유신체제의 

진면목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 

  연중 지속적으로 학술대회, 전시회, 시민강좌, 콘서트 등 학술·문화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유신시대의 

구체적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

 관련 시민단체와 협력, 다양한 연대사업 추진 

  유신 체험세대에게는 민주주의를 향한 신념을 되살리고, 청소년들에게는 민주주의 소중함을 깨닫

게 하는 계기가 됨  

 

3. 역사문화운동  

  역사정의실천연대 사무국을 맡아 박정희기념관폐관운동, 장준하선생암살의혹진상규명운동, 정수

장학회사회환원운동, 역사교과서개악저지운동 등을 주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등 연대기구

의 사무국을 맡아 강제동원피해자 소송지원, 도쿄촛불행동, 한일시민사회 교류증진 등 한일과거사

운동에 기여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사무국을 맡아 학술대회 개최, 국내외 역사기행 진행, 인물사전 발간 추진 

등으로 독립정신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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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사업보고

| 사무국 |

▪ 추진과제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과 역량 강화

 회원사업 개발과 조직정비

 본부 지부간 소통 강화와 지부 활성화

▪ 성과 & 평가

 회원 가입·탈퇴 현황

 2013.2.4. 현재 전체회원 9,484명(특별회원 801명 포함)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가입 62 187 125 93 65 69 81 87 33 56 102 1,732 2,692

탈퇴 21 13 12 13 13 16 10 9 12 21 10 19 169

※ 연간 순증가 2,523명

• 연도별 신입회원 가입수

 

1,155

393 424

2,692
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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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 회원 수

• 지역별 회원 수

지역 현황 지역 현황 지역 현황 지역 현황

서울동부 306 경기동북 161 강원 228 전남동부 225

서울남부 310 경기부천 168 대전 288 전남서부 101

서울남서 338 경기북부 154 충남 361 전북 342

서울중부 276 경기남부 429 충북 302 부산 519

서울북부 393 경기안산시흥 164 경북동부 88 경남동부 147

서울강남서초 365 경기여주이천 47 경북북부 144 경남서부 174

서울강동송파하남 282 경기고양파주 338 경북서부 57 제주 88

서울마포서대문은평 392 경기용인 186 대구 301 해외 39

서울강서양천 194 경기중부 194 울산 150 도쿄지회 47

경기동부 298 인천 497 광주 391 전체 합 9484

 회원가입은 연구소의 활동과 언론보도에 비례하는 추세를 보임 

  2012년 대선국면과 유신40년 기획사업 추진에 따라 회원가입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연말의 폭발적

인 증가는 역사다큐 ‘백년전쟁’에 대한 호응에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됨

 청년층의 지지라는 새로운 양상은 향후 사업방식에 시사점을 제공

• 월별 회비 납부(CMS 기준)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회비(원) 47,092,511 48,743,071 50,760,991 50,879,840 51,358,351 50,946,802

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회비(원) 51,934,611 51,866,674 51,923,231 52,032,411 51,974,471 59,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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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수련회 

 7월 7일(토)~8일(일) 충북 괴산, 약 250여명 참가

 큰들문화예술센터의 찬조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역대 여름수련회 중 최다 인원이 참가함

▪ 지부·지회 개편

 2012년 예정했던 서울남서(구로, 금천, 영등포, 광명), 경기용인지부 출범 연기

 진주지회 창립(3월 3일, 경남과학기술대 산학협력관 강당, 지회장 이기동)

 책임일꾼의 부재로 인해 지부 신설과 활성화에 제약이 따름  

• 역사다큐 ‘백년전쟁’ 시사회 

 국내 시사회 : 2012.11.26(월) 19시 30분 서울아트시네마

 300석 상영관 만석, 100여석이 부족할 정도로 언론과 시민의 관심 집중

• 독립운동가 돕기 김장행사

 11월 21일(수)~25일(일) 연구소 충주연수원

 공동주최 :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18재단 등

 연구소 지원금 1백만원, 회원 김장 구매 약 50만원 

• 독립운동가 조문기 선생(2대 이사장) 추모 사업

 7월 21일(토) 부민관 의거 68주년 행사 주관(서울시의회 본관)

 부민관 의거 주역 3인 유족 모임 주선(유민, 조정화, 강경옥)

• 기타 사업 및 연대활동

 백범삼남유랑길 시범답사(인천-공주, 10월 13일)

 ‘역사의 삶’ 독서대회 공동 주관(시상식, 10월 20일) 

 거제 김백일 동상 철거운동 지원(법률지원 : 이민석 고문변호사)

• 인사

사직 및 신규임용 현황 

임선화 : 편찬실(기록정보팀장), 2012년 2월 1일자 신규임용

강은정 : 편찬실(선임연구원), 육아휴직 후 2012년 4월 2일자 복직 

김상규 : 자료실(연구원), 2012년 8월 7일자 사직

한길로 : 사무국(인터넷 담당), 2012년 8월 31일자 사직

김영선 : 역사관건립위원회, 2012년 8월 31일자 사직

이지영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2012년 6월 20일~9월 20일 임시직 근무

서우영 : 역사관건립위원회(사무국장), 2012년 10월 31일자 사직  

이보미 : 영상팀, 2012년 9월 10일자 신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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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 영상팀, 2012년 11월 31일자 사직

 인재 영입의 어려움으로 고질적인 인력부족 현상 발생

 2012년 상근자 5명 사직, 2명 신규임용, 현재 총원 27명

• 법무

2012년 친일관련 소송현황 

01.12. 방응모 반민자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부분승소 

01.19. 조진태 반민자결정 취소소송 항소기각 / 김연수 반민자결정 취소소송 항소기각 

01.20. 장지연 서훈취소결정 취소소송 승소 

01.28. 구자옥 반민자결정 위헌소송 

01.29. 고영희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항소심 패소

02.09. 송헌빈 반민자결정 취소소송 상고기각    

03.00. 조진태 반민자결정 취소소송 상고취하

03.31. 김백일 명예훼손 소송, 검찰 박한용․안정애 벌금 각 300만원 기소

04.13. 홍순일 친일인명사전 배포금지소송 상고기각

04.17. 구자옥 반민자결정취소소송 상고기각 

04.18. 유영 반민자결정취소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04.19. 현준호 반민자결정취소소송 2심 전부패소

05.10.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07.09. 김을동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 발의  

09.20. 행안위 통과, 09.26. 법사위 통과, 09.27. 본회의 통과 

10.24. 김백일 명예훼손 소송 1심 원고승소

10.25. 김백일동상건립승인취소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11.09. 이항발 김우현 서훈취소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원고청구 각하(현재 7건 진행중)

12.06. 박성행 서훈취소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원고승소 

 연구소 친일관련 소송 전부 종료

 친일관련 국가송무 지원

 재판부 동일사안에 대한 상반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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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

▪ 추진과제

 식민지배로 인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를 전면적인 조사를 토대로 총체적으로 파악

 일제침탈사 관련사료를 집대성

 한일과거사에 대한 공동의 역사인식을 증진시키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기여

 일본 내 연구자·활동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협력 강화 

 뉴라이트의 역사왜곡에 대한 실증적 반증 제시 

▪ 성과 & 평가

• 일제침탈사 자료조사·연구사업(2기 2년차)

 식민통치사료집 등 6종 11권의 보고서 발간

  일한국교정상화교섭의기록은한일회담에대한일본정부의인식과전략을확인할수 있는자료로

서 향후 한일 간 과거청산문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가능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강제동원피해자 구술자료 집적

 외부 기관평가에서 A등급 획득  

• 재일조선인단체사전 편찬사업

  일제강점기 재일조선인의 존재 양태와 활동상을 구조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460여개에 이르는 재일조

선인단체를 지역별,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 

 2012년 6월 한국연구재단 기초토대연구 DB에 등재

 재일조선인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학술적·운동적 근거 제시

  한·일·재일 학자 참여, 재일조선인단체사전항목별집필작업중(2014년한국어·일본어 동시출간)

• 유신선포 40년 연합학술대회 ‘역사가, 유신시대를 평하다’ 개최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등 4개 역사단체 공동주최(2012년 9

월 14~15일,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총 5부, 논문 20편 발표. 발표·토론·사회로 참석한 연구자 42명. 다양한 주제로 유신시대에 대한 입체

적 평가 진행 

 민족문제연구소 제1부 ‘유신체제와 식민지 유산’ 주관, 4개 주제 발표 

 임헌영 소장, 박한용·박수현·김민철·이용창 연구원 참여

 일반시민과 언론의 관심 집중, 다수 청중 참석 

• ‘야스쿠니 소송과 식민주의’ 연구지원사업 수행

  야스쿠니무단합사철폐소송 2심 재판부에 한국측 변호사·연구자 ｢의견서｣ 제출(2012.8, 책임집필 : 이

석태, 공동집필 : 김민철, 김승태, 김창록, 남상구, 장완익, 지영임)

 ｢의견서｣ 작업을 통해 ‘야스쿠니신사’ 관련 연구성과 도출, 2013년 단행본으로 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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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찬실 |

▪ 추진과제

  지속적인 문헌자료 분석과 정보화를 통한 근현대사 연구기반 조성

  축적된 연구성과를 활용, 저작물 발간 등 2단계 작업 추진 

  연차별 친일문제연구총서 편찬사업 수행 

▪ 성과 & 평가

• 근현대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 확충

   2012년 신규 33,171건 구축

내     용 분  야 건수(레코드)

(전만조선인민회연합회)회보(1933.3∼1937.11) 만주 9,059

러일전쟁휼병금관련외무성기록(1904.2∼1905.7) 만주 152

재북지조선인개황(1940.6) 만주 427

재만일만인명록(1935.11, 1936.10, 1937.11) 만주 1,840

혁명열사당안 만주 3,185

위특설부대조직활동(僞特設部隊組織活動,1960.3)[간도특설대] 군만 759

장교임관순대장(육군, 1946∼1972) 군 3,980

매일신보 인명록-사원명부(1910∼1945) 언론 2,945

사원명부(매일신보사, 1942.2.1. 현재) 언론 762

고등관명부(1927.2, 1927.9) 관료 795

한국지방행정사(1948∼1986) 관료 8,774

경성사범학교부속 제2소학교 신(新) 씨명일람 인명 416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합사조선인[(일본내각)관보] 일본 77

• 연도별 누적성과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계

건수  731,065  1,037,256  397,955  106,797  35,692  33,171  2,34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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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무관학교 기초자료집 발간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의 위임 사업

  신흥무관학교 출신자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원병상 회고록 등 문집류, 신한민보등 일제강점기국내외신문·잡지 기사, 일본외무성·육군성 문서, 

고등경찰요사등 단행본을정리.1,112쪽분량자료집발간

  일제강점기 신문·잡지, 일본외무성 사료 등 일제 공문서에서 신흥무관학교 관련 기사 조사·정리

  신흥무관학교 출신자 44명 추가 발굴 성과 

• 근대기 이후 한국문화재 관련 주요 관계자 DB 구축(개항기∼1945)

  일제침략과 한국전쟁을 거치는 혼란기에 문화재 반출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외국인 인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조선총독부 관료, 주한 외교관, 골동품상(경매회사)을 포함, 총 10,266명에 대한 인명카드 작성과 정보

화 작업 

  해외반출문화재 환수정책 수립에 효과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

• 친일인명사전 검수작업

  친일인명사전(2009.11발간)수록인물관련추가자료분석및 행적검수

  친일인명사전수록인물추가선정을위한지속적사료수집과보완조사

  친일인명사전개정판발간준비

• 인물정보조회

날 짜 조사의뢰자 내 용

2012.01.26 행정안전부(과거사관련권고사항처리기획단) 친일행위결정 관련 소송수행 자문 요청

2012.01.27 유관순상위원회 2012년도 ‘유관순賞’ 수상후보자 친일(부일)행적조회

2012.10.08 행정안전부(과거사관련권고사항처리기획단) 친일행위결정 관련 소송업무 참고 자료 협조 요청

2012.12.11 성남시청 이완용 생가 ‘표지석’ 제작 관련 조사 의뢰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등의 조회의뢰는 연구소의 공신력을 반증함

  역사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예년에 비해 의뢰건수가 급격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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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 추진과제

 지속적인 사료수집과 보존을 통해 전시·교육·연구자료 축적  

 시의성 있는 기획전시로 역사대중화에 기여 

 소장 자료와 유물을 역사콘텐츠로 가공 활용

▪ 성과 & 평가

• 유신 40년 특별전 ｢유신의 추억｣ 전
  유신선포 40년을 맞아 유신독재의 본질과 전체주의 사회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마련

한 기획전시 

 2012년 6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도시에서 순회전 개최, 총 7만 3천여명 관람

  60여점의 패널, 100여점의 유물, 대형 걸개그림과 영상물 등 다양한 전시방식을 적용, 흥미와 교육 양 

측면을 충족시키는 효과를 거둠

  서울전시에서는 기획강좌 ‘끝나지 않은 유신’, 금지곡콘서트가 함께 진행되어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시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음

 4.9통일평화재단과 유신의추억,그리고인혁당순회전공동진행

 식민의유산,유신의추억전시도록은유신시대교육교재로전국에대량보급

• 거대한 감옥, 식민지조선에 살다 일본 전시

  일본 도쿄 고려박물관, 8월 29일~12월 28일 초청전 개최

  식민지 조선의 생활상을 조명함으로써 일본사회의 객관적 역사인식을 촉구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전시 기획  

  다수의 관람객들에게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잔혹상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함 

  2011년 교토 리츠메이칸대 초청전에 이어 일본 순회전시의 경험을 축적하고 성공적 선례를 남기는 성

과를 거둠 

• 특별 전시회

  특별기획전 ‘독립운동의 산실,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가다’(부산, 2.28~5.30) 

  제67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전 기와예로맞선그들(부산,8.10~10.31)

  역사교육 특별전 거대한감옥,식민지에살다(광주,8.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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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수집현황 

