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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연구소 소사·8

새삼 그리운 이돈명 초대 이사장님

조일수호조규 체결일인 2월 27일에 맞춰 ‘반민족문제연구소’로 출범한 연구소는 처음에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임의단체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법인 등록에 필
수적인 기본자산을 마련하는 길이 난망했던 탓이 컸습니다. 그러다 매월 후원금을 내는 회원이 늘어나자 
법인 설립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되었고 1995년 사단법인 설립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
저 할 일은 법인의 얼굴인 이사장을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몇몇 원로 분들이 물망에 올랐는데 가장 큰 
기준은 역시 국민적 신망이 두터운 분을 모
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군부독
재 청산을 내세운 문민정부 시절이어서 군
사정권시절에 비해 민주화가 조금은 진전되
고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민주화에 목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요청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사
장으로 합의된 분이 바로 범하(凡下) 이돈
명 선생입니다. 이돈명 선생은 인권 변호사 
1세대로 수많은 시국사건을 변론하면서 ‘시
대의 느티나무’로 불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족벌비리사학의 대명사였던 조선대학교의 최초의 직선제 민주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대학의 부조리를 바
로 잡아 조선대학교가 오늘날 호남의 명문사학으로 우뚝 서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가 대
표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덕수는 오늘날에도 이석태 김형태 등 인권변호사들의 보루로 든든하게 자
리잡고 있습니다.
1년 여의 준비끝에 연구소는 1996년 6월 13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고 1999년 10월 2대 조문기 이사장 
취임 때까지 이돈명 선생은 약 3년을 이사장으로 재임했습니다. 연구소 안에 이사장실은 고사하고 편히 
앉을 수 있는 의자조차 마련하지 못해 이사회는 항상 외부의 식당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돈명 
선생에게는 그런 것이 하등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조문기 이사장 취임식 때는 “드디어 민족문제연구소가 
독립운동가를 이사장으로 모시게 되어 마음 편하게 이임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일선에서 은퇴한 후에도 법무법인 덕수 사무실에 거의 매일 나와서 독서와 함께 후배 변호사들과 담소
를 즐겼던 이돈명 선생은 2011년 1월 11일 오후 7시20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
다. 묘소는 천주교 별내공원묘원 안에 마련되었습니다. 장례 후 유족들은 고인의 장서와 유품 일부를 연
구소에 기증하였으며 별도의 기금을 출연하여 매년 천주교인권위원회를 통해 ‘이돈명인권상’을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유신독재시대로 회귀한 지금. 그래서 이돈명 선생이 더욱 그립습니다.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내 옥사에는 이돈명 선생의 풋프린트가 상설 전시 중입니다.

1999년 10월 28일 열린 이사장 이취임식. 왼쪽부터 이돈명 초대이사장, 
리영희 선생, 조문기 2대이사장, 송기인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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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제2의 한일협정,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영구히 
지우려는 한일 양국 정부의 ‘야합’을 철회하라!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회담 결과 합의안이 발표되었

다. 합의의 내용은 첫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 둘째, 아베 총

리가 내각총리로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 셋째, 일본 정부 예산을 투입한 ‘위안부’ 문

제 관련 재단을 한국정부가 설립하고 이후 양국이 협력하여 사업을 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임을 확인한다고 선

언했다.

우리는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한일 양국 정부가 정치적인 거래를 통해 합의한 이번 결

정을 제2의 한일협정과 같은 ‘야합’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비록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며 아베 총리가 사죄한다는 뜻을 외무상이 대신 밝혔지

만, 이는 지난 24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사실 인정’, ‘진상규명’, ‘사죄’ ‘배

상’, ‘역사교육’, ‘추모사업’, ‘책임자 처벌’ 등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법적 배상이 없

는 사죄란 한낱 수사에 불과하다.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군이 단순히 관여한 수준이 아니라, 일본정부와 군 등 국가권력

이 주체가 되어 조직적으로 자행한 반인도적이며 불법적인 ‘전쟁범죄’임은 유엔의 조사보

고서 등을 통해서 이미 국제적으로도 인정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는 

이러한 ‘위안부’ 제도의 불법성, 강제성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일본 정부는 10억 엔

의 돈으로 모든 책임을 모면하고자 한다. 이를 한국 정부는 덥석 받아 안았다. 끊임없이 

국가 책임을 부정했던 일본 정부야 그렇다 치고 이에 동의한 한국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

라 정부인가. 한국정부의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 폭력으로 ‘한일협정’ 체결을 강행했던 50

년 전의 악몽이 다시 떠오른다.

한일 양국의 합의가 있은 지 불과 몇 시간만에 일본 정부는 합의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

냈다. 모든 문제는 한일협정으로 끝났으며, 10억 엔은 배상금이 아니란다. 끝난 문제면 왜 

10억 엔을 내며, 잘못하지 않았다면 그 돈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일본 정부가 1995년 

국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국민기금)을 만든 잘못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 합의가 지난 국민기금과 무엇이 다른가. 피해자들의 요구는 사

실 단순하다. 일본 국가가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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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문제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일본 정부는 이 출발을 수용하지 않기에 온

갖 편법과 잔꾀를 부리고 있다. 출발이 어긋나니 뒤따르는 모든 일들이 정상적이지 않다.

합의 직후 아베 총리는 사죄와 반성은커녕 “이 문제를 다음 세대에게 결코 물려주어서

는 안 되니,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을 전후 70년의 해에 할 수 있었다”고 자화자찬

하며 강조하였다. 이 합의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50년 전의 한일협정 때처럼 ‘최종

적이며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만들려 한 것이다. 이 요구를 한국 정부가 고스란히 받아

들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이 합의문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이 20년 넘게 싸워

온 것이 아니다. 