기증현황 총 13명, 6,168점

기증자
김병태, 노규영, 박광종, 박리하, 박인환, 손영주, 신명식, 심정섭, 윤국재, 윤경로, 에비츠보 마코토, 

이와부치 노부데루, 즈시 미노루

주요 자료

친일파·독립운동가의 간찰, 일제하의 금서, 일정하동아일보압수사설집, 국민교육헌장독본, 새마을

운동길잡이, 1970-80년대 졸업앨범, 방첩의 노래 레코드 케이스, 1970년대 선거공보, 이승만 및 자

유당 관련자료, 명함, 2차세계대전 당시 발행한 일본군표 등. 기독교 관련도서 등 도서류 2500여 권 

평가

기증자에게 기증확인서, 감사장, 연하장 발송 / 기증자 요구시 복제품 및 유물보관함 등 제공 

자료기증 캠페인 이후 회원 기증 확산 / 적극적인 홍보와 대면 권유 필요

임시역사관 초청과 기념품 증정 등 기증자 예우 방안 강화

구입현황 총 191점

주요 자료
새마음의 길, 새마음 잡지, annual report on administration of chosen, 第三十六回 大日本山林

大會 記念寫眞帖, 전시체제기(신사, 애국반, 적십자, 금융, 기업령, 등화관제, 호구조사) 관련 자료 등

• 자료제공 

분야 제 공 처 제 공 자 료 

전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근대100년전 국민복 차림의 학생들 외 17점

출판

｢植民地朝鮮に生きる-韓国民族問題研究所所蔵資

料 図録｣(岩波書店)
거대한감옥식민지에살다수록도판제공

키워드한국사6-근대편(사계절출판사) 권중현 한국병합기념장 

민주공화국대한민국의탄생(휴머니스트)
한일공통역사교재한국과일본,그사이의역사
(휴머니스트)

조선총독부 시정기념 엽서, 조선총독부 발행 기념엽서, 
애국반 회보, 창씨개명 촉구 전단 등 6장

벚꽃의비밀(저자: 류순열) 창경원(현 창경궁) 사진엽서 

다시,서울을걷다(저자: 권기봉) 박정희 혈서 보도기사(만주신문)

｢유신, 그 부끄러운 유산-민족문제연구소 ‘유신40년 
기념’ 전시회｣(경향신문8.18)

애국반회보, 반회보, 국민교육헌장, 레코드판 등 15점

방송

EBS 역사채널e 조선을가지고놀다
일본 교토 히노데(日出)신문사가 ‘일한병합’을 기념하기 
위해 1911년 1월 1일 제작 보급한 조선쌍육(朝鮮雙六) 놀
이판(자문 및 자료 제공) 

EBS 역사채널e 청춘만장
전북 김제군 월촌면 제남부락연맹에서 지원병으로 차출

된 이은휘씨의 장행기(壯行旗)(자문 및 자료 제공)

KBS역사스페셜 조선인가미카제탁경현의아리랑,
경성유학생강상규의조선독립10년계획

기획자문, 유물자료 제공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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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팀 |

▪ 추진과제

 친일인명사전을비롯한출판도서적극보급

 다양한 주제의 역사관련 대중도서 기획

▪ 성과 & 평가

• 잡지 역사와 책임 
 과거청산 전문 반년간 잡지로 포럼 ‘진실과정의’와 공동 발간

 관련 단체의 연구자, 활동가가 간행위원으로 참가. 회원제 운영

 3호 출간 : 특집 ‘미완의 과거청산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
 4호 출간 : 특집 ‘유신시대의 역사적 평가와 성찰’
 연구소 기관지로서의 대표성과 대중성이 미흡하다는 평가

• 친일문학론 교주본 

 친일문제연구의 교범 친일문학론이발간된지반세기만에이루어진사실상의개정판

  친일문학론초판본을저본으로하고연구소의수정작업을반영한위에,문학전문연구자인이건제

박사(리츠메이칸대 객원연구원)가 전면적인 사료 대조와 교열 및 주석 작업을 진행

  매일신보를비롯한각종전거를일일이확인하여오류를바로잡았고,300개이상의각주와1천여명

의 인명색인을 추가한 방대한 작업

 2013년 3월 중 출간

• 한국사관련 일본원로학자 구술자료집 

  일제침탈사 자료조사·연구사업(2009~2010)으로 확보된 일본인 원로학자(8명)의 구술자료 원고 교정 

진행중

 일본 전문가 주도로 원고 교정 진행 중, 출간일정 다소 지연  

 금년 중 번역, 주석 작업 마무리

• 항일음악자료집(가제) 

  ‘항일’ 음악 300여 곡을 집대성하여, 악보와 가사를 수록하고 간략한 해제를 부기한 자료집 발간(자
료집+DVD)

 악보 채보작업 지연에 따라 교정·교열·편집 등 일정 순연

 금년 8.15 광복절 출간 목표로 작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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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총독부 관료 구술 총서

 공역 형식으로 혜안출판사와 출판 합의

 일본 학습원대학 저작권 문제로 출판 보류

• 도록 식민의 유산, 유신의 추억
 유신시대의 실상을 알려주는 다양한 시각자료와 해설 수록  

 100쪽, 6,000부 제작 

 유신반대공동행동을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단체에 3,000부 보급  

• 친일인명사전 보급 

 학교·공공도서관 보급 추진

 자발적 지역도서관 보급운동 전개(예 : 고양시)

 전교조 참교육실천대회 친일인명사전 홍보(광주 전남대, 1.11)

• 친일인명사전 연도별 출고현황 • 친일인명사전 앱 누적 판매건수

• 친일인명사전 월별 판매·증정 현황(2012.12.31 기준)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판매 129 221 155 125 110 55 59 32 50 86 155 107 1,284질

증정 2 6 6 16 4 3 - - 7 3 5 5 57질

※ 2012년 12월 7일 4쇄 1천부 인쇄(1~3쇄는 각 2천부 펴냄)

2,529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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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팀 |

▪ 추진과제

 역사다큐 ‘백년전쟁’ 제작 및 보급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로서 영상 콘텐츠 제작

 역사체험자들의 당대사 증언 구술자료 수집

▪ 성과 & 평가

• 역사다큐 백년전쟁(1편 두 얼굴의 이승만, 번외편 프레이저 보고서)

  ‘근현대사 진실찾기 프로젝트’로 추진된 ‘백년전쟁’은 외세 침탈이 본격화한 19세기 말부터 군사정권

의 퇴진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역사인물들을 선정, 심층 해부하는 새로

운 스타일의 역사 다큐멘터리

  11월 28일 공개 후 약 300만 관람 추정(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 조회 약 280만, ‘토렌트’를 통한 다운로

드 / 공동체 상영까지 합산하면 300만 이상 추정)

  미국 시사회·상영회(9.28~12.15) : LA, 산호세, 시애틀, 시카고, 아틀란타, 필라델피아, 휴스턴, 워싱턴

DC 등 8개 지역에서 15회 상영. 회당 50~150명 참석

 국내 시사회(2012.11.26) : 서울아트시네마(300석)

 국내 공동체 상영 : 시민단체, 대학, 성당 등 60여 회 

  시민방송RTV 방영(2013.1.21.~3.3) : 시민들의 요청으로 추진. 평일1편·주말2편 편성, RTV 가시청 가

구 약 420만

 DVD 제작 배포 : 개인업체의 자발적 제작·배포를 통해 2013.2.13. 현재 7천장 배포

 민족문제연구소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30명에서 10,849명으로 증가

  최근 보수화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 촉발,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실천운동에 

동참하는 계기로 작용 

• 백년전쟁 월별, 기점별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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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전쟁 앱 월별 보급 현황

월별 2012. 12 2013. 1 2013. 2

개수 8,283 15,024 17,993 

• 영상물 제작   

종류 제     목

행사용

정기총회 2종 ― 깨어나라 역사여! 재가공 / 삼일절 노래 배경영상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창립총회 - 항일음악회 영상 일부 편집

일본 도쿄지회 구술영상 상영회 - 지회 수집 구술 상영용으로 편집

보추협 ‘강제동원 한인유골문제’ 강연회- 일본 방송물 축약

임종국상 시상식 - 장병화(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인사말 영상

제작지원
보추협 ‘강제동원피해자 일본 증언대회’(동북아역사재단) 하이라이트 편집

4.9통일평화재단 행사물 - 촬영 4건 & 통편집 8종, 하이라이트 편집 2종

연대사업

안중근의사 102주기 추모제 - 촬영 & 기본편집

의병정신선양회 학술대회 - 촬영 & 하이라이트 편집 

통일준비네트워크 ‘통일·평화 비전트립’ 행사 - 촬영 2건 & 하이라이트 편집 1종

4.11총선넷 정책제안 콘테스트 - 과거사 진상규명과 배·보상법 제정

홍보·교육

증언으로 보는 부마항쟁(유신의 추억展) *증언영상

피해자들 곁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 보추협 10년의 기록(다큐 / 일어판)

내가 겪은 강제동원(한국어판) *증언영상

서중석 교수 특강(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주관)

• 주요 영상물 온라인 보급(13.2.14 현재) 

동영상 재생시간 서비스 개시 조회수

깨어나라 역사여!(시민역사관 홍보) 11 : 43 2012.1.12 1,409,341

어린 딸을 위한 선택 3 : 41 2012.2.25 19,785

금지된 노래 8 : 21 2012.7.11 58,926

대담 - 김미화 장호권 최광준 
‘박정희 정권에 빼앗긴 아버지, 남겨진 아들이 말한다’

57 : 57 2012.10.10 8,954

  시민들의 자발적 홍보·보급에 기초한 전파력 확인

  유튜브, 비메오, 다음팟, 판도라 등 주요 사이트의 효율적 활용 필요 

  온라인 활용에 대한 실무적 차원의 이해력·기획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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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제공

  MBC 뉴스 : 8.29 친일인명사전 앱 시연회 & 2009년 사전 발간 보고대회 영상 

  유신잔재 청산과 역사정의를 위한 민주행동 : 10.28 금지곡 경연대회 홍보영상 제작용 소스

  EBS 지식채널e ‘자화상’편 : 11.2 <친일문제 연구의 선구자 임종국> 제작소스

• 구술기록

  구술수집 8건, 41시간(강제동원피해 생존자 3명, 유족 5명) 

  녹취록 작성 2012년 이전 수집자료 중 미작성분 포함 43시간

  ‘일본군위안부’ 구술 자료화사업, 녹취록 작성 50시간, 오디오 보정 16시간, 구술자별 CD 수록 (6명, 20

시간)

  ‘원폭피해자운동’ 관련자 9명 구술, 녹취록 작성 20시간, 구술자별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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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정보팀 |

▪ 추진과제

  친일인명사전 앱 개발

  연구소 내 정보시스템 현황 파악 및 체계적 관리 방안 모색

  연구소 내 인터넷 품질 개선 및 정보공유시스템 개발

▪ 성과 & 평가

• 친일인명사전 앱 개발

  모바일기기를 통해 구현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친일인명사전의대중적보급과시민역사관건

립운동의 기폭제 역할 기대

  2012년 8월 29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시연회 개최

  국민성금으로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연구소의 신

뢰도 제고

  사전의 내용성에 사용상의 편리함이 추가됨으로써 대중적 보급의 기틀이 마련됨

  유료 앱 결제방식의 복잡성, 스마트 기기별 기술적 대응 미비, 홍보부족 등으로 예상했던 결과에는 미

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2013년 2월 16일 현재 7,248개 판매

•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스마트폰 사용자가 3천만 명에 육박하는 무선인터넷 시대에 발맞추어 연구소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

성을 높이고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2012년 7월 25일 개통. 친일인명사전 앱 출시, ‘백년전쟁’ 공개와 상승효과를 일으키면서 연구소의 모

바일 중심기지 역할 수행 

  모바일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PC 홈페이지 방문자수를 능가한 상태

• 연구소 인터넷 품질개선 및 인트라넷 개발

  기존 속도보다 약 4배 빨라진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 조성으로 업무 효율화

  인트라넷 개통(2012.3.29)으로 원활한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

  각종 매뉴얼과 과업수행의 결과를 축적하고 공적 업무 기록을 통합관리·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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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구 사업보고

| 시민역사관건립위원회 |

▪ 추진과제

 시민역사관 건립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대한 지속적 홍보

 시민역사관 건립을 위한 세부계획 작성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조직 모금 착수 및 대면 접촉 강화

 건립 준비 단계부터 전시와 교육, 유물과 자료의 보존관리 등 실무역량 축적

▪ 성과 & 평가

• 모금현황(2011.3.1 ~ 2013.2.28)

 입금방식별 현황 

계좌 입금(이니시스 포함) 390,999,929원

CMS 약정(계좌·핸드폰) 18,249,000원

기  타 13,090,630원

총 금액 430,864,229원

※ 기타는 콘서트모금, 경향신문 희망릴레이기금, 해피빈 등으로 입금된 모금액임  

 발기인(10만원 이상) 현황 

발기인 393,977,059원 (94%) 1,125명 (60%)

소액참여 23,463,870원 (6%) 741명 (40%)

총 금액 417,440,929원 (100%) 1,866명 (100%)

회원·비회원 참여 비율 

회원 274,462,479원 (66%) 937명 (50%)

비회원 142,978,450원 (34%) 929명 (50%)

총 금액 417,440,929원 (100%) 1,866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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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인명사전과 연계한 모금운동 

 “친일인명사전 편찬, 국민의 힘으로” 네티즌모금8주년 기념이벤트 

<그날의 ‘당신’을 찾습니다> 캠페인, 오마이뉴스 릴레이 기고

1월 10일 : 7억 선뜻 내주신 ‘당신’… 만나고 싶습니다(조세열 사무총장) 

1월 18일 : 일본서 더 잘나가는 ‘친일파 명단’, 참담하다(방학진 사무국장)

1월 24일 : 21세기 ‘빨갱이 식별법’ 황당하군요(박한용 연구실장)

2월 1일 : 박근혜 위원장, ‘독재자 박정희’ 맞습니까?(김익한 건립위 기획단장)

 아름다운재단 개미스폰서(소셜펀딩) <친일인명사전지정기부프로젝트> 1․2차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친일인명사전 1,050만원 모금 달성, 50질 기부 

• 유신40년 기획사업을 통한 시민역사관 홍보 

 특별전 <식민의 유산, 유신의 추억>(자료실 보고 참조)

 금지곡 콘서트 <금지를 금하라>(8월~11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및 홍대 앞 제스클럽) 

 연출 : 김성민 / 출연 : 노래를찾는사람들, 문진오, 손병휘, 사토 유키에 등

 이야기 손님 : 임헌영, 김효순, 문성근, 이해학, 이수호, 이영미, 김형태, 홍세화, 도종환 등

 역사/노래/토크가 결합된 참신한 기획이었으나,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 저조 

 기획강좌 <끝나지 않은 유신>(8.23~9.18,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식민의 유산과 유신독재의 연관성, 유신잔재의 화려한 부활을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

 강사 : 임헌영, 박한용, 김재홍, 김동춘, 서중석, 이영미, 정근식 

 수강인원 50명(회원 22명, 비회원 25명), 알찬 강좌였다는 평가

• 영상을 통한 시민역사관 홍보 

  1월에 소개된 <깨어나라 역사여!> 시민역사관 홍보영상이 활발히 보급되면서 ‘역사정의를 지키는 방

법은 곧 시민역사관 건립’이라는 홍보 효과가 컸음

 ‘백년전쟁’ 다큐멘터리의 대대적인 보급으로 시민역사관에 대한 관심 동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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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 추진과제

 한일양국에서 강제동원의 실상과 지속되고 있는 피해자의 고통을 알리는 교육․홍보활동 

 강제동원 피해보상, 야스쿠니무단합사 철폐 등 대일 과거청산 관련 소송 지원 

 고(故) 김학순․황금주․김화선 할머니 추모제, ‘망향의동산’ 추모제 등 위령사업 진행 

▪ 성과 & 평가

•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소송 추진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피해보상 책임을 인정한 5.24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일본제

철 징용피해자와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추가소송 진행

  강제동원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안 모색. 보추협과 연구소는 법무법인 해마루와 

협의, 추가소송 결정

  6월 4일 신일본제철과 후지코시회사 상대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언론홍보, 피해조사활동, 일본 내 자료수집, 증언채록 등 다양한 진상규명 활동 전개  

• 강제동원피해는 계속된다 - 전문가와 함께 하는 피해자 증언대회

  강제동원피해자와 유족들의 증언, 관련 자료 전시를 통해 피해상을 일본 사회에 전파

  총 8회,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자 증언대회 진행(도쿄, 오사카 등)

  동북아역사재단 시민협력사업 채택   

  6월 22일 초청강연 개최 : ‘밀림 속을 떠도는 태평양 전쟁의 원혼들 - 뉴기니아의 한국인 유골문제’(이
와부치 노부데루 태평양전사관 대표)

• 청소년을 위한 강제동원피해자 증언·강연회 및 교육용 영상제작사업

  서울 시내 중고교생을 대상 피해자․유족 증언과 강연회 개최

  식민지 지배와 강제동원 관련 교육용 영상 제작

  서울시 비영리단체 공익사업으로 진행 

• 대일 과거청산 소송 자료 및 강제동원피해 조사 자료 수집 

  일본의 ‘재한군인군속소송을 지원하는 회’로부터 10년간 진행된 소송자료 입수, 정리 중 

  (군사)우편저금 관련 반환 촉구 활동 : 2월 20~22일 곤노 아즈마 의원실, 우죠은행, 총무성 등 방문(김

민철, 이희자)

  우편저금자료는 강제동원 피해사실에 대한 확증이 없는 유족들에게 군인․군속 동원, 기업의 강제노동 

및 체불임금의 입증근거로 유용, 지속적인 입수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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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 |

▪ 추진과제

  친일문제연구의 선구자 임종국 선생의 뜻을 이어가는 학술연구 지원

  임종국 선생을 기리는 추모공간 조성

▪ 성과 & 평가

• 제6회 임종국상 시상식

  학술부문 김승태(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위원), 사회부문 유현미(방송작가), 특별상 심정섭(독립

운동 연구가) 수상

  2012년 11월 6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

  장병화 기념사업회장의 출연금 1천5백만원으로 진행

• 임종국 선생 기념조형물 설치 추진

  요산재(樂山齋) 인근 천안삼거리공원 내 임종국 선생 기념조형물 설치 제안

  천안시의원(김영수, 장기수)이 주도

• 기념사업회 운영위원 개편 및 활성화

  운영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회복을 위한 개편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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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구 사업보고

| 역사정의실천연대 |

• 교과서 개악 주범 이주호 장관 퇴진 서명운동 및 교과서 개악 저지 운동 

  교과서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이주호 장관 퇴진 서명운동 전개

  뉴라이트의 역사왜곡과 역사인식 등을 분석한 대중서 출판 기획

  교과부의 교육법 개정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성명서, 의견서 등 발표

• 박정희 기념·도서관 폐관 운동

  박정희 기념·도서관 폐관 촉구 기자회견(2.21), 1인시위와 서명운동 전개

  마포·은평·서대문구시민회의 주도로 폐관운동 지속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바로세우기 사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대로는 안 된다” 긴급토론회 개최(11.14)

  12월 26일 개관 강행. 개관당일 기자회견 전면 재검토 요구

• 역사연대 총선 및 대선 후보정책 검증 운동

  과거청산 역행한 이영조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략공천 규

탄 기자회견(3.12), 공천 취소 관철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11.29), 답변서 공개 등 검증활동전개

• 과거사 청산운동

  과거청산운동의 미해결 과제와 향후 실천방안에 대한 관련단체 및 활동가 연석회의 ‘살아있는 과거

사, 유신 ․ 긴급조치를 고발한다’(10.24) 등 수차례의 토론회, 공청회 개최. 과거사청산에 대한 여론 조성

• 공동연대투쟁사업

  동아대 홍순권 교수 ‘교양 한국사’ 사태에 대한 공동대응 

  국가보훈처가 진보적인 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들을 집단 해촉한 사태에 대한 대응 

  ‘독재유산 (재)정수장학회 사회 환수와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 공동대책위원회’ 연대활동

  폴리페서 이영조 교수 규탄 집회(4.18)

  공정언론 공동행동 연대 사업, ‘1박 2일’ 국민 희망 캠프 참여(5.26)

  5·16 군사쿠데타 미화책동 분쇄 대책회의·기자회견(7.25)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미화 뮤지컬 ‘The promise’ 반대 국회 기자회견(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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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해임부결에 대한 박근혜 후보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11.13)

  한일군사협정반대 시민사회·민족단체 기자회견 6차례 및 연대투쟁

  독재유산 정수장학회 해체와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정수장학회 해체 촉구 

기자회견(6차례),추석 선전전, 농성장 지킴이 활동

  장준하선생암살의혹규명국민대책회의 : 암살의혹규명 100만인 서명, 긴급대담회 개최(9.26), 사인규명

을 위한 개묘행사(12.5) 

  유신잔재청산과 역사정의를 위한 민주행동 : 유신독재 실상 알리기 집중행동 사업기획 및 금지곡콘서

트, 거리전시회 등 진행    

• 문화·학술 사업

  2012 광주아시아포럼’(5.17): 역사정의실천연대 포럼 주제, 한국 과거사 문제와 민주주의

  6월 항쟁 25주년 국민행사 결합(6.10) 

  유신 40년 특별전, 금지곡 콘서트 등 지원활동

| 야스쿠니반대 국제공동행동 |

• 제6회 야스쿠니반대 도쿄촛불행동 

  도쿄 도요지마공회당(豊島公会堂) 야스쿠니반대 촛불집회 개최(8.11)

  심포지엄에는 일본·오키나와·대만·한국의 학자와 저널리스트 5인이 참석,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

60년을 되돌아보는 발표와 토론 진행

  한일 참가자 약 500여명 참석, 거리행진 진행   

• 야스쿠니무단합사철폐소송 2심에 한국측 ｢의견서｣ 제출

  대일 과거청산 소송 역사상 최초로 일본 법정에 한국측 공식 의견서 제출 

  한국 법률가·학자 공동 작업을 통해 한국인으로서 야스쿠니무단합사 철폐 소송이 가진 의미와 관점을 

제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인식전환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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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

•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사무국 운영

  독립운동의 산실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기념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토대로 상설조직으로 전환. 신

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창립(2.15 상동교회) 

  독립운동사에 신흥무관학교가 차지하는 위상과 그 출신자들의 활동에 대한 재조명사업 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기로 결의

• 기획사업 

  석주 이상룡·시당 여준 선생 80주기 추모행사 

  여준 선생 설립 ‘삼악학교’ 터 및 독립운동가 오광선 선생 생가 터 표석･이정표 건립 

• 학술 연구사업 

  ‘신흥무관학교, 어떤 인물들이 참여했나’ 학술회의 개최 

  신흥무관학교 인명록 편찬사업(1차년도) : 신흥무관학교 자료조사 및 자료집 발간

  신흥무관학교 관련자 44명 추가 발굴 

• 행사 조직사업 

  신흥무관학교 옛터 답사

  북경 독립운동유적지 학술답사(우당기념사업회와 공동주최)

  이장녕 선생 80주기․윤세주 선생 70주기 추모답사(석정윤세주열사기념사업회 후원) 

  북만주 항일독립운동 근거지 ‘취원창’ 학술답사(10.20~23, 하얼빈, 쌍성, 취원창 등)

• 홍보사업

  신흥무관학교 전시회(9.18~10.26,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신흥무관학교 강연회(9.23 강사 : 서중석, 10.20 강사 : 김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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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

• 사할린한인지원특별법 추진위원회 참여

  사할린한인지원특별법 추진위원회에 실천협의회 추진단체로 참여

• 한일 과거사 청산을 위한 강제동원 한인유골문제 초청강연 

  주최 : 강창일 의원실,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뉴기니아유족회

  6월 22일 초청강연 개최 : ‘밀림 속을 떠도는 태평양 전쟁의 원혼들 - 뉴기니아의 한국인 유골문제’(이와

부치 노부데루 태평양전사관 대표)

• 2012 한일 과거청산 시민운동 보고대회(6.23)

-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활동보고  

- 특별보고 1 조선인 강제노동피해자보상입법 추진 현황과 방침 _ 야노 히데키  

- 특별보고 2 우편저금 현존확인 신청운동의 현상과 과제 _ 우에다 케이시  

- 특별보고 3 태평양전쟁 뉴기니아 전사자 유골문제 _ 이와부치 노부데루

- 특별보고 4 야스쿠니 문제와 촛불행동 _ 즈시미노루  

- 특별보고 5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전망 _ 장완익  

- 한일 과거청산 활동 단체별보고

  2년째 진행, 한일과거청산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인식 공유의 장  

  한국 내 지역단체 참가 확대를 통해 한일 과거청산 활동가들의 교류확대  

• 대통령예비후보 공개질의

  과거사 인식과 강제동원피해관련 대법원 판결, 한일 군사협정 문제 등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을 묻는 

질의서 발송

• (일본)조선인강제동원재단법 제정촉구 서명활동

  2013년 1월 15일 국회의원, 교수, 시민사회 대표 등 452명 서명명단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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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물

| 연구보고서 |

| 도록 |

•  2012년도 일제침탈사 자료·조사연구 결과보고서 (11권)

   민족문제연구소 편 | 2012.12 

•  ‘신흥무관학교 인명록 편찬사업’ 1차년도 사업 : 신흥무관학교 기초자료집

   민족문제연구소 편 | 2012.12, 1122쪽 

•  근대기이후 한국문화재관련 주요관계자

DB구축 - 개항기~1945

  민족문제연구소 편 | 2012.12, 570쪽

• 유신40년 특별전 식민의 유산, 유신의 추억
  민족문제연구소 편 | 2012, 100쪽, 10,000원

• 도록 식민지조선에 살다 -

  한국 민족문제연구소소장자료로부터
    미즈노 나오키·안자코 유카·사카이 히로미·

  가쓰무라 마코토 편저 | 이와나미서점 |

  2012.9, 137쪽, 2,5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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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회의 자료집 |

| 자료집 |

• 유신선포 40년 연합학술대회 ‘역사가, 유신시대를 평하다’

   주최 : 민족문제연구소·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한국

역사연구회 | 2012.9.14.~15 

• 언론에 재갈을 물려라 :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탄압

  주최 : 민주연구단체협의회·민주언론시민연합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 2012.11.15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대로는 안된다

  주최 : 역사정의실천연대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 2012.11.14

• 신흥무관학교 옛터답사 - 잊혀진 독립군 기지를 찾아서

• 5.24 한국대법원판결 자료집 -

   미쓰비씨·신일본제철 강제동원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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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과거사 청산을 위한 강제동원 한인유골문제 초청강연

• 2012 한일과거청산 시민운동 보고대회

•  청소년을 위한 강제동원피해 자료집 

   내가 겪은 강제동원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공청회

• 우리는 왜 유신의 부활을 반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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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 |

• 역사와 책임 3호

  민족문제연구소·포럼 진실과정의 | 민연 | 2012.6, 293쪽, 13,000원

• 역사와 책임 4호

  민족문제연구소·포럼 진실과정의 | 민연 |

   2013. 1, 271쪽, 13,000원

• 월간 민족사랑 185~196호

  민족문제연구소 편 | 2012.1~12

|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

• 친일인명사전 앱 

  2012.8.29 | 10,000원 

• 백년전쟁 앱 

  2012.11.30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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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

• 역사다큐 백년전쟁 Part 1 두 얼굴의 이승만 (53분)

  ‘한국 근현대사 진실 찾기’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물

• 역사다큐 백년전쟁 스페셜 프레이저 보고서 (43분)

   ‘한국 근현대사 진실 찾기’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물

• 깨어나라 역사여!(11분40초)

   식민사관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뉴라이트’ 세력의

  역사왜곡 실상 고발

• 어린 딸을 위한 선택(3분40초)

   조부의 친일을 공개 사죄한 윤00씨와 아빠의 선택을 지지한

  초등학생 딸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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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된 노래- 유신의 추억展(8분13초)

   ‘창법 저속’ 같은 비상식적인 이유를 붙이며 금지곡을 

  양산했던 박정희 시대의 풍경

• 증언으로 보는 부마항쟁 - 유신의 추억展(21분) 

  부마항쟁 참가자들의 증언을 통해 유신시대와 부마항쟁의 

  실상을 전달

• 피해자들 곁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 

   보추협 10년의 기록(23분, 한국어·일어) 

   강제동원 피해자단체인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10주년 기념 영상

• 내가 겪은 강제동원(25분, 한국어·일어)

   포로감시원으로, 일본군위안부 등으로 끌려갔던 강제동원 

  피해자 6인의 목소리. 이들의 증언과 자료화면으로 구성한 

  교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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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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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

업무감사보고

2012년은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서도 올곧게 역사를 지켜나가는 민족문제연구소의 모습이 ‘유튜브’등을 

통해 역사의 질곡에 신음하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간 한 해였으며 ‘모바일 친일인명

사전이 나온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진성회원 만명 달성’의 목표가 가까워진 한 해였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문제연구소의 미래가 될 역사관 건립 사업과 친일문제연구총서 완간을 위해 

한결같은 성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연구 및 편찬 부문 평가 

2012년에도 연구소 본연의 업무인 연구 부문에서는 <일제침탈사 자료 조사 연구>사업의 진척에 따른 식

민통치사료집, 일제 피해사료집 등 성과가 계속 축적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011년 8월 <재일조선인

단체 편람> 편찬이 완료된 이래 이를 토대로 한일 및 재일동포 학자들과 연대하여 보다 심화된 <재일조선

인단체사전>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작업 중이며 2014년 출간 예정입니다. 이는 연구소의 해

외 네트워크 역량이 강화되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12년 진행한 일제강점기 재인조선인단체 DB 구축과 근대기 이후 한국문화재 관련 주요 관계자 DB구

축 사업도 또다른 성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근현대사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지속되어 2007년 이후 누적 업로

드 건수가 250만건을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역사학 뿐만 아니라 각 분야 연구의 심도를 한 

단계 더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

명사전 3권 발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완, 검수하는 중이며 나중에 친일인명사전 보유

편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관련 조사 역량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기관의 친일관련 행적 조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역량에 비추

어 여전히 아쉬운 점은 정치적 이유로 인해 주요 학술 프로젝트 신청에서 5년 내내 탈락했다는 점입니다. 