더구나 더 참담한 것은 ‘위안부’ 투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평화비’의 철거를 양

국 정부가 기정사실화 하는 뻔뻔함마저 드러냈다. ‘평화비’는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라 피

해자들이 잃어버린 인권을 찾기 위한 상징이자 국제적으로도 인정된 기념물이다. 이것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철거하겠다는 발상은 독재 정권 하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다.

고노담화의 검증을 비롯하여 끊임없이 역사왜곡을 시도해 온 아베 총리에게 애당초 

‘진정성이 담긴 사죄’를 기대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피해

자가 가해자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사과가 성립한다면, 가해자의 입장

에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을 요구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

의 오만하고 부당한 주장에 장단을 맞춘 한국 정부는 몰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과오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리하는 정부로서 자격조차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해자

들을 배제한 채 양국 정부가 ‘최종해결’을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국가주의적 발상이다.

50년 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야합과 폭력으로 강행된 한일협정에 의해 버려진 피해

자들은 비단 ‘위안부’ 피해자들만이 아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야스쿠니신사 합사 피해자, 

사할린 피해자, 원폭 피해자, BC급 전범,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 등은 지난 50년 동안 한국 

정부가 저지른 무책임하고 몰역사적인 한일협정의 장벽을 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넘나

들며 법정과 거리에서 줄기차게 싸워왔다.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들

은 다름이 아닌 바로 이들 피해자들이다.

우리는 제2의 야합으로 이 모든 과거사 문제를 덮고자 하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행

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번 합의를 철회하고 재협상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 책임과 침략전쟁의 범죄를 인정하고 사

죄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그 날까지 우리들은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2015년 12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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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 

새해, 선거혁명으로 친일잔재를
청산해야 합니다
 

함세웅 이사장

“갑오세(甲午歲) 가보세, 을미(乙未)적 을미적 거리다, 

병신(丙申)이 되면 못 가리”, 1894년 갑오농민혁명, 동학혁

명 때 불렀던 민중가요는 오늘 우리에게는 예언인 셈입니

다. 올해 우리는 선거 혁명으로 ‘병신’이라는 오명을 벗겨

내야 합니다. 

122년 전 무능한 정치권력과 부패한 관료들의 탐학에 

삶을 빼앗긴 농민들이 생계 수단으로 혁명을 시작했습니

다. 그 혁명은 일본군이 진압했고 이어 조선은 멸망했습

니다. 탐관오리(貪官汚吏)들의 학정(虐政)에 시달리던 민초(民草)들의 분노가 봇물

처럼 터져 나왔던 고통 가득한 함성과 노래를 지금 우리는 광장과 도로 위에서 듣

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동학군은 나라에 소요를 일으킨 역도였으며, 폭도로 처벌당했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생존권을 위협 받은 농민과 노동자의 울부짖음을 독재정권은 ‘소요죄 

적용’을 시도하면서까지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120여 년의 시공을 넘어 조선과 대한민국의 백성은 같은 역도이며, 폭도가 되었습

니다. 무능한 정치와 부패한 관료에 더해 탐욕스러운 재벌이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900만 명 정도이며, 평균 임금은 150만원 내외

로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50% 전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 청년 실업률, 

노인 빈곤율 등 삶의 지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벌과 유착하여 국회의장을 협박하며 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을 위

한 노동법 개악을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사회는 국가 총생산이 1,500조를 상회합니다. 1인당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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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득은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국가의 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분배 정책

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한일 외교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치적 협상을 했습니

다. 을사늑약과 1910년 국치를 생각했습니다. 친일 매국적 행위를 관료들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는 아주 잘된 

협약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매국노들의 전형적인 어법입니다. 전문가들은 근현

대 한국의 국제 협약은 거의 대부분 굴욕적이며 국가와 민족에게 해악을 초래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2015년 말, 한일 협상은 한미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적대적 군

사동맹을 추진하기 위한 술책일 뿐입니다. 120여 년 전 외국 군대를 동원하여 농민혁

명을 폭도로 진압하고 나라를 빼앗겼던 조선의 관리들과 똑같습니다.

경제성장에 앞서 복지를 강화하는 분배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가 아니라 정

치를 혁신해야 합니다. 사람이 집단을 이루면 제도가 생겨나고, 제도는 정치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정치 집단을 형성하는 주체가 사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을 바꾸고, 

정치인들의 가치관을 바꾸어야 백성과 나라를 위한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와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권은 서로 갈등을 유발하며 치열한 논쟁과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변혁을 위한 고통

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구 언론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야당의 분

열로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정권교체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자포자

기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을 포함한 수구 언론의 행태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더 크게 정권교체의 희

122년 전 무능한 정치권력과 부패한 관료들의 탐학에 삶을 빼앗긴 농민들이 생계 수단으로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그 혁명은 일본군이 진압했고 이어 조선은 멸망했습니다. 탐관오리(貪官汚吏)들의 학정

(虐政)에 시달리던 민초(民草)들의 분노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던 고통 가득한 함성과 노래를 지금 

우리는 광장과 도로 위에서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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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분열은 증오를 낳기도 하지만 때로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인내해야 할 고통일 수 있습니다. 창조적 성장을 위해 분열조차 지혜롭게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2의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은 모두 힘을 모아 이러한 

잠재력을 연대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독재권력에 기생하는 행정과 사회 권력 제도를 바꾸라는 정치변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사람”을 바꾸어야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야당 정치

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야당의 분열은 “누구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응답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새정

치연합의 분열은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바꾸고 정치인들의 분명한 가치관과 

역사관을 개혁하는 계기가 되어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 더 큰 야권 지지를 창출할 

바탕이 되어, 위기를 꼭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혁은 정치인들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현대 한국사

회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독립과 통일, 민주주의를 향한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으로 

변혁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의 정점에서 항상 공동체 구성원들의 염원

과 달리 친일, 독재 잔당이 권력을 장악하여 독재를 자행하고, 야당은 국민을 실망시

키는 정치가 반복되었습니다.