2012년 사업수행에 있어 특기할만한 점은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사무국을 맡으면서 진행한 신흥무

관학교 기초자료조사사업에서 40여 명의 새로운 신흥무관학교 출신자를 발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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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도 연구소의 역량을 입증하는 사례의 하나로 평가합니다.

2.  자료실 부문

2012년에도 기증 캠페인과 구입 등으로 소장자료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능동적으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혁신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면 보다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2012년은 6월 민주항쟁 25주년 특별전과 유신40년 기획전시 <유신의 추억>전이 전국 각지에서 있었으

며, 특히 <거대한 감옥, 식민지 조선에 살다> 일본 전시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닌 진면목이 해외에서도 인

정받고 있다는 증좌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 민족문제연구소의 국내 및 

해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관람자수를 넘어선 의외의 효과는 당연한 것이지만 보다 

효과적인 홍보에 대해 더욱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출판, 영상, 구술 사업 부문 

2012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출판 사업으로 전문학술지인 <역사와 책임>이 2011년의 창간호와 2호에 이어 

3호와 4호가 출간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등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역량이 외적

으로 표현된 당연한 결과이며 민족문제연구소가 관련 학계에서 연구단체로서 위상을 확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학술지입니다. 

임종국 선생님의 <친일문학론>을 저본으로 하여 대조 수정한 <친일문학론> 교주본의 발간은 연구소의 

뿌리와 연관된 뜻깊은 일입니다. 

소수의 정예인원으로 민족문제연구소의 영상자료 축적과 영상물 제작에 노력하는 영상팀의 노력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백년전쟁 시리즈 중 <이승만의 두 얼굴>과 <프레이저 보고서>는 한국 근현대사의 

진실에 목말라하고 접근하기 힘들었던 많은 젊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진가는 이러한 새로운 영상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4. 사무국 조직 관리 / 인터넷 및 홍보 부문 

2012년에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립 기반을 위한 <진성 회원 만명 달성>이 가능한 목표임을 보여주는 해

였습니다. 우리에게 진심이 있다면 누군가에는 반드시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해였습니다. 

2013년 2월 4일 현재 10,057명의 회원이 가입했습니다. 

이미 출판된 <친일인명사전 인명편>의 보급과 새세대를 위한 모바일 친일인명사전(친일인명사전 앱)의 

개발과 보급 등도 서로 연계하여 보다 발전된 홍보를 필요로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상근 인력풀의 제한

을 넘어,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이 갖고 있는 SNS네트워크 역량을 모아서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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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전파하는 조직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배인 민족문제연구소 상근 직원들의 금연 노

력은 2013년에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2012년 연구소의 인트라넷의 개발과 이용은 뜻밖의 성과이

며 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쾌거였습니다. 앞으로 연구소의 모바일 홈페이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하

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5. 역사관 건립위원회 부문

역사관 건립에 선행하는 임시 역사관 등록 및 관람 사업은 과도기적으로 의미있는 일이며 앞으로 완공

될 역사관의 모습을 미리 살펴 볼 수 있는 샘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이들에 대한 홍보와 관람

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역사관 건립과 연관하여 서대문구와 서울시와 협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6. 보추협/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 및 연대사업 부문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의 사업과 임종국 선생님 기념사업 그리고 조문기 전 이사장님 기념

사업과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 등은 민족문제연구소의 고유 업무와 미래 활동에 연계가 되는 의미 있는 

연대사업입니다. 2012년에도 퇴행적인 시대 상황에 대해 결연하게 외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사업에 참

여하는 것은 민족문제연구소 사업의 외연 확장입니다. 그리고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등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 전 회원의 숙원이자 임종국 선생님의 유지인 친일인명사전의 첫편인 인명사전

이 간행된 이래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NGO가 되었습니다. 민족문제

연구소는 이제 뒤틀린 한국의 역사 흐름을 바로잡고 미래세대의 바른 역사 인식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

국의 가장 중요한 NGO입니다. 새로 취임하신 함세웅 이사장님을 모시고 다 함께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고

유 사업인 <친일문제연구총서>를 완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시민역사관>의 건립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201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2.2.23. 

업무감사 최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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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보고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총회 및 이사회 귀중

2013년 2월 23일

본 감사는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보고자료를 감사

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동 재무보고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감사는 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정관을 준수하였으며 재무보

고자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보고자료는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현황 및 수지내역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 사

공인회계사  임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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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제17기 :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16기 : 201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7    기  제    16    기 

자산

Ⅰ. 유동자산 (1,224,267,261) (1,090,520,469)

(1)당좌자산 (1,224,267,261) (1,090,520,469)

현금  353,732  51,394 

보통예금  106,604,038  85,487,626 

정기예적금  719,632,986  434,813,124 

기타단기금융상품  -  - 

미수금  380,177,500  560,000,000 

선급금  -  - 

선급비용  259,317  236,427 

선납세금  2,483,320  479,460 

미수수익  14,056,368  8,452,438 

직원대여금  700,000  1,000,000 

Ⅱ. 비유동자산 (157,259,849) (106,047,537)

(1) 투자자산 (71,000,000) (59,000,000)

장기금융상품  71,000,000  59,000,000 

(2) 유형자산 (959,849) (1,747,537)

차량운반구  20,954,326  20,954,326 

감가상각누계액 20,953,326  1,000 20,953,326  1,000 

비품  6,820,000  6,820,000 

감가상각누계액 5,861,151  958,849 5,073,463  1,746,537 

(3) 기타비유동자산 (85,300,000) (45,300,000)

임차보증금  85,000,000  45,000,000 

기타보증금  300,000  300,000 

총자산  1,381,527,110  1,196,568,006 

부채

Ⅰ. 유동부채 (12,712,726) (11,771,637)

미지급금  3,909,805  2,544,177 

미지급비용  5,191,831  6,049,320 

예수금  3,611,090  3,178,140 

Ⅱ. 비유동부채 (0) (0)

총부채  12,712,726  11,771,637 

순자산

Ⅰ. 제약이없는순자산 (959,377,036) (1,009,835,238)

Ⅱ. 제약이있는순자산 (409,437,348) (174,961,131)

기본금  50,000,000  50,000,000 

수탈사연구용역비  -  10,087 

역사관건립기금  359,437,348  124,951,044 

순자산총계  1,368,814,384  1,184,796,369 

총부채와순자산  1,381,527,110  1,196,56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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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운영성과표

과             목  제    17    기  제    16    기 

제약이없는순자산의변동

Ⅰ. 수익  1,233,880,612  1,259,770,252 

기부금수입(회원회비, 일반기부금)  810,610,268  648,392,383 

수탈사연구용역비  150,000,000  246,000,000 

저작권수입  150,000,000 

지정기탁금수입  180,339,009  124,951,044 

연구후원금수입  68,137,181  78,533,930 

이자수익  23,400,054  11,811,387 

잡이익  1,394,100  81,508 

Ⅱ. 비용  1,049,862,597  961,075,097 

사업비용  891,584,506  776,823,586 

회원사업비  54,426,561   52,099,213 

기획사업비  44,974,565  7,918,943 

연대사업비  45,520,326  41,450,705 

편찬사업비  511,415,159  368,536,438 

수탈사연구용역비  150,196,750  246,014,694 

역사관건립사업비  84,973,145  59,506,303 

기타사업비  78,000  1,297,290 

관리 및 일반비용  158,278,091  184,251,511 

복리후생비  14,577,010  11,780,298 

세금과공과  16,768,830  15,652,950 

임차료  69,950,400  78,089,900 

광고선전비  18,331,030  29,832,731 

수수료비용  21,030,177  25,383,402 

보험료  7,379,030  6,904,323 

회의비  299,000  393,940 

수도광열비  4,747,880  3,809,430 

감가상각비  787,688  1,434,769 

도서인쇄비  80,000  25,000 

소모품비  185,410  265,320 

임차자산개량비  -  2,364,000 

차량유지비  3,506,570  1,903,900 

수선비  360,500  1,229,500 

잡비  188,710  263,450 

잡손실 85,856 4,918,598

Ⅲ. 제약해제등에 의한 변동 (234,476,217) (124,951,044)

IV. 제약없는순자산의증감 (50,458,202) 173,744,111 

제약있는순자산의변동 234,476,217 124,951,044 

역사관건립기금  234,486,304  124,951,044 

수탈사연구용역비 (10,087)  - 

순자산의증감

순자산의증가(감소) 184,018,015 298,695,155 

기초순자산  1,184,796,369  886,101,214 

기말순자산  1,368,814,384  1,184,796,369 

제17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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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업계획

사업방향

5대 핵심과제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운동 전개

 국내외 역사왜곡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정책개발과 대안제시 주력, 싱크탱크 지향 

 동아시아 시민사회 연대 강화

1. 시민역사관 건립사업 본격화 

광복 70주년이 되는 2015년 개관을 목표로 홍보와 모금활동 가속화

2. 교육·홍보사업 활성화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산을 위한 교재개발, 영상제작, 전시‧교육프로그램 운용

3. ‘백년전쟁’ 제작 보급

한국근현대사 진실 찾기 프로젝트 후속작업, 역사대중화 사업 전개  

4.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기반 조성

연구실적, DB자료, 문헌자료, 유물, 도서 등 축적된 성과의 정보화사업 추진

5. 회원 배가 운동 전개

회원 배증을 통한 조직 자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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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사업계획

| 사무국 |

▪ 사업목표

 연구소 본부와 지부가 함께할 수 있는 답사 등 문화사업 기획

 회원 참여형 프로그램의 개발 운용

▪ 주요사업

• 연간 답사 진행

 대한광복단 100주년 기념 영주답사

 4.19 기념 산행 겸 독립운동가 성재 이시영 선생 60주기 추모 답사 

 5.18 기념 광주답사

 신흥무관학교 옛터 / 망명길 답사

 백범삼남유랑길 답사

• 여름수련회 

 7월 6일(토)~7일(일), 경남 함양

 신입회원 환영 겸 단합대회로 진행

 큰들문화예술센터의 찬조 공연

 역대 최대 인원 참가 목표

• 지부·지회 개편

  서울남서지부(구로,금천,영등포,광명), 서울북부지부(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울강동송파지부, 경

기용인지부, 경남중부지회 설립 지원

 거대 지부 분리 개편 검토(경기남부지부 → 수원지부, 오산․화성지부, 평택․안성지부)

 지부 간부 워크숍 진행

 지부 주최 ‘백년전쟁’ 지역 상영회 지원

• 독립운동가 조문기 선생(제2대 이사장) 기념사업

 7월 24일(수) 부민관 의거 69주년 기념식 겸 조문기 선생 조형물 제막식(화성 매송초 교정)

 작가 : 김운성, 김서경(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제작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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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광복단 설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주관 단체인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경북 영주 소재)와 연구소가 연대사업으로 추진 

 주요사업 : 답사, 전시회, 기념식, 문화공연, 학술회의, 만화 제작 등

• 3·1혁명 제자리찾기 운동  

 3·1운동을 3·1혁명으로, 3·1절을 독립절(안)로 개칭하는 정명운동 전개 

 3·1혁명 95주년인 2014년, 100주년(2019년)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출범 목표

 2013년 중 준비위원회 구성 완료

 2014년 3·1혁명 95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제국에서 민국으로-민주공화정 수립의 의의’ 개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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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홍보실 |

▪ 사업목표

 교육·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신설부서로서 업무 매뉴얼 개발과 조기 정착 방안 모색

 역사교육 / 영상제작 / 교재개발 / 정보화 / 홍보분야의 유기적 결합으로 효과 극대화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시대상을 공감하는 시민참여형 역사 콘텐츠 개발

▪ 주요사업

• 시민강좌  

 2013년 2차에 걸쳐 4~5회의 시범강좌 개설

 상반기 시민강좌 계획안 작성 / 강좌주제 확정, 강사진 구성

 참여 시민 임시역사자료관 초청관람 상설화

 시범강좌(가안)  ‘끝나지 않은 백년전쟁, 한국 근현대사를 말한다’ 기획 중

1강 식민지 조선과 해방 대한민국 / 2강 이승만, 그는 과연 독립운동가였을까 / 3강 식민의 유산, 유신

의 추억 / 4강 뉴라이트의 역사쿠데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출범

• 역사기행   

 2013년 6~8회 진행 예정

 서울 반나절 코스 개발, 지방은 1박2일로 진행

 주로 회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도 개방 검토

  시범답사(가안) ‘시공(時空)을 넘어, 서울역사산책-전문가와 함께 하는 역사기행’ 기획 중  

<일정> 2013년 4월~11월 월 1회 토요일(총 8회 진행) 

<강사> 박한용, 김점구 외 전공 연구원

<규모> 15명~20명

<코스> 정동1번지 / 서대문형무소 / 남산 / 3·1운동 유적 / 갑신정변 유적 / 식민지 경제침탈의 본산 / 

일제식민교육의 현장 / 망국의 비애-궁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박정희기념관 등

• 교재개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교육교재 개발

 다양한 매체를 활용, 역사 대중화를 지향하는 교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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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

▪ 사업목표

 식민지근대화론을 전면 반박할 수 있는 실증 자료의 수집과 분석연구에 주력

 일제침탈사에 대한 전면조사와 연구심화

 연구성과물의 체계적 관리와 2차적 활용 모색

 학술연구의 공동진행과 정보교류를 통한 동아시아 연구자 네트워크 강화

 2015년 광복 70주년, 경술국치 105년, 한일협정 50년 기획사업 준비

▪ 주요사업

• 일제침탈사 자료조사·연구(계속사업)

 일제침탈사 자료조사·연구 제1기(2007년~2010년)사업에 이어 제2기(2011년~2013년)사업 진행중 

  1기사업의 목적은 식민지기 일제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의 구체적 양상과 전모를 체계적으로 정리

하는 데 주안점

  2기사업은 정신문화를 포함한 전체 피해상을 총체적으로 파악, 재구성하여 일제강점기 연구의 토대

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13년에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연구 심화단계로 이행,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전반에 걸