정치집단과 정당 활동에 대해 일정한 거리 두기와 무관심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 공감하는 시대적 가치는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국 각지에

서 요청하는 강의를 소화하면서  많은 분들과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이 지녀야 할 역

사관과 가치관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친일파와 독재 잔당 청산, 둘째 남북의 화해와 일치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셋

째 신자유주의와 재벌 개혁, 넷째 통제와 억압의 행정제도와 관료사회의 혁신, 다섯

째 선거제도 개혁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 의지입니다.

87년 체제는 정치, 사회, 경제제도 개혁의 실패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강요

하고 있습니다. 정치 혁신, 정치인들의 각성을 넘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

러다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회원 동지와 가족 모두의 적극적 관심과 행동이 필요한 

“때” 임을 확신하며 모든 분들께 새해 축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은 해방 70년 한일협정 50년 을사늑약 110년 등 오욕의 우리 근현대사를 반성적으로 돌아
보는 한 해였다. 우리 연구소는 한일협정 50년 특별전시·시민강좌 〈나는 싸우고 있다〉, 〈찾아가
는 독립운동 이야기〉 전국 순회전, 부민관 폭파의거 70주년 기념식과 재연극 〈정의의 폭탄〉 상
연, 고양파주지부의 ‘기미년 행주나루 선상 만세운동’ 재현, 진주지회의 ‘진주 기미년 만세운동 길 
걷기’ 등 연중 내내 전시·강좌·기념행사 등을 개최하여 시민 학생들이 침탈과 저항의 역사를 되새
겨 볼 수 있는 의미 깊은 자리를 만들었다. 

광복70주년 기획으로 2월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선정 발표한 ‘이달의 스승’ 사
업이 사실상 폐기되고 말았다. 1순위 ‘민족사표’로 뽑힌 최규동 초대 교총회장 등의 친일 행적이 드
러난 것을 시작으로 선정기준과 검증절차의 문제점이 도처에서 발견된 결과였다. 교육부는 3월 10
일 뒤늦게 연구소로 재검증을 의뢰하여 다수 인물에 흠결이 있음을 확인하고서도 사업을 강행하
려 하였으나 결국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선정을 백지화하게 된 것이다.

6    201601

해방 70년, 
한일협정 50년
우리 근현대사 
재조명 열기

교육부
‘이달의 스승’
사업 좌초

1

2

2015년 민족문제연구소
10대 뉴스



연구소는 일본이 전범기업 산업시설을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데 대응하여,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 독일 본에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부정적 유산과 미래가치’ 특별전
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등재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을 전개했다. 앞서 야스쿠니반대 독일 촛불
행동 때에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외무성에 한일시민사회의 등재반대 공동의견서와 
자료를 전달하고 21개 위원국에도 전송했다. 연구소의 반대운동은 강제동원 사실을 명기하는 최
소한의 양보를 일본으로부터 이끌어내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일부 건국공로훈장 수훈자들의 공적이 거짓임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연구소 김영진 회원
의 제보와 대전지부의 진상규명 노력으로 공적을 가로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은 대전 김태
원에 대한 서훈이 8월 취소되었으며, 애국장을 받은 김정필의 증손은 증조부가 독립운동과 무관하
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가짜 독립운동가가 많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소
는 친일파에 대한 서훈, 중복 서훈, 동명이인에 대한 서훈 등 공적 심사과정에서의 부실 검증 사례
를 다수 파악하고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친일파를 소재로 한 영화 〈암살〉이 역대 7위인 1270만 관객을 동원하고 뉴스타파가 제작한 〈친
일과 망각〉4부작 탐사보도가 유투브·팟캐스트로만 104만 뷰를 기록하는 등 2015년은 친일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한 해였다. 특히 〈친일과 망각〉은 친일파에 대한 감성적 
접근을 극복하고 새로운 보도 패러다임을 개척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제9회 임종국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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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저지 운동

가짜 독립운동가
위훈 삭제

친일문제
대중적
관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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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작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KBS가 우리 연구소와 공동기획한 탐사보도 〈친일과 
훈장〉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영진의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반년 가까이 불방 상태에 놓여있다. 

올해로 침략신사 야스쿠니에 반대하는 도쿄 촛불행동이 10년을 맞이했다.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타이완 오키나와 일본의 시민들은 2006년 5월 23일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사무국 : 민
족문제연구소)을 결성한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8월 “야스쿠니 반대! 합사 철회!”의 촛불을 들어
왔다. 지난 5월에는 “YASUKUNI NO! Peace to Asia!”란 구호 아래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과 한일 시
민사회가 공동으로 야스쿠니반대 독일 촛불행동을 가지고 유럽을 향해 아시아의 평화를 호소했다.  

연구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역사정의실천연대’는 국정교과서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지난 8월 20일 전국 단위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후  한국사 
원로교수들을 필두로 교육계와 학계의 국정교과서 반대 및 집필거부 선언을 조직하고, 국정교과
서의 문제점을 집중 홍보하여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연구소는 또 회원 시민들의 성금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지부‧지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국정교과서 저지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범국민대회와 촛불집회, 매
주 열리는 거리 역사강좌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10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리 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
베스트’ 회원 강아무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강 

야스쿠니 반대
도쿄 촛불행동 10년

박정희 혈서 
조작설 유포 
명예훼손 소송 승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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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은 연구소가 발굴하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
원 혈서가 조작·날조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지난 해 7월 피소됐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500만 원, 정 전 아나운서는 300만 원, 강씨는 3000만 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지급하라고 결정
했다. 연구소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음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유력한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선친 김용주의 일제시기 행적을 둘러싸
고 치열한 진실공방이 전개됐다. 김무성 대표가 일부 언론의 선친에 대한 친일혐의 제기에 김용주 
평전 강을 건너는 산을 발간하고 선친을 애국자로 포장하는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간 것이 발단
이 됐다. 연구소는 친일파가 애국자로 둔갑하고 있는 사태를 방관할 수 없어 9월 17일 기자간담회
를 열고, 애국기 헌납운동과 징병제 실시 찬양 등 김용주의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
인 증거들을 대거 공개했다. 

11월 14일 도쿄에서 한일과거사 청산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의 활동가 연구자 80여 명이 모
인 가운데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이 발족했다. 이날 결성식에서 참가자들은 연구
소가 추진하고 있는 식민지역사박물관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지지 후원을 넘어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 자료들은 물론 강
제동원진상규명 등 한일 양국 시민사회의 과거사청산운동에 관한 기록들까지 정리하여 전시와 교
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9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선친 김용주 친일 논란

9

일본 시민사회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동참 뜻 모아

10

국정교과서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참’역사이야기

시민·학생과 함께하는 
거리 역사 강좌 마지막 2강

9강(1/23) 이이화 / 왕조시대 역사교육은 어땠을까

10강(1/30) 김육훈 / 역사교과서의 대안을 탐색한다

※ 토요일 오후1시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청계광장) 앞 
    계단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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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서울시, 박정희도서관 부지매매 보류’ 관련 정정보도

문화일보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12월 23일자 문화일보 지면 2면과 인터넷 문화일보 
경제면 초기화면에, 지난 10월 6일자 1면에 실린 ‘서울시, 박정희도서관 부지매매 보류… 정치적 상
황따라 말 뒤집나’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반론문을 게재했다.
문화일보는 앞의 기사에서 박정희기념·도서관 부지매매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박정희대통령기념
재단측과 약속했던 박정희기념·도서관 부지매매를 일방적으로 보류하였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와 야당 정치권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 뒤 이뤄진 일이어서 시가 
이념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말 뒤집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족문제연구소를 만들었다
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
이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문
제제기를 이념과 정치적 이
해관계로 호도하는 것 또한 
언론윤리를 저버린 무책임
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연구소는 1999년부터 
박정희기념관 건립 반대운동

을 전개해왔으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서울시의 부지매각이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의 결
함이 있고 특혜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 연구소는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를 자행한 문화일보에 대
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12월 9일 문화일보와 인터넷 문화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 결과 12월 18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문화일보가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립한 단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1999년부터 
전개해 온 박정희기념관 건립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박정희기념도서관 부지 매각과정의 
부당함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다고 알려왔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게 
된 것이다.
문화일보는 지난 해 4월에도 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전쟁’에 대한 검찰 조사를 보도하
면서 [‘백년전쟁’ 국보법 위반혐의 조사]라는 제목의 오보를 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으로 정정
보도를 낸 바 있다.    ∷  임선화 기록정보팀장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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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과 함께하는 학술포럼 
‘화성지역 독립운동 관련 역사콘텐츠개발의 현황과 과제’ 열려

지난해 12월 4일 ‘화성지역 독립운동 관련 역사콘텐츠개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화성시향
토박물관에서 학술포럼이 개최되었다. 경기 남부 최대 독립운동 발생지로 꼽히는 화성시는 오는 
2019년 3·1만세운동 100주년을 염두에 두고 화성지역의 독립운동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사, 연구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시민과 함께하는 학술포럼
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알리는 한편,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
견을 듣고 사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1차년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소
가 이번 행사를 주관했다. 

포럼은 크게 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1차년도(2013년)∼2차년도(2014년) ｢화성지역 독립
운동 관련 역사콘텐츠개발 학술용역-기초자료조사 1・2차 사업｣ 및 2015년도 제1차 연구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사업의 내용을 총론, 독립운동 관련 인물, 유허지・‘만세길’ 관련, 수집자료 소
개 및 구술자료 등 분야별로 나눠 발표했다. 제2부에서는 서울·안동·프랑스 등 타 지역 독립운동 관
련 콘텐츠 활용의 구체적 사례를 통한 비교사적 검토를 통해 화성지역 독립운동 콘텐츠개발사업
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3부에서는 발표자와 시민패널 등 시민들이 함께 참
여해 화성지역 독립운동의 특징, 콘텐츠개발 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화순 화성시 부시장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화성시가 명실상부한 독립운동의 성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
역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많이 참석해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며 콘텐츠개
발사업에 대한 큰 기대를 전달했다. 
한참 열기를 뿜어내고 있는 ‘역사콘텐츠 신드롬’에 매몰되지 않고・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계
획하고 추진한다면 화성의 역사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문화와 연계된 관광·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주민역량 강화 등 내실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강은정 선

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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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우리 연구소와 공동기획으로 11월 23일부터 ‘잊혀진 이름, 여성 독립운동가’ 시리즈
를 제작·방영 중이다. 공적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독립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그 치열했던 삶과 
투쟁이 담긴 내레이션 전문을 연재한다. – 엮은이

잊혀진 이름, 여성 독립운동가 제2편

‘가려진 독립운동, 박자혜’

조선의 식민 통치를 위해 일제가 가
장 먼저 빼어든 칼날은 우리의 역사를 
향해 있었다.
일왕의 명령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직접 운용했던 ‘조선사편수회’는 한국 
사학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작업
에 착수한다. 제작기간만 장장 16년! 총 
35권에 달하는 〈조선사〉는 ‘조선사편
수회’가 만들어낸 식민사관의 결정체! 