친 침탈상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

  식민통치 당국자들의 내밀한 증언 자료 수집, 해외자료 수집과 번역 출간, 데이터 입력과 전산화, 피해

자 증언 채록 등에 주력

  연구성과를 분류, 공개 출간 준비

• 일제강점기 재일조선인단체사전

  재일조선인단체편람의성과를기초로일제강점기재일조선인들의존재양상과생활을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재일조선인단체의 현황을 사전 형태로 발간

  1900년 전후부터 1949년까지 일본 각지에 존재했던 조선인이 관련된 단체 460개 수록 

  2014년 2월 발간 목표

• 화성지역 독립운동 관련 역사콘텐츠 개발  

  화성시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참여

  3·1운동을 비롯한 화성지역 민족독립운동에 대한 광범위한 기초조사․연구 진행  

  화성은 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어촌지역,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촌지역, 장시와 교통을 중심으로 한 상

업지역 등 여러 유형의 생활권이 존재, 주민들의 삶과 생활양식의 복잡성과  다양한 형태의 저항․독립

운동 전개, 양자간의 상관관계 분석 

  한말부터 일제시기 이르는 민족독립운동 관련인물과 사건 등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집대성하

여 이를 역사콘텐츠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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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찬실 |

▪ 사업목표

  국내외 최대 최고의 한국근현대사 관련 인물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현대사 인물정보 보강 등 문헌자료의 정보화사업 지속적 추진

  친일인명사전증보판및 ‘친일문제연구총서’편찬추진

▪ 주요사업

• 기초 문헌자료 데이터베이스 확충

  경성일보, 직원록, 판결문 등 DB자료 계속 입력(내부·외부) 및 검수

  해외와 지방 자료조사 확대, 문헌자료 입수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료 확보와 DB구축(요시찰인명부, 수형인명부 등)

  2013년 약 10종의 자료 정보화 작업 수행 

• 조선총독부기구사전 편찬

  ‘친일문제연구총서’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조선총독부기구사전우선발간추진

  2009년부터 추진, 상당한 수준의 작업성과 축적. 2014년 발간 목표 

• 친일인명사전 검수

  친일인명사전개정판발간을대비한내용및 DB검수진행

  친일인명사전어플리케이션데이터업그레이드

  친일인명사전수록인물에대한자료조사및 연구를지속적으로진행,개정판편찬기획

• 신흥무관학교인물사전 발간사업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위탁사업

  2013년 2차년도 기초조사 실시

  2014년부터 집필 시작, 광복70주년인 2015년 인물사전 발간

• 대한광복단 자료집 발간

  대한광복단 100주년(2013.4) 기념사업 

•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DB구축

  조선총독부기구사전 편찬과 병행, 한국연구재단 DB구축사업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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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 사업목표

  역사자료관(임시역사관) 정식 박물관 등록 추진. 시민역사관을 준비하는 예비박물관으로서 운영  

  박물관 참여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역사관’의 기능·필요성 등을 홍보 

  대한광복단 100주년 특별전 등 2013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기획전시 진행 

  자료관리의 효율성 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보화 추진

▪ 주요사업

• 민족문제연구소 역사자료관(임시역사관) 정식 등록

  민족문제연구소 본부 5층에 위치한 역사자료관을 정식 박물관 등록 추진 

  박물관 등록(2종) 규정에 맞는 조건 구비, 4월 내 등록 절차 진행 

  등록 박물관으로서 학예사 및 전시회 지원사업 참여

• 역사자료관 운영프로그램 

  초중고 대학생의 관람 유치를 위해 역사관련 수업 연계방안 모색

  “청소년을 위한 역사강좌 – 내가 겪은 강제동원”, “말하는 박물관” 등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 자료관리 및 업무프로그래밍

  고도서와 유물 등 자료의 통합관리와 효율화를 위해 정보화 사업 추진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기록정보팀과 협력

• 기획 전시 

  대한광복단 100주년 특별전

  친일예술인의 삶과 작품전

  위안부 관련 도록제작 및 순회전시 기획

• 기타사업 

  연구소 출판·영상 제작에 필요한 자료조사, 연구·편찬 프로젝트사업 지원 업무 등을 통해 자료센터로

서의 역할 수행

  전시품 대여, 자료제공, 사본제작 등을 체계화하여 역사콘텐츠로 가공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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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팀 |

• 사업목표

  친일인명사전을비롯한출판도서적극보급

  읽기 쉬운 역사 대중서적 기획 및 출간 /   축적된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 출판 기획 

• 주요사업

• 친일문학론 교주본

  최종 교열, 편집진행 /    3월 초 출간 예정

  친일문학론교주본출간성과를바탕으로학술발표7월예정

• 항일음악자료집(가제)

  ‘항일’ 음악 300여 곡 내외를 선정하여 악보와 가사와 함께 간략한 해제를 포함한 자료집 발간(자료

집+DVD)/  2월 말까지 원고 완료, 교정·교열, 편집 등 진행

 2013년 4월 13일(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에 맞추어 발간 준비

• 지복영여사 회고록(가제) 

  여성 광복군 지복영 여사(백산 지청천 장군 차녀) 회고록 입수 완료

  2013년 9월 17일(광복군 창설일) 발간 목표

• 야스쿠니에 묻다(가제) 

  야스쿠니무단합사철폐소송 2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을 위해 작성된 연구성과 집적

  야스쿠니신사 문제를 역사·법률·종교적 측면에서 다룬 국내 최초 연구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출간 예정  

• 실록친일파(개정판) 
  1991년 발간된 임종국 선생의 친일문제연구 대중서 /   상반기 중 출간 예정

•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구술집 

  보추협 회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구술 진행 

  지속되는 강제동원의 피해상을 유족들의 증언으로 생생하게 엮어냄 /   11월 경 출간 예정 

• 잡지 역사와 책임 5, 6호 

  6월 5호, 11월 6호 출간 예정

• 친일인명사전 보급

  각 지역 학교, 공공도서관 보급 확대 /   자발적 보급운동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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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팀 |

▪ 사업목표

 역사다큐 백년전쟁 시리즈 제작

 영상사업의 장기적 발전방향 수립과 그에 따른 구체화 방안 기획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 등 근현대 인물 구술수집 지속적으로 추진 

▪ 주요사업

• 백년전쟁 2부 등 후속편 제작  

 백년전쟁 시리즈 전체 제작 계획 수립 

 전작의 평가에 따라 ‘역사다큐’로서 대중적 흡입력과 완성도 제고  

 해당분야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내용의 엄밀함과 객관성 추구   

 장비 보강, 인력확충, 제작시스템 개선 등으로 작업의 효율성 제고

• 기타 영상물 제작 

 연구소 활동 기록 등 기타 행사용 영상 제작

 백년전쟁 다큐 제작에 집중, 기타 영상물 제작 최소화 

• 구술수집

 일제하 강제동원피해 생존자와 유족 구술 진행 

 12~15명 진행 목표 

• 녹취록 작성과 구술영상 관리

 2012년 수집분부터 녹취록 작성, 이전 수집자료 중 미완분 지속적으로 작업추진

 영상 보관본 제작 

• 용역사업

 한국정신대연구소 ‘일본군위안부 구술’ 자료화 사업(지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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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정보팀 |

▪ 사업목표

 연구소 운영․연구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정보시스템 개발

 직관성과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전면개편 추진

▪ 주요사업

• 민족넷(가칭) 개발

  자료실 소장도서 및 유물정보 관리DB, 편찬실이 구축한 통합자료관리DB 등 분산관리중인 DB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연구소가 축적한 연구성과를 통합DB를 통해 안정적․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검색서비

스 기반을 마련

  연구소의 기록과 사무를 관장하는 시스템을 개발, 조직의 역사성을 IT기술을 통해 안정적으로 축적하

고 NGO기록관리의 모범을 세워 타 단체에 전파하는 역할 수행

• 연구소 홈페이지 전면개편

  지속적으로 기술향상이 보장되는 관리툴로 교체하여 최신성과 안정성 추구, 해킹 등 공격에 대비한 

보안성 강화.

  불안정한 서버 하드웨어 장비교체와 호스팅, 트래픽 서비스 비용 효율화 고려

  모바일 홈페이지, 역사관 홈페이지, 학술연구정보DB 검색 및 향후 확장성 고려

  연구소 주요기사가 포탈검색을 통해 실시간 검색될 수 있도록 하고, 학술정보DB, 소장자료 이미지, 

역사TV 영상 등의 검색·조회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홈페이지 방문자 증가와 정보 만족도 향상 도모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홈페이지를 구현하여 편리한 접근성과 대국민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추구

• 친일인명사전 & 백년전쟁 앱 추가개발

  친일인명사전 앱 해상도문제 및 데이터 수정사항 반영

  친일인명사전 2판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기술적 준비

  백년전쟁의 새로운 시리즈 개봉에 맞춘 백년전쟁 앱 업그레이드는 관객을 자발적인 영상배포의 주체

로 세우는 유효한 도구가 될 것임

• SNS 활동강화

  블러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적극 활용을 통한 홍보효과의 극대화 추구

  트위터 팔로우 증대, 적극적인 조력자와의 협력관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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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구 사업계획

| 시민역사관건립위원회 |

▪ 사업목표

 시민역사관 건립 계획 구체화와 본격적인 추진

 시민역사관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 건립운동에 시민참여 확대    

 적극적인 모금운동을 통해 건립기금 조성  

▪ 주요사업

• 시민역사관 건립 사업 추진 계획  

 시민역사관 건립 추진계획 구체화 

 시민역사관 건립부지 선정 및 건축규모 확정  

 시민역사관 건립 개요 

  건립규모 :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 700평  

  소요예산 : 50~60억

  건립대상지 : 서울 사대문 인근   

  건립운동 추진주체 : 시민역사관 건립위원회(건립위원, 추진위원, 국민추진단)  

  운영프로그램 : 전시 / 교육-답사·강좌 / 연대·교류 

• 건립기금 모금과 캠페인  

 그간 진행해 온 역사관 건립 사업과 모금현황을 알리고 모금 본격화

 교육홍보실과 자료실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연계, 모금캠페인 활성화 

 ‘1만인’ 발기인 참여를 목표로 온라인 모금·홍보 계획 수립과 추진  

 모금목표 : 2013년 15억, 2014년 15억 

 모금방법 : 건립기금 모금/친일인명사전 보급/친일인명사전 앱 판매/후원회원 배가  

 상시적 모금이벤트 추진

• 일본 건립후원위원회 조직 

 일본 내 피해자 지원단체와 학계 두 축을 중심으로 결성

 한일 과거청산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 

 역사관 소식을 전하는 일본어 뉴스레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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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 사업목표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소송 추진

 지속되는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 / 증언수집 / 보고대회 등 피해자 지원활동 전개

 한일 과거사 관련 시민단체 연대사업과 실천운동 지속

• 주요사업

•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소송 추진

 후지코시 여자근로정신대 소송 : 2월 14일

 신일본제철 소송 : 3월 11일 

• 강제동원피해는 계속된다-전문가와 함께 하는 피해자 증언대회(일본 전국순회)

 강제동원피해자와 유족들의 증언, 관련 자료 전시를 통해 피해상을 일본 사회에 전파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자 증언대회와 패널 전시(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등)

 오키나와 유골조사 공동참여

• 청소년을 위한 강제동원피해자 증언·강연회 및 교육용 영상물 보급사업

 서울 시내 중고교생을 대상 피해자․유족 증언과 강연회 개최

 식민지 지배와 강제동원 관련 교육용 영상 제작,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보급 

• 2013년 한일과거사 관계자 전략회의

 2013.2.2~2.3, 인천시 강화군 산마을학교 

  한일 양국의 과거청산 관계자 30여명이 모여 정권 교체 이후를 전망하고 정보 교류와 공동의 실천사

항 등을 협의

 2015년 한일협정 50주년 공동대응과 2013년의 당면과제 등을 논의

• 인도네시아령 뉴기니아 자야푸라 일대 유골조사

 일본정부 지원 ‘2013년도(인도네시아) 유골정보수집사업 제3차 파견’ 참여

 2월 15일 ~ 2월 24일, 김민철 집행위원장

 4월 22일 조사보고회 개최 

• 한치유아픔나눔 사업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기업·후원자 자매결연 맺기 사업 : 여자근로정신대 할머니 중 생활이 어려운 

회원을 중심으로 후원자·기업 연결하여 생활 지원 모색

 고(故) 김학순·황금주·김화선 할머니 추모제, ‘망향의동산’ 추모제 등 위령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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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구 사업계획

| 역사정의실천연대 |

• ‘뉴라이트는 어떻게 역사를 왜곡했나’

 운영위, 정책위, 전교조 선생님들 대상 강의(약 10회)나 심포지움․토론회 개최

 강의내용을 일반교양서 형식으로 구성

 역사전문서보다는 역사퀴즈나 독후감 공모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용으로 제작 

 ‘뉴스타파’ 등 언론매체를 통해 기획보도 추진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바로세우기 운동 

 학계와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모니터 후 평가서를 팜플렛으로 제작·배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바로세우기를 위한 토론회와 기자간담회 개최

• 과거사특별위원회 

 한국전쟁기 집단희생과 인권침해 조사특별법(이낙연 의원 발의) 제정 운동 지원

 민간차원의 피해조사단 구성

• 2012년도 역사연대 백서 발간

 2012년도 역사정의실천연대 활동내용과 사업성과를 모아 백서 발간 

 역사연대 내 백서편찬위원회 구성. 상반기 발간 추진 

 10부 정도 제작. 450여개 참가단체에 편집본 파일 제공 

• 교과부의 교육법개정 입법예고안 재제출에 대한 대응

 입법예고안의 문제점 도출 및 조직적인 의견서 제출

 국회에 교과위 상임위원과 교섭, 교과서 문제 토론회 조직

• 박정희 기념·도서관 폐관 운동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박정희기념·도서관을 활성화시킬 가능성 증가 

 지역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과 함께 박정희기념·도서관에 재정지원 중단 등을 촉구하는 방안 모색 

• 친일 독재 미화 사업 저지 운동

  정전60주년에 맞춘 국방부의 백선엽 등 친일·독재 미화사업 추진에 대한 대응책 마련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대응하는 시민역사관 건립 지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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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

• 기획사업 

 신흥무관학교 설립 10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 

 조선족 완전중학교 한국유학생 지원사업 

 중국대사관 관계자 초청 특강 

• 학술 연구사업 

 신흥무관학교 인명록 편찬사업(2년차). 신흥무관학교 관련 인물 자료 조사·발굴

 이시영 선생 60주기 추모 학술회의 

• 행사 조직사업 

 신흥무관학교 옛터 답사

 백산 지청천 장군 사적지 학술답사 

 신흥무관학교 관련 영남지역 애국지사 망명경로 재현 행사 

• 홍보사업

 고교생 대상 연속강좌 기획,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공동추진

 홈페이지 자료 업데이트 

 강연회, 전시회, 영상 상영회 등 수시 진행 

 각종 교육 홍보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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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