조선의 사료를 강탈하고 조선의 유물을 도굴해가며 써내려간 침략자들의 역사 왜곡은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조선 침략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자행된 일제의 범국가적인 프
로젝트였다. 

“조선은 반도로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놓여 있다. 그 결과 항상 세력이 있는 나라에 지배
를 당해 독자적인 역사는 있을 수가 없었다.” (구로이타 가쓰미 조선사편수회 고문, 1915년 
7월 29일 매일신보)

이에 맞선 조선의 역사가, 신채호!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영원히 국권을 회복할 수가 
없다.” 그는 일제의 식민사학에 맞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일생을 헌신한 역사가
이자 사상가 그리고 혁명가였다.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독립운동의 이념과 사상을 정립
하고 항일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신채호.

“친일파와 독재자를 미화하려고 하는 정부의 타락한 역사 현장에서 ‘신채호 선생의 민족
주의사학 의열투쟁 이런 것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미래상이다, 현재상이다. 이런 의미에
서 신채호 선생의 업적은 우리 국민의 사표가 되고 역사의 스승이 됨에 모자람이 없다’ 이
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돌려보기



13

그리고 그 위대한 영웅의 모습 뒤에는 아내이자 동지였던 박자혜가 있었다.
박자혜, 그녀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1906년 왕실의 후원으로 설립되었던 숙명여학교. 그
곳에서 박자혜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1911년 기예과에 입학했으며 부친은 중인 출신, 그런
데 놀랍게도 그녀는 어린 시절 궁에 보내졌던 아기 나인, 궁녀의 신분이었다. 근대 교육의 필
요성을 깨달은 대한제국의 후원으로 세상 밖에 나온 궁녀들. 그녀도 그 궁녀들 중 한명이었
던 것이다. 봉건주의 사회의 예속된 신분에서 근대 여성으로의 삶을 돌파해나간 박자혜. 그
녀는 조산부양성소를 거쳐 조선총독부 의원의 간호부로 일하게 된다. 그러던 1919년, 박자
혜는 또 다른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박자혜 선생은 조선총독부 의원에서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이 
발발하면서 서울 시내에서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학생이나 시민들이 부상을 당해서 병원
으로 실려오니까 그분들을 간호하고 진료하고 하면서 그 동안 쌓여있던 항일 의식, 민족의
식이 확 드러나기 시작하는거죠.” (김상태 서울대병원 의학역사문화원 교수)

피 흘리는 백성. 나라를 잃은 슬픔. 민족의 울분을 통감한 그녀는 민족대표의 한 사람인 
이필주 목사와 함께 간호사 독립운동단체 ‘간우회’를 조직하고 간호사들과 함께 만세시위
를 벌이며 독립운동에 뛰어든다. 
당시, 일제의 조선인 감시 보고서는 그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평소에 과격한 언동을 하는 자” “총독부의원 간호부 모두를 대상으로 독립만세를 고창한 
주동자” (사찰휘보 : 일본 경찰이 조선인들에 대한 감시 내용을 기록한 보고서)
이 사건으로 일경에 체포,  유치소에 수감되는 고초를 겪은 박자혜는 더 큰 뜻을 품고 북
경 망명길에 오른다. 1920년 북경의 봄, 북경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한 박자혜는 그곳에서 운
명 같은 만남을 갖게 된다. 

“검푸르던 북경의 하늘 빛도 나날이 옅어져 가고 만화방초가 음산한 북국의 산과 들을 장
식해주는 봄 4월이었습니다. 나는 연경대학에 재학 중이고 당신은 무슨 일로 상해에서 북
경으로 오셨는지 모르나 어쨌든 나와 당신은 한평생을 같이 하자는 약속을 하게 되었던 것
입니다.” 박자혜〈가신 임 단재의 영전에〉중

당대 최고의 문필가이며 혁명가, 존경받는 애국지사였던 신채호와의 결혼생활은 불과 2
년 남짓. 독립운동가의 아내로서 독립의 뜻을 함께 하는 그 길은 가시밭길과도 같은 것이
었다.

“독립운동가 본인들은 국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명감이 있었는데 그 가
족들은 말 못할 고통과 수난과 병고를 겪어야 했죠.”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어린 아들(신수남)과 국내에 들어온 박자혜는 산파를 개원해 생계를 이어가지만 그 삶
은 매우 비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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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달 가야 한 사람의 손님도 찾아오지 않아 돈을 벌어 보기는커녕 간판 달아 놓은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그러니 아궁이에 불 때는 날이 한 달이면 사오일이라. 하루라도 빨리 가
장(신채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박자혜 여사는 밤이나 낮이나 대련형무소가 있는 북쪽 
하늘만을 바라다볼 뿐이다.”(이역천리에 풍운아 남편 두고 어린 두 아이 키우는 신채호 부
인 - 삼순에 구식으로 삼모자 겨우 연명 : 1928년 12월 12일 동아일보) 

그러나 박자혜는 일제의 탄압과 감시, 생활고를 견뎌가며 국내의 독립운동을 지원한다.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한 나석주 의사의 의거를 위해 산파원에 폭탄
을 숨기고 나석주에게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시련보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은 1936년 찾아왔다. 동방연맹 국제 위폐 사건으로 여순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신
채호의 부고. 15년이나 그리던 신채호의 주검을 받아들고 박자혜는 가슴을 도려내는 고통 
속에서 그를 떠나보내야 했다. 

“당신은 뜻을 못 이루고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당신의 원통한 고혼은 지
금 이국의 광야에서 무엇을 부르짖으며 헤매나이까? 당신의 괴로움과 분함과 설움과 원한
을 담은 육체는 남의 나라 좁고 깨끗지 못한 화장터에서 작은 성냥 한 개비로 연기와 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이여 가신 영혼이나마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가신 임 단재의 
영전에〉중 

그렇게 신채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모든 희망이 아주 끊어지고 말았다.”고 탄식한 박
자혜 또한 1943년 가난한 셋방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다. 살아서 단재가 품었던 독립의 정신
과 뜻을 함께 걸어갔던 동지이자 아내였던 박자혜! 그녀의 위패는 신채호의 무덤에 함께 모
셔졌으며 죽어서야 비로소 영원히 신채호와 함께 일 수 있었다.

“대단히 애국심이 강하고 활동적이고 개명한 여성으로서 국내외에서 당대 여성들이 하
지 못한 활동을 실천적으로 모범을 보였고 국가를, 민족을 지켜낸 불굴의 여성. 신채호 선
생의 부인이기 이전에 일제 강점기 투철했던 애국 여성,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2015.12.5. 방영

1919년 <간우회> 조직 만세시위를 벌임

1920년 베이징에서 독립운동가 신채호와 결혼

1926년 나석주의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탄 투척 지원

1943년 사망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2009년 7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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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70년 특별기획

박정희와 천황주의자 야스오카(安岡正篤) 

이준식 연구위원

1

박정희는 한국의 ‘천황’을 꿈꾸었다. 박정희가 1972년 유신체제를 선포해 영구집권을 시도
한 것도 ‘천황’이 되려는 욕망의 산물이었다. 박정희야말로 일본의 패전으로 사라진 천황제 
파시즘의 적자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2016년 현재 일본에서는 이미 맥이 끊어진 ‘
여자천황’의 부활을 목도하고 있다.  
늘 천황제를 염두에 두고 있던 박정희는 5·16쿠데타 직후 일본의 대표적인 천황제 이데올
로그 야스오카(安岡正篤)에 주목했다. 야스오카는 양명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천황주의자
이기도 했다. 히로히토(裕仁)가 ‘종전칙어’를 발표하기 전에 가필을 했으며 히로히토가 죽자 
새로 헤이세이(平成)라는 연호를 지을 정도로 천황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야스오카는 국가주의운동의 전위를 양성하기 위해 1926년에 금계학원(金鷄學院)을 세
웠다. 일본의 정신부흥을 이끌 농촌활동가를 기르기 위해 1931년에 사이타마현에 일본농사
학교(日本農士學校), 후쿠오카현에 후쿠오카농사학교를 각각 세우기도 했다. 
이렇다 할 공직을 맡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스오카는 천황중심의 국가주의를 
설파해 일본 파시스트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패전 이후 야스오카는 미군정에 의해 전
범으로 지목되었지만 공직추방에서 해제되자마자 추종자들을 모아 사우회(師友會: 나중에 
전국사우협회로 개칭)라는 우익단체를 결성한 뒤 정계와 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
다. 1950년대 이후에는 수상들이 모두 그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역대 수상의 지혜주머니(知
慧袋)’, ‘쇼와의 교조(敎祖)’로 불렸다. 5‧16쿠데타 당시 일본의 수상이던 이케다(池田勇人)
가 소속된 파벌 고치카이(宏池會)의 이름을 지은 것도 야스오카였다. 

2. 
4월혁명으로 집권한 장면정권은 경제개발계획을 입안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일본에서 끌
어들이기로 했다.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것이 국교정상화였다. 장면은 1961년 2월 측근을 도쿄
에 파견했다. 장면의 특사들이 만난 이가 야스오카였다. 야스오카는 빠른 시간 안에 국교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야스오카의 생각은 바로 일본정부에 영향을 미쳤

사건과 인물로 보는 우리 근현대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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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은 해 5월 자민당의원들이 한국을 방문해 장면총리 등과 회담했다. 한국방문단 대표
가 방한 이전에 야스오카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장면정권과 일본
의 교섭 배후에는 야스오카가 있었다. 
자민당 의원들이 서울을 떠난 지 4일 뒤에 5·16쿠데타가 발생했기 때문에 장면정권과 일
본의 교섭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박정희는 장면정권이 구축한 야스오카 라인을 다시 가동
했다.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 있을 때 비서실장이던 박태준에게 지시해 야스
오카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이다. 
일본에서 박정희정권과 야스오카 사이의 연결책임을 맡은 것은 야스오카의 측근이던 야
기(八木信雄)였다. 야기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학무국 학무과장, 경무국 경무과장‧보
안과장을 거쳐 황해도지사와 전라남도지사를 지냈다. 야기가 주로 맡은 업무는 조선인 독
립운동가의 통제와 친일파 양성이었다. 실제로 야기는 학무과장 시절에는 금계학원 출신인 
다케바 히데오(竹葉秀雄)를 중심으로 정학회(正學會)를 만들어 사상전향공작과 내선일체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야스오카와 야기의 인연은 야기가 경무국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때로 거슬러간다. 당시 
경무국장은 야스오카의 추종자인 이케다(池田淸)였다. 1932년 이케다의 초청으로 야스오
카가 조선을 방문했을 때 안내를 맡은 것이 야기였다. 그러면서 야기도 야스오카의 추종자
가 되었다. 야스오카는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 대표적인 친일파인 최린, 윤치호, 최남선, 박
영철, 한상룡, 김서규, 박상준 등과 만났다. 
최린이 시중회를 만들 때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한 자도 야스오카였다고 한다. 최린이 대
동방주의를 내건 것이 1933년 초이고 1934년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시중회를 만들었다는 것
을 감안할 때 야스오카와의 만남이 최린에게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계학원 출신 박준영이 시중회 간사를 맡은 사실이라든지 1935년 후쿠오카농사학교 학생
들을 시중회에서 초대해 ‘내선친교’ 모임을 가진 사실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야스오카는 
확인되는 것만 해도 네 차례에 걸쳐 조선을 방문해 조선총독부 고위관료와 친일파들에게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설파했다. 
일본이 패전한 후 야기는 일본으로 돌아가자마자 야스오카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일한
친선운동’을 벌였다. 이때 야스오카와 야기 주위에 몰려든 자들은 박춘금, 박준영 같은 친
일파와 야기 밑에서 일하던 고등경찰이나 밀정들이었다. 과거의 친일파와 고등경찰 출신이 
‘일한친선’이라는 미명 아래 새로운 친일정치활동을 벌인 것이다. 