• 사할린한인지원특별법 추진위원회 참여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지원, 사할린동포에 대한 기념 및 추모사업  추진을 위

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 전개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소속 단체 연대사업에 적극 동참 

• 2013 한일 과거청산 시민운동 보고대회 (7월 예정)

  한일과거청산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인식 공유의 장  

  한일 과거청산 관련단체 참가 확대를 통해 활동가들의 교류확대  

  사업 3년차로 보고대회의 정례화와 내실화 추구   

일본 참가단체 : 強制併合100年共同行動·日本実行委員会, 강제동원진상규명전국네트워크, 야

스쿠니반대공동행동 일본위원회 등

국내 참가단체 : 나눔의집, 독도수호대, 민족문제연구소,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일본군위

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창원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지

구촌동포연대 KIN,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

대연구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평화의 집 등

• (일본)조선인강제동원재단법 제정촉구 활동

  국내 지원 조직 결성

  한일 국회의원 교류 및 한국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촉구 활동 추진 

•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 홍보 활동

  10월 30일~11월 8일, 부산 개최 

  ｢강제병합100년 한일시민선언문｣(영문판) 책자 배포와 사진 전시 

  식민주의 청산, 피해자 권리회복과 인권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의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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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쿠니반대 국제공동행동 |

• 야스쿠니반대 촛불행동(도쿄, 8.10) 

  일본 자위대 전사자를 위한 국립묘지 설립, 국방군 문제 등 현재 대두되고 있는 쟁점과 야스쿠니신사

의 문제점을 다루는 심포지엄 기획

  한국에서는 ‘한국의 군대와 국가의 관계’를 주제로 김동춘 교수 발표 예정 

  야스쿠니무단합사철폐소송을 진행중인 한국인 유족 대표 참가 

  손병휘, 문진오 가수 공연     

• 역사기행 ‘일본 근대의 빛과 그림자’(가제) 

  7박8일 일정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생 단체로 참가 예정

  연구소 회원, 교사 등 답사 참가자 모집 

• 야스쿠니무단합사철폐소송 2심

  사망한 원고의 경우, 유족(손자) 승계

  5월 29일 1차심리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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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예산안

◆ 수입

내역 월 수입 합계 비  고

기부금

수입

회원회비·후원금  85,000,000  1,020,000,000 

기타  5,000,000  60,000,000 자동차보험·경향신문 등 기타 수입

수입 총계  1,080,000,000 

◆ 지출

내역  월 지출 합계 비  고

고정비

인건비  38,350,000  460,200,000 
22명 기준, 급여 일부 연구용역비로 충당  

퇴직연금 포함

4대보험부담분 등  3,400,000  40,800,000 

민족사랑 제작·발송 등  5,200,000  62,400,000 민족사랑(1만부 제작), 기타 홍보물 

임차료비용  4,092,000  49,104,000 

소계  612,504,000 

변동비

광고선전비  200,000  2,400,000 누리집 등

복리후생비  200,000  2,400,000 

사무용품, 소모품비  700,000  8,400,000 전산장비, 소모품, 문구류 등

수도광열비  400,000  4,800,000 

수수료비용  1,800,000  21,600,000 방범용역, CMS, 결제대행 등 

차량유지, 여비교통비  500,000  6,000,000 

통신비  700,000  8,400,000 전화요금, SMS, 인터넷회선료, 택배, 우편발송

회의비  500,000  6,000,000 

소계  60,000,000 

사업비

회원사업비  6,000,000  72,000,000 지부, 회원사업

기획사업비  10,000,000  120,000,000 다큐제작, 전시, 교육, 답사 등

연대사업비  4,000,000  48,000,000 

편찬사업비  10,000,000  120,000,000 학술연구, 심포지엄, 자료구입, 연구용역 수행 등

역사관건립사업비  2,000,000  24,000,000 

소계  384,000,000  

예비비  23,496,000 

지출 총계  1,08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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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활동보고

2012년 활동일지

12.01.03 상근자 월례회의(오전10시 연구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회의(오후4시 종로칠갑산)

12.01.09 역사정의실천연대 운영위원회(오후5시 민주노총 중회의실)

12.01.11 전교조 참교육실천대회 시민역사관 현장홍보(광주 조선대학교)

 제1주기 이돈명 변호사(연구소 초대이사장) 추모미사 및 

 제1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 인권상 시상식(오후7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서울서부지부 정기모임(오후7시30분 레드북스)

12.01.13 서울남서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천연두부나라)

12.01.14 도쿄지회 정기모임(오후1시 산노회관)

12.01.16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회(오후7시 민주노총 중회의실)

12.01.17 전북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지부사무실)

12.01.20 2011년도 사업평가 · 2012년도 사업계회 제출

12.01.25 대전지부 총회(오후6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12.01.27 충북지부 총회(오후7시 오리골)

12.01.30 역사정의실천연대 운영위원회(오후5시 민주노총 중회의실)

12.01.31 시민역사관건립위 자문회의(오후5시 연구소)

12.02.02 상근자 월례회의(오전10시 연구소) / 경기안산시흥지부 총회(오후7시 안산 팸리치)

12.02.03 부산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시골맷돌순두부)

12.02.04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회의(오전10시 연구소)

12.02.06 서울 군군재판보고회(오후2시 연구소)

12.02.10 충북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청마루)

12.02.13 서울강남서초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강릉집)

12.02.14 경기남부지부 운영위원회(오후7시 지부사무실)

12.02.15 2011년도 회계감사(오후3시 연구소) /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창립총회(오후4시 상동교회)

 역사정의실천연대 운영위원회(오후5시 민주노총 중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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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6 역사정의실천연대 ‘교과서개정 및 수정절차에 관한 토론회’(오후6시30분 역사문제연구소)

12.02.17 경기북부지부 총회(오후7시 민속주점 고을)

12.02.18 1분기 운영위원회(오후2시 연구소)

12.02.20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회(오후7시 민주노총 중회의실)

12.02.21 전북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지부사무실)

12.02.22 시민역사관건립위 집행위원회(오후6시30분 연구소)

 대전지부 정기모임(오후6시 팔도청국장)

12.02.23 제29차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오후6시 연구소)

12.02.25 경기부천지부 역사답사기행(오전8시30분 천안 독립기념관 → 유관순열사기념관)

12.02.28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오후5시 한국정신대연구소)

12.03.01 2012년 정기총회 겸 제93주년 삼일절 기념식(오후2시 가톨릭청소년회관)

 서울서부지부 정기모임(오후6시 교동집)

 경기부천지부 3.1절 행사-독립운동가·친일파 그림판 전시(오전10시 중동 안중근공원)

 광주지부 3.1절 행사-독립운동가·친일파 그림판 전시(오전9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경기동부지부 3.1절 행사-독립운동가·친일파 그림판 전시(오전10시 율동공원)

12.03.02  영토주권 수호 상징물 ‘독도 대포’ 문화재등록 촉구 기자회견(오후12시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

상 앞) / ‘유신의 추억 전’기획회의(오후5시 연구소)

12.03.03 진주지회 창립총회(오후4시 경남과학기술대 산학협력관)

12.03.05 상근자 월례회의(오후2시 연구소)

12.03.06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오후5시 한국정신대연구소)

 경기남부지부 운영위원회(오후7시 지부사무실)

12.03.07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1012차 정기수요 시위 주관(오후12시 일본대사관 앞)

 역사정의실천연대 운영위원회(오후5시 민주노총 중회의실)

12.03.08 전남동부지부 총회(오후7시 순천 왕조2동사무소)

12.03.10 과거청산 좌담회-역사와책임 3호 특집(오전10시 법무법인 한결 회의실)

12.03.13 2012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정기총회(오후2시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전북지부 총회(오후7시 지부사무실)

12.03.15 야스쿠니연구반 월례모임(오후6시 연구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회의(오후7시 종로칠갑산)

 경북북부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경두묵밥)

12.03.17 한일합동교육연구회 내방(오후3시)

12.03.24 안중근의사 시민추모제(오전11시 효창원)

12.03.27 경기안산시흥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홍연하 회원 선거사무소)

12.03.28 제10회 국외문화재협의회 회의(오전10시30분 한국의집 취선당)

12.04.01 경북북부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경두묵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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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4 상근자 월례회의(오전10시 연구소)

12.04.05 역사정의실천연대 운영위원회(오후6시 민주노총 중회의실)

12.04.06 부산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전교조사무실)

12.04.10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오후5시 한국정신대연구소)

12.04.11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회의(오후7시 종로칠갑산)

12.04.12 경기남부지부 운영위원회(오후7시 지부사무실)

12.04.13 제7회 임창순상 시상식(수상자 : 민족문제연구소)(오후6시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

12.04.17 형평운동기념사업회 89주년 초청 임헌영 소장 강연(오후7시 경남과기대 산학협력관 1층)

12.04.18 경북북부지부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초청강연회 ‘언론과 권력’(오후7시 영주시민회관)

12.04.19  경기부천지부 임헌영 소장 초청강연회 ‘문학을 통한 한국 현대사 읽기’(오후7시 부천시청시의

회 3층 대회의실)

12.04.21 경기북부지부 정기모임(오후6시 민속주점 고을)

12.04.24  서울남부지부 한효석 선생 초청강연회 '이렇게 해야 바로 쓴다 & 협동조합 기본법'(오후7시30

분 평창묵은지)

12.04.25 대전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팔도청국장)

12.04.26 서울강남서초지부 총회 겸 지부장(황연) 선출(오후7시 남원골추어탕)

12.05.02 상근자 월례회의(오전10시 연구소)

 과거사관련단체 연석회의(오전10시 민주노총 중회의실)

12.05.08  경기안산시흥지부 주관 <제4회 사할린 귀국동포를 위한 고향마을 효도잔치>(오전 10시 고향

마을 복지관 공연장. 후원 안산시)

 2012 ‘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 위령행사(오전10시30분 망향의동산)

 경기남부지부 운영위원회(오후7시 지부사무실)

12.05.10 역사정의실천연대 운영위원회(오후6시 민주노총 중회의실)

12.05.11  ‘박정희 기념·도서관 명칭변경과 공공성회복을 위한 마포 은평 서대문 시민회의’ 발족식(오

후2시 가톨릭청년회관) / 부산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유성횟집)

12.05.12 전남동부지부 청산도 친목 답사(-13일. 오전8시 순천 왕조2동사무소 집결)

12.05.15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회의(오후6시 종로칠갑산)

  충북지부 임헌영 소장 초청강연회 ‘문학을 통한 한국현대사 읽기’(오후7시 서원대학교 미래

창조관)

12.05.17  2012 광주아시아포럼 ‘한국 과거사 문제와 민주주의’(오후1시 5.18기념문화관 내 로비특설회

의장) / 상근자 SNS 활용교육(오전10시 연구소)

12.05.20 충북지부 광주묘역참배(오전8시 청주체육관 앞 집결)

12.05.22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오후5시 한국정신대연구소)

12.05.23 과거사 미청산 과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겸 과거사관련 연석회의(오후3시 민주노총)

 대전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고향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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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4  6월항쟁25주년국민추진위원회 발족식 겸 기자회견(오후3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

클럽) / 야스쿠니연구반 월례모임(오후7시 동북아역사재단 회의실)

12.05.26  경기부천지부 역사답사기행(오전8시30분 서울시청 집결.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 효창공원 

→ 민족문제연구소 본부)

12.05.31 상근자 6월 월례회의(오후3시 연구소)

 ‘100년 전쟁’ 이승만편 1부 내부 시사회(오후5시30분 연구소)

12.06.01  박정희 기념·도서관 명칭변경과 공공성회복을 위한 마포은평서대문 시민회의 운영위원회

(오후7시 조마루3층) / 부산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시골맷돌순두부)

12.06.02 한일활동가 대법원 강제징용피해배상 판결 대책회의(오후4시 연구소)

12.06.04 신흥무관학교 101주년 기념식 겸 학술회의(오후2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

 한일활동가 대법원 강제징용피해배상 판결 관련 기자회견(오전10시 프란치스코회관)

12.06.06  대전지부 국립묘지범 개정 및 김창룡·안현태 묘 이장 촉구대회(오전10시 대전국립묘지 입

구 다리)

12.06.07 해외유출문화재 관련인물 DB구축 기획회의(오후4시 연구소)

12.06.08 금지곡 콘서트 ‘프리덤 6·10’주관(오후7시 홍익대 일원)

12.06.10 <유신의 추억> 부산전시 개막식(오후1시30분 민주공원)

 금지곡 콘서트 ‘프리덤 6·10’주관(오후4시 정동길 일원)

 6월항쟁 25주년 국민행사(오후6시 서울광장)

12.06.11 경북북부지부 정기모임(오후7시30분 가마솥 순두부)

12.06.12 6.15 12주년 임헌영 소장 특별강연회 ‘민족통일과 친일파 청산의 과제’(대구 MBC 강당)

 포럼 ‘진실과 정의’ 회의(오후7시 연구소)

12.06.13 경기부천지부 정기모임(오후8시 남원추어탕)

12.06.16 2분기 정기운영위원회(오후2시 연구소)

 도쿄지회 정기모임(오후1시 산노회관)

12.06.19 제29차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오후6시 연구소)

12.06.20 서울남서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천연 두부나라)

12.06.22  한일 과거서 청산을 위한 강제동원 한인유골문제 초청 강연(오후2시 국회 제2의원회관 제2세

미나실)

12.06.23  임헌영 소장, ‘2012 리얼코리아 여름캠프’ 초청 강연회(주최 미주한인교육단체협의회. 협력 노

무현재단)

 한일과거청산 시민운동 보고대회(오전10시 동북아역사재단)

 야스쿠니연구반 월례모임·한일워크숍(오후8시 연구소)

12.06.27 대전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웰소반)

12.06.28 충북지부 독서모임 <만주의 호랑이-김동삼>(오후6시30분 빠삐용)

12.06.30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겸 신흥무관학교 교장 석주 이상룡 선생 80주기 행사(-7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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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울 현충원)

12.07.01 석주 이상룡선생·시당 여준 선생 80주기 추모식(오후2시 서울현충원)

12.07.02 한일군사협정규탄대회(오전11시 외통부 정문)

12.07.03  박정희 기념·도서관 명칭변경과 공공성회복을 위한 마포은평서대문 시민회의(오후7시 조마

루3층)