3

야스오카와의 연락에 성공한 박정희는 1961년 10월 서울대학교 교수이던 이용희를 특사
로 일본에 파견했다. 이용희는 먼저 야스오카를 만났다. 그리고 야스오카의 주선으로 전 수
상 기시(岸信介), 나중에 수상이 되는 사토(佐藤榮作), 수상 이케다 등과 만났다. 이용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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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은 다음 달로 예정된 박정희의 방일을 앞둔 사전정지작업이었는데 거기서 야스오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와 야스오카와의 관계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대통령이 된 뒤 박정희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64년 1월 박태준을 일본에 파견했는데 박태준과 일
본 정·재계인사들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도 야스오카 라인이었다. 그리고 이때 박태준과의 
만남이 인연이 되어 야스오카는 1960년대 후반 포항제철 설립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맡았
다. 포항제철 건설은 박정희정권의 최대 국책사업이었다. 
박정희는 측근인 박태준에게 포항제철 건설의 책임을 부여했다. 박태준을 일본 제철업계
의 거물인 이나야마(稻山嘉寬) 야하다(八幡)제철(현재의 신일본제철) 사장에게 연결시켜 
준 것이 바로 야스오카였다. 이나야마는 야스오카가 만든 전국사우협회의 부운영자(副世
話人)이기도 했다. 결국 포항제철 건설에 투입된 일본의 자금과 기술의 배후에는 야스오카
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가 1961년 11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일의대수(一衣帶水)” 곧 
한 가닥의 띠와 같은 좁은 물을 사이에 둔 관계라로 비유한 적이 있다. 그런데 1964년 박태
준이 야스오카와 만났을 때 야스오카도 “한일 양국은 일의대수의 관계입니다”라는 말을 했
다. 박정희와 야스오카가 한일관계를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야스오카는 1976년 5월 경북대학교가 주최한 퇴계학 국제학술회의에서 특별강연을 하기 
위해 야기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이 강연에서 양명학자를 자처하는 야스오카로서는 이
례적으로 주자학자인 이황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았다. “퇴계학이 보인 오랜 가르침, 수신제
가치국평천하”의 사상을 현대에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그런데 학술회의 때문에 한국에 온 
야스오카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포항이었다. 야스오카는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포항제철 전용기로 포
항으로 가서 포항제철을 방문했다. 
사장인 박태준을 비롯해 간부들이 
공항에서 야스오카를 영접했다. 야스
오카가 서울로 돌아왔을 때도 박태준
은 호텔 앞에서 야스오카를 맞이했
다. 이처럼 박태준이 야스오카를 극
진하게 대우한 데는 박정희의 뜻이 담
겨 있었다. 실제로 박정희는 경북대학

교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 야스오카에게 국빈대우를 할 것을 지시했다.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야스오카 환영만찬회를 주최한 것은 청와대 정치담당 특별보좌관

포항제철을 방문한 야스오카(가운데)와 야기(왼쪽), 그리고 박태준(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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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던 이용희였다. 이용희는 미국방문 일정을 조정해 조기 귀국한 뒤 대구까지 가서 만찬회
를 주재했다. 
원래는 박정희가 직접 야스오카와 만날 예정이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의 회동계획은 박
정희의 건강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야스오카는 한국방문시 한국인은 “위대한 역
사는 위대한 지도자에 의해서만 건설된다”고 발언함으로써 유신체제를 공개적으로 지지했
다. 심지어는 “한국인은 유교의 덕목을 알고,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해
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유교의 충효윤리를 지배이데올로기로 활용할 것을 박정희정권에게 
권고한 셈이다. 실제로 야스오카의 방한 이후 박정희정권이 충효사상을 들고 나온 것은 결
코 우연이 아니다. 야스오카의 발언이 있은 지 이틀 뒤부터 박정희는 자신의 입으로 충효문
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어 1977년 2월 문교부 연두순시에서 박정희는 각급 학교에 충효
사상을 교육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유신체제 말기 박정희정권이 충효사상을 떠든 데는 이
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내 손안의 친일인명사전

회원들이 기증하신 자료가
내일의 역사가 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그동안 기증과 수집을 통해 3만 여점에 이르는 고서적, 고문서와 다양
한 박물자료들을 축적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중심에서 벗어나 1945년 이후 현대 생활사 부
분까지 전시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대대적인 자료기증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시
민역사관’이 시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역사의 현장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종류 :  근현대 생활사 자료, 문헌자료, 시각·영상자료, 음향자료, 