12.07.04 상근자 월례회의(오후2시 연구소)

 역사정의실천연대 14차 운영위원회(오후6시 민주노총 중회의실 )

12.07.06 한일군사협정 대응 긴급 정책토론회(오전9시30분 국회헌정기념관 )

12.07.07 2012년 여름수련회(-8일 충북 괴산 제월대 펜션)

12.07.10 ‘유신의 추억’전 자문회의(오후5시 연구소) / 경기남부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지부사무실)

12.07.11 신흥무관학교인명록편찬위(오후3시 연구소)

12.07.12 시민역사관 기획단 회의(오후3시30분 연구소)

12.07.18 역사정의실천연대 15차 운영위원회(오후6시30부 민주노총 중회의실)

 경북북부지부 정기모임(오후7시30분 최박이네 곤드레밥 )

12.07.19  민주연구단체협의회 하계연구발표회 ‘지역 민주화운동사 정리 어떻게 할 것인가’(-20일 원불

교봉도청소년수련원. 공동주관 민주화기념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12.07.21 부민관 폭파의거 67주년 기념식·정동답사(오전11시 서울시의회 본희의장 로비)

 도쿄지회 정기모임(오후1시 산노회관)

12.07.22 신흥무관학교 역사기행(-26일 인천-장춘-길림-서란·액목-유하-백두산-장춘-인천)

12.07.24 해외유출문화재 관련인물 DB구축 기획회의(오후2시 연구소)

 전북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지부사무실)

12.07.25 대전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웰소반)

 충북지부 독서모임 <근대를 말하다-이덕일>(오후6시40분 우리식당 )

12.07.27 상근자 월례회의(오후2시 연구소)

 진주농민회 임헌영 소장 초청강연회(오후7시 진주농업인회관 )

12.08.02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회(오후6시30분 민주노총 중회의실 )

12.08.03 부산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소골둑 묵사발 )

12.08.04  임헌영 소장 ‘2012 HSBC 미래세대 섬환경 캠프 - 한국역사 산책’ 초청 강연회(주최 HSBC은행, 

녹색교육센터) / 강제동원피해자증언대회(-11일 사할린)

12.08.06 경북북부지부 정기모임(오후7시30분 최박이네 곤드레밥 )

12.08.07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 광주전시 개막식(-10월6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 후원 

광주시 교육청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12.08.08  유신40년 특별기획 전시 <식민의 유산, 유신의 추억> 개막식(-9월15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개막식 : 오후5시 서대문형무소)

 유신40년 특별기획 금지곡 콘서트Ⅰ(오후6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야외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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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09  독재유산 정수재단 환수와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오후2시 평화박

물관 교육장 )

12.08.10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방일(-12일) / 야스쿠니소송 한일워크숍(도쿄)

12.08.11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도쿄 촛불행동(-12일)

 도쿄지회 정기모임(오후1시 토시마 공회당)

12.08.13  경기동부지부 광복67주년 유물전 <암흙에서 광야로>(-19일 성남시청 1층 로비. 주최 민족문

제연구소 경기동부지부. 후원 성남시, 독립기념관, 백범기념관, 안중근의사 기념 사업회, 광복

회 성남시지회)

12.08.20 역사와 책임 편집회의(오후7시 연구소)

12.08.22 역사정의실천연대 16차 운영위원회(오후6시30분 민주노총 중회의실)

 대전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웰소반 )

12.08.23  유신40년 기획강좌 ‘끝나지 않은 유신’ - 1 식민의 유산과 10월 유신(오후7시 서대문형무소역

사관 강의실. 강사 :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12.08.24 충북지부 독서모임 <시베리아한인 민족운동의 대부-박환>(오후6시50분 애술가)

12.08.25  유신40년 특별기획 금지곡 콘서트Ⅱ ‘금지된 것을 노크하다’(오후5시 서대문 독립공원 야외무대)

 강제동원피해자증언대회(-9월2일 뉴기니아)  / 경기부천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남원추어탕)

12.08.28  유신40년 기획강좌 ‘끝나지 않은 유신’ - 2 종신집권으로 가는 길, 유신(오후7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강의실. 강사 : 김재홍 교수)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월례회의(오후5시 한국정신대연구소)

 광주지부 <국치 102년 기억 친일음악회>(오후6시 금남근린공원)

12.08.29 경기남부지부 이건흥 선생 초청강연회 ‘국치일을 기억하자’(오후7시 화성박물관)

12.08.30  유신40년 기획강좌 ‘끝나지 않은 유신’ - 3 한강의 기적, 그 주인공을 묻는다(오후7시 서대문형

무소역사관 강의실. 강사 : 김동춘 교수)

12.08.31 서울동부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풍정가마솥 순두부)

12.09.04  유신40년 기획강좌 ‘끝나지 않은 유신’ - 4 유신독재에 맞선 사람들(오후7시 서대문형무소역사

관 강의실. 강사  서중석 교수)

 상근자 월례회의(오전10시 연구소) / 경기남부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지부사무실)

12.09.05 역사콘서트 ‘금지를 금하라’ - 이야기손님 : 문성근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오후8시 클럽제스)

12.09.06  유신40년 기획강좌 ‘끝나지 않은 유신’ - 5 금지곡으로 본 유신시대(오후7시 서대문형무소역사

관 강의실. 강사 : 이영미 문화평론가)

12.09.07 부산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소돌둑 묵사발)

12.09.11  유신40년 기획강좌 ‘끝나지 않은 유신’ - 6 끝없는 예외상태, 일상을 감시하다(오후7시 서대문

형무소역사관 강의실. 강사 : 정근식 교수)

12.09.12 경기부천지부 정기모임(오후8시 남원추어탕)

 역사콘서트 ‘금지를 금하라’ - 이야기손님 : 이해학 목사(오후8시 클럽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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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3  유신40년 기획강좌 ‘끝나지 않은 유신’ - 7 <특강> 끝나지 않은 유신 1972 그후 40년(오후7시 서

대문형무소역사관 강의실. 강사 :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12.09.14 유신선포 40년 역사4단체 연합학술대회(-15일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502·503호)

 서울동부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풍정가마솥 순두부)

12.09.15 도쿄지회 정기모임(오후4시 산노회관)

12.09.19 역사콘서트 ‘금지를 금하라’ - 이야기손님 : 이영미 대중문화평론가(오후8시 클럽제스)

12.09.21 충북지부 장호권 박사 초청 강연회(오후7시 청주상당시립도서관)

 경북북부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최박이네 곤드레밥)

 서울서부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시골농장)

12.09.25 전북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지부사무실)

12.09.26  역사콘서트 ‘금지를 금하라’ - 이야기손님 : 박순희 전 원풍모방노조 부위원장(오후8시 클럽제스)

12.10.02 경기고양파주지부 금정굴 학살 추모제(-3일. 금정굴 학살현장)

12.10.05 인천지부 ‘유신의 추억’ 전시(-7일)

 경기북부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행복한국수)

12.10.06 여준선생 설립 삼악학교 및 오광선선생 생가 터 표석 제막(오전10시 오광선선생 생가 터)

 부산지부 정기모임(오후5시 서면 굿스터디)

12.10.07 제6회 임종국상 수상후보 추천 마감(오후6시)

12.10.08 신흥무관학교 인명록 기획회의(오후2시 연구소)

 해외유출문화재 관련인물 D.B.구축 기획회의(오후4시 연구소)

12.10.10 제6회 임종국상 예비심사위원회(오후6시 연구소)

 역사정의실천연대 운영위원회(오후5시 민주노총 중회의실)

 역사콘서트 ‘금지를 금하라’ - 이야기손님: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오후8시 클럽제스)

12.10.11 우당 80주기 북경 국제학술회의(-14일. 중국 북경)

12.10.12 경기부천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남원추어탕)

 도쿄지회 정기모임(오후1시 산노회관)

12.10.13  백범 김구 선생 '삼남 유랑길' 답사(오전8시 인천감리서 터 집결. 후원: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청년백범)

12.10.14 경기남부지부 정기모임(오후12시 신용승 회원 자댁)

12.10.15 울산지부 ‘유신의 추억’ 전시(-19일)

12.10.17 유신독재 바로알리기 주간 선포식 및 기자회견(오후5시 대한문 앞)

 역사콘서트 ‘금지를 금하라’ - 이야기손님 : 김형태 변호사(오후8시 클럽제스)

12.10.20 이장녕 윤세주 선생 유적답사(-20일. 과천-대전-밀양)

12.10.21 대구지부 ‘유신의 추억’ 전시(-27일)

12.10.22 강원춘천 ‘유신의 추억’ 전시(-28일)

12.10.23 대전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산내음)



69

  전남동부지부 가을밤의 인문학강좌 <인간의 길> 1강 ‘인간과 철학 : 사람이란 무엇인가’(강사 

송기득)(오후7시 미르치과 세미나실)

 충북지부 독서모임 <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읽기>(오후7시 애술가)

12.10.24 역사콘서트 ‘금지를 금하라’ - 이야기손님 :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오후8시 클럽제스)

12.10.26 서울 청계광장 ‘유신의 추억’ 전시(-28일)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단 회의(오후6시 종로칠갑산)

 청소년항일음악회(오후6시 금나래홀)

12.10.30 서울남부지부 박한용 연구실장 초청강연회 ‘유신의 추억’(오후7시30분 관악구청)

  전남동부지부 가을밤의 인문학강좌 <인간의 길> 2강 ‘인강과 역사 : 시대의 전환기’(강사 김경

식) & 3강 ‘인간과 종교 : 영광의 길’(강사 강세형)(오후7시 미르치과 세미나실)

12.10.31 역사콘서트 ‘금지를 금하라’ - 이야기손님 : 도종환 시인(오후8시 클럽제스)

12.11.01 <유신의 추억> 창원전(-13일. 3.15아트센터)

 <유신의 추억> 한양대전(-2일. 한양대학교)

12.11.02 강제동원피해자 유족 증언대회(일본 이와테현)

12.11.03 <유신의 추억> 거창전(-5일)

12.11.04 경기고양파주지부 <유신의 추억> 임진각전(경기통일마라톤대회 내)

12.11.06 제6회 임종국상 시상식(오후7시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전남동부지부 가을밤의 인문학강좌 <인간의 길> 4강 ‘인간과 매체 : 인간의 흔적’(강사 이종관) 

& 5강 ‘인간과 의료 : 씹어먹는 즐거움’(강사 최철용)(오후7시 미르치과 세미나실)

12.11.07 <유신의 추억> 울산전(울산시내)

 역사콘서트 ‘금지를 금하라’ - 이야기손님:전태일재단(오후8시 클럽제스)

 경기부천지부 정기모임(오후6시30분 남원추어탕)

 서울서부지부 정기모임(오후8시 클럽 제스)

12.11.10 <유신의 추억> 대전전(-11일. 대전역) / 임종국선생 23주기 추모식(오후12시 천안공원묘원)

12.11.12 상근자 월례회의(오후2시 연구소)

12.11.13 전북지부 정기모임(오후7시30분 전북대 사회과학대 518강의실)

  전남동부지부 가을밤의 인문학강좌 <인간의 길> 6강 ‘인간과 원전 : 자멸을 초래한 인류’(강사 

박종택)(오후7시 미르치과 세미나실)

 서울중부지부 번개모임(오후7시 천강에비친달)

12.11.1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대로는 안된다> 긴급토론회(오후2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서울남서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천연두부)

12.11.15 진주지회 <유신의 추억> 진주전(-22일. 경상대학교)

  민주연구단체협의회 2012년 추계학술대회 <언론에 재갈을 물려라 :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탄

압>(오후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후원 : 5·18기념재단)

12.11.17 도쿄지회 정기모임(오후1시 아리랑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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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0  유신40년 평가와 ｢박정희 유전자｣ 출판기념회(오후5시30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최 : 프

레스안. 후원 : 민족문제연구소, 경향신문)

12.11.21 독립운동가를 위한 나눔의 김장 품앗이(-25일. 연구소 충주연수원)

12.11.24 <유신의 추억> 광주전(광주교육연수원)

12.11.26 역사다큐 <백년전쟁> 시사회(오후7시 30분 서울아트시네마)

12.11.27 대전지부 정기모임(오후6시 산호돌구이)

 충북지부 독서모임 <만화 박정희>(오후6시30분 청마루)

12.12.01 부산지부 정기모임(오후5시 서면 굿스터디)

12.12.02 <유신의 추억 그리고 인혁당> 진주마라톤대회장 전시   

12.12.03 <유신의 추억 그리고 인혁당> 원주 카톨릭회관전(-13일)

12.12.04 과거사위 진실화해법 개정안 관련 끝장토론회(오후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2.12.05  ‘장준하 선생 사인규명을 위한 개묘 행사’ 및 ‘대선후보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요구’ 기자회견

(오전11시 경기도 파주시 장준하 공원)

 해외유출문화재 관련인물 D.B.구축사업 회의   

 서울남서지부 번개모임(오후7시 장날)

12.12.08 <유신의 추억 그리고 인혁당> 천주교인권선언기간 마장동성당전   

 강제동원문제 관련 ‘정책토론회’(오후1시 역사문제연구소)

12.12.10 백년전쟁 일천만 관람 공동캠페인(프레시안·민족문제연구소) 시작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추모 및 재조명 학술회의(오후1시30분 경남과기대)

12.12.11 <유신의 추억 그리고 인혁당> 옥천성당전(-16일)

 서울남서지부 번개모임(오후7시 천연두부)

12.12.12 진실화해법 개정안 공청회(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2.12.13 역사연대 운영위 정책위 연석회의(오후6시 민주노총 중회의실)

 전북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지부사무실)

 경북북부지부 정기모임(오전11시 대가식당)

12.12.15 도쿄지회 정기모임(오후1시 산노회관)

12.12.21  제5회 노근리 평화상 시상식(수상자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오후5시 노근리평

화공원 교육관)

12.12.2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졸속 개관 중단 촉구 기자회견(오후1시30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12.12.28 경기북부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행복한국수)

 충북지부 정기모임(오후7시 오리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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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논평/성명/기자회견

▪ 연구소 논평 / 성명 / 기자회견문

12.05.24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12.06.28  <이명박 정부의 제2의 을사늑약,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규탄한다>

12.09.24  박근혜 후보의 역사관련 사과 발언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12.09.07  기자회견문 <국가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미화 뮤지컬 당장 중단해야!>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성명

12.05.24  미쓰비시·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 역사정의실천연대 논평 / 성명 / 기자회견문

12.02.17   국가보훈처의 진보학자 공적심사위원 교체에 대한 논평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퇴와 공

적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촉구한다!>

12.02.21  박정희 기념관 폐관 촉구 기자회견 성명 <기념관이 웬말이냐, 친일․독재 사과하라!>

12.02.28  역사정의 역행 정치인 명단 발표 기자회견문 <역사정의 파괴주범, 투표로 심판하자!>

12.03.09  ‘박정희기념관’ 폐관을 위한 범국민운동 결의 논평 <’박정희기념관‘의 즉각 폐관을 촉구한다>

12.03.12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의 이영조(前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전략공천을 

강력히 규탄한다>

12.03.15   새누리당 이영조· 박상일 후보 공천 취소 결정에 대한 논평 <새누리당, 꼬리만 잘라서 되겠는

가>

12.03.19   논평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명단 정보공개 거부를 규탄한다!!>

12.03.30   동아대의 한국사 강의 일방적 폐지에 대한 논평 <동아대 ‘교양한국사 사태’ 해결여부, 끝까지 

지켜볼 것>

12.04.05   새누리당 하태경 후보 사퇴 촉구 논평 <하태경, 차라리 일본 국회로 가라>

12.04.12   2012총선넷 논평 <민의를 대변하는 유권자 중심의 국회를 만들기 위한 기억, 약속, 심판 운동은 

계속될 것>

12.05.16   박정희기념관의 5·16찬양규탄 기자회견문 <‘박정희기념관’은 5.16군사쿠데타 미화·찬양을 

즉각 중단하라!>

12.06.11   전두환 씨의 육사기념행사 사열에 대한 성명 <백담사의 종소리는 두 번 다시 전두환 씨를 용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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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27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발표에 대한 논평 <19대 국회, 2009개정 역사교육과정 철폐와 역사교

육정상화 약속 즉시 이행하라>

12.08.17   故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논평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규명은 역사의 

명령이다>

12.09.07   기자회견문 <국가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미화 뮤지컬 당장 중단해야!>

12.09.10   정수장학회 공대위 기자회견문 <박근혜의 정수장학회, 정치적 타협이 아닌 진정한 역사적 화

해를 바란다>

12.09.24   박근혜 역사관 논란 입장 발표 논평 <유신 퍼스트레이디의 반성없는 화해제스처>

12.10.15  정수장학회 공대위 기자회견문 <강탈 장물 매각하여 대선자금 대려하는 박근혜는 사죄하라!>

12.10.17   정수장학회 불법 매각 관련 사회환수·박근혜 사과 촉구 기자회견문 <독재장물 정수장학회, 

설립자 ‘목적’에 맞게 사회 환원하라>

12.10.22  정수장학회 공대위 기자회견문 <역사 왜곡, 국민 기만 박근혜는 즉각 대선 후보 사퇴하라!>

12.10.22  정수장학회 공대위 기자회견문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가?>

12.11.05   MBC심원택 인혁당 발언에 대한 논평 <역사를 왜곡하는 MBC 김재철·심원택은 즉각 사과하

고 물러나라>

12.12.05   국민 여러분과 18대 대통령후보에게 드리는 호소 기자회견문 <2012년을 친일독재 잔재 청산, 

역사정의 실현의 원년으로 만들어주십시오>

12.12.1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졸속 개관 반대 논평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을 무기

한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12.12.2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졸속 개관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소통부재와 전문성 결여, 졸속과 편향

성 드러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하라>



73

연구소 소개

민족문제연구소

▪ 설립 목표

한국 근현대 민족문제 연구와 해명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한 역사바로세우기

친일인명사전 등 친일문제연구총서 편찬 통일시대 역사문화운동

▪ 주요 연혁   

1989 임종국 선생 타계. 빈소에서 연구소 설립 발의

1991 반민족문제연구소 설립(초대소장 김봉우)

1993 제3회 윤상원상 학술연구부문 단체상 수상

1995 민족문제연구소로 개칭, 사단법인 등록(초대이사장 이돈명, 설립인가 1996.6.13)

 지부·지회조직 건설 시작(현재 국내 26개 지부, 경남 진주지회, 해외 일본 도쿄지회 활동 중)

1999 친일인명사전 편찬지지 전국교수 1만인 선언  

 조문기 2대 이사장 취임

2000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발족(247개 단체), 사무국 설치

 일제강점기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 발족, 사무국 설치

2001 한상범 2대 소장 취임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창립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출범, 주간연구소 겸 사무국

2003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 설치  

 임헌영 3대 소장 취임

2004 ‘친일인명사전 편찬 국민의 힘으로’ 모금운동 전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 발족  

 제16회 심산상 수상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안 통과

2005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 출범(회장 장병화), 임종국상 제정

1949년 친일파에 의해 와해된 반민특위 정신을 계승하고, 

친일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고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이어 1991년 설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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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회 단재상 수상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1차 명단 발표’ 대국민보고회

  야스쿠니신사 문제 다큐 <안녕, 사요나라> 제작, 부산국제영화제 운파펀드·서울독립영화제 대

상 수상

 임종국 선생 보관문화훈장 추서  

 제17회 안종필자유언론상 특별상 수상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통과 

2006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발족, 사무국 설치

2008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 발표 

 제17회 참교육상 수상 

 김병상 3대 이사장 취임

2009 안중근의사 의거·순국 100주년기념사업 선포·추진위원회 발족, 사무국 설치 

 진실과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 창립, 사무국 설치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제정 제5회 한림기록문화상 수상  

 친일인명사전 발간 국민보고대회

2010 제21회 사월혁명상 수상

 강제병합100년공동행동 한국실행위원회 창립, 사무국 설치

2011 신흥무관학교100주년 기념사업회 창립, 사무국 설치

 역사정의실천 시민역사관건립위원회 발족

 친일·독재 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발족, 사무국 설치

2012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창립, 사무국 설치

 제7회 임창순상 수상

 친일인명사전 앱 출시

 역사다큐 ‘백년전쟁’ 제작(인터넷보급․공동체상영 등을 통해 300만 이상 관람)

2013 함세웅 4대 이사장 취임

 

▪ 실천 운동

친일파 기념사업 저지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한일 교과서 바로잡기 동아시아 시민사회 교류

야스쿠니 반대 국제공동행동 일제하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소송지원

남북공동 학술연구, 자료 교류 독도주권수호 활동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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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활동(심포지엄, 토론회) 

1992 식민지배 청산문제의 민족사적 이해

1993 한국현대사와 친일파 청산문제

1995 친일협정, 30년 동안의 굴욕

1996 보훈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1997 민족사적 관점에서 본 역대정권의 대일정책 비교

1999 친일논리의 역사적 변천과 식민유제의 청산방향

1999 한국군과 식민유산

2002 강요된 부역인가 내재된 신념인가－문화예술계의 친일논리와 성격

2003 일제의 민족분열정책과 친일세력의 구조와 논리Ⅰ 

2003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한국 기념사업의 현주소

2004 21세기 한국사회와 ‘친일청산’ 문제 

 일제의 민족분열정책과 친일세력의 구조와 논리Ⅱ
2005 식민지시대 예술 다시 읽기－친일예술의 내적 논리

2006 세계의 눈으로 야스쿠니를 본다－문명과 야만 사이

2007 효창원 성역화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강제성’이란 무엇인가－일본군 위안부 문제

 인권·문명·평화의 눈으로 야스쿠니신사를 본다 

 식민지 경제사의 쟁점과 과제

 기업재판에 대한 한국·일본 법원의 판단과 전후 보상

2009 일제의 사법침탈과 안중근 의거 

 관동조선인학살－식민지범죄,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묻는다 

 식민지기 재일조선인사회의 형성과 단체활동의 전개 

 안중근의사 하얼빈의거 10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한일 양국의 문서공개로 본 1965년의 한일협정과 청구권 문제

2010 강제병합 100년, 한일과거사 극복의 과제와 전망

 일제의 전쟁, 조선인의 삶

2011 ‘전환기의 정의’와 한국 민주주의-‘과거사청산’ 재평가

 8․15와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위기’와 ‘갈등’을 넘어

 한일회담 공개문서와 식민주의 청산 문제

 과거에 대한 성찰, 미래를 위한 역사쓰기-친일인명사전의 성과와 과제 

2012 유신선포 40년 역사4단체 연합학술대회-역사가, 유신시대를 평하다 

 민주연구단체협의회 추계학술대회-언론에 재갈을 물려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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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전시

1995   일제침략과 저항의 역사전           

1996   사진으로 보는 독립운동사

1998   친일파·독립운동가 사진전           

1999   사진으로 보는 민족수난사

2001   일제침략 역사왜곡전  

 일제침략 역사왜곡전, 평양 인민문화궁전 1개월간 전시 후 기증, 북한 전역 순회전시

2002   친일예술인과 그들의 작품전 

2003   친일음악의 진상전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명부 전시          

2004   식민지조선과 전쟁미술전

 해남도에서 일본은 무엇을 했는가?-침략, 학살, 약탈, 성노예화

2006   ‘징게맹갱 외에밋들’－조정래의 아리랑과 식민지 조선인의 삶

2007   기氣와 예藝로 맞선 그들 

 헤이그 특사 100주년 기념 특별 기획전

       ‘한시대 다른삶－항일과 친일’ 캐리커처 전시

2008   대한민국 임시정부 27년사

2009   시베리아 억류자 귀환 60주년 기념자료전 

 침략신사, 야스쿠니

2010 강제병합 100년 특별전－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

2011  해외전시 : ‘한국병합100년’ 특별전－거대한 감옥, 식민지조선에 살다(일본 리츠메이칸 국제평화

박물관 초청전시)

 해외전시 : 일제지배하 교과서전(일본 교토YMCA 초청전시)

 신흥무관학교설립100주년기획전－조국광복의 꿈, 항일무장투쟁의 산실 신흥무관학교 

2012 유신 40년 특별전－식민의 유산, 유신의 추억(전국15개 도시 순회전시)

 해외전시 : ‘거대한 감옥, 식민지조선에 살다(일본 도쿄 고려박물관 초청전시)

▪ 해외 교류협약 체결 기관·단체 

도쿄 고려박물관    고베청년학생센터

도쿄 문화센터아리랑    오사카국제교육이해센터

도쿄 재일한인역사자료관    히로시마한국조선사회연구회

한일의 여성과 역사를 생각하는 회  연변대 민족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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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구성

• 이사장  함세웅(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지도위원 강덕상(재일한인역사자료관장) 강만길(전 상지대 총장) 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 김석범(재

일 문학가) 김시업(실학박물관 관장) 김우종(재중 사학자) 김윤수(전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창국(전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태영(경희대 명예교수) 김호일(중앙대 명예교수) 김홍명(조선대 명예교수) 김효

순(포럼 진실과정의 공동대표) 리중화(재중 저술가)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영석(전 국사편찬위

원회 위원장) 박현서(한양대 명예교수)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변철호(재중 언론인) 서승(일본 리츠메

이칸대 특임교수) 서중석(성균관대 교수) 성대경(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송기인(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심정섭(독립운동 연구가) 염무웅(문학평론가) 윤병석(전 

인하대 교수)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연복(서울교대 명예교수) 이우성(퇴계학연구원 원

장) 이이화(역사학자) 전기호(전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조동걸(국민대 명예교수) 

조정래(소설가) 주섭일(언론인) 최만립(전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부위원장) 최병모(변호사) 최삼룡(재

중 문학평론가) 최염(경주 최부자 주손) 한상범(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현기영(소설가)

• 고문변호사단 대표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승교(법무법인 정평) 김한규(법무법인 현우) 김희수(법무법인 창조) 박영립(법무법인 화우) 양태훈(법

무법인 해마루) 이덕우(법무법인 창조) 이민석(이민석법률사무소)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장홍록(법무법인 해마루) 전해철(법무법인 해마루) 정만순(정만순변호사사무실) 정철

승(법무법인 더펌) 최병모(법무법인 씨엘)

• 상임이사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 이사 김성종(대일랩서비스 대표) 김여선(제주대 교수) 김우용(주연트레이딩 대표) 김홍진(약사) 신창헌

(자성학원 원장) 신명식(전 내일신문 편집국장) 유민(전 국정홍보처 외신대변인) 윤경로(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전 한성대 총장) 윤종일(서일대 교수) 이규봉(운영위원장·배재대교수) 이동수(동영산업 

대표) 이정학(서해농장 대표) 임추섭(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임태경(대경KC&C 대표) 장두석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이사장) 장병화(가락전자 회장·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장완익(태평양전

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변호사) 조동기(조동기논술전문학원 원장) 조세열(법인 사무총장) 

최병문(영진학원 원장) 황의병(삼립공업사 대표) 

• 감사 임명호(공인회계사) 최수전(상계백병원 내과 교수)

• 소장 임헌영

•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규봉 부위원장 권위상 김순흥 문선 송진복 안김정애 여인철 오형민 이준식 

운영위원 김철기(경기고양파주지부장) 이호헌(경기남부지부장) 김하욱(경기동부지부장) 김희원(경기

동북지부장) 임성환(경기부천지부장) 김영준(경기북부지부장) 심경수(경기안산시흥지부장) 이경수(경

기중부지부장) 박동규(경북북부지부장) 김순흥(광주지부장) 정연하(대구지부장) 이순옥(대전지부장) 

박기호(부산지부장) 정한봄(서울강남서초지부장) 송진복(서울남부지부장) 박건(서울강서양천지부장) 

정광식(서울동부지부장) 조룡상(서울서부지부장) 강신석(서울중부지부장) 고동주(울산지부장)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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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장) 강세형(전남동부지부장) 김재호(전북지부장) 양상호(제주지부장) 이정학(충남지부장) 손

현준(충북지부장)

• 집행부(상근자)

사무총장  조세열

사무국  국장 : 방학진 / 회계팀장 : 김주호 / 회원사업담당 : 김수진 이정화 / 편집담당 : 손기순

교육홍보실 실장 : 박한용(역사관건립위 사무국장, 책임연구원) / 영상팀 : 팀장 최진아 이보미 / 기록정보

팀 : 팀장 임선화 대외협력담당 : 방은희(역사정의실천연대 사무국장) / 교육홍보담당 : 송민희 

연구실  실장 : 박수현(친일인명사전편찬위 사무국장, 책임연구원) / 연구위원 : 정주수 / 선임연구원 : 박

광종 / 연구원 : 권시용 김혜영 조승미 

편찬실  실장 : 이용창(책임연구원) / 책임연구원 : 유은호 / 선임연구원 : 이명숙 강은정

자료실  실장 : 김승은(선임연구원) / 팀장 : 강동민(연구원) / 안미정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 이희자 / 집행위원장 : 김민철(책임연구원) / 간사 : 김진영(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