            박물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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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기고 ]  한국 역사교과서 국정화 소식을 접한 소감

자국사를 배우는 의미를 생각해보자

기미지마 가즈히코 도쿄학예대학교 명예교수

2015년 10월 12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중학교·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소식을 접하고 한국 역사교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온 한 사람으로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근년의 한국 역사교육은 심한 혼미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2007년에 정한 개정교육과정을 실시하지 않은 채 미래형 교육과정을 임의로 제정했으며, 또 
2009년에 개정함에 따라 한국에서는 수시 개정을 통해 거의 매년 교육과정을 바꾸게 되었
다. 한국의 역사교육이 큰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2007년 개정교육과정 고시까지 한국의 교육과정은 5~10년 간격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것
은 5년 임기의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에 관여할 수 없는 대통
령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한 대통령이었
다. 김영삼 대통령 이후 민주개혁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방식은 답습되었다. 1991년 제6
차 교육과정 고시 때부터 7년이 지난 1997년,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 제7차 교육과정이 고시
되었다. 이 조치는 허용 범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고등학교 역사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은 2002년도부터 
적용하게 되었으나, 같은 해 고등학교에서 사용된 ‘국사’교과서에는 제7차 교육과정에 없
던 근현대사가 기술되어 있었다. 원래 근현대사는 고등학교 2, 3학년용 선택 과목 '한국 
근·현대사'에서 배우게 되어 있었다. ‘국사’교과서에 근현대사가 갑자기 기술된 주원인은 
일본에서 중학교용 우익적 교과서 새로운 역사교과서(후소샤)가 검정에 합격한 것 때
문이었다. 

‘국사’교과서에 근현대사를 기술하게 한 방침 전환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요구가 교과서에 근현대사를 기술하는 것에 있지, 어떤 근현
대사를 배울까는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자국사 교과서(한국 근·현대사) 
검정제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검정제 경험이 십년 조금 더 되었을 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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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제7차 교육과정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난 2007년에 ‘2007년 개정교육과정’이 고시
되었다. 이 신교육과정은 역사교육에서는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2008년에 취임한 보수파 이
명박 대통령은 이 교육과정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자신이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에 2007년 
개정교육과정과는 다른 자신만의 교육 방침을 실현시키려 한 것이다. 그 출발이 신자유주
의적 교육을 한층 더 추진하려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발표였다.  
이 교육과정은 ‘총론’뿐 교과 과목의 각론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유주의 이념을 교
육제도에 강하게 반영시키려는 것이었다. 이 교육과정은 많은 국민들에게서 비판을 받아 일
찌감치 사라졌고,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이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의 내용은 2007년 개정교육과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다. 그
러나 미래형 교육과정의 총론만은 실시되었다. 그 후 뉴라이트의 역사공격이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쳐 역사교육만 문제 삼아 자국사의 교육과정만 개정하였다. 자국사를 강조하고 
내셔널리즘(nationalism)을 부추기는 교육과정이었다. ‘국사’라는 명칭이 국수주의적이라고 
스스로 비판하여 세계사와 한국사를 함께 배우는 ‘역사’를 신설한 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과목을 ‘한국사’로 개칭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사로 개칭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개입하여 교육과
정을 개정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검정에 합격한 ‘한국사’ 교과서는 정부의 의도대로 
집필되지 않았다.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는 분류사를 쓰지 않고 계통적 서술을 했기 때문이
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 ‘한국사’ 교과서 때부터 검정제가 채용되었기 때문이었다. 합격
한 ‘한국사’ 교과서는 역사연구의 성과를 반영하여 사실을 근거로 했으며, 사료나 사진, 삽
화, 지도, 연표 등을 많이 활용하여 역사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과서로 되었다. 검정 교과서
의 본령을 발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었다. 교육과정 변경이 너무 단기간에 실시되어 교과서 편집에 
지장이 생겼다. 2012년부터 사용된 교과서는 당시 고시된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11-361호, 2011년 8월 9일 고시)에 준거하여 기술되지 못하였고, 실질적으로는 2007년 개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왜 고등학생들이 자국사를 특별 취급을 해서라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는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 글로벌화된 세계 속에서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어떤 내용의 한국사를 배울 필요가 

있는지 좀 더 시간을 들여 차분하게 토론해 보는 게 어떨까. 많은 국민들이 고등학생들의 역사 인식 통일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교과서가 국정화되고 거기에 쓰여 있는 사실만이 ‘올바르다’는 주장의 잘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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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검정에 합격한 ‘한국사’ 교과서만 신교육
과정에 준거해서 근현대사 부분이 보충되었다. 역사교과서는 길을 잃었다.  
더군다나 미래형 교육과정의 총론만을 채용한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3
년간이 하나의 학년군으로 편성되고 모든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되었다. 따라서 ‘한국사’라

고 이름 지은 자국사도 선택 과목으로 되었다. 이 조치에 대해 수많은 역사연구자와 교육
자, 그리고 학부모회가 자국사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반대하여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 되었
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모든 과목이 선택 과목이라는 제도 하에서 한국사만 필수 과목으로 
된다는 비정상적 상태가 된 것이다. 이 때 비판의 쟁점이 된 것도 ‘한국사’를 선택 과목으로 
하면 자국사를 배우지 않는 고등학생들이 생긴다는 주장이었고, 어떤 한국사를 배울 것인
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한편 보수 세력이 문제로 삼은 것은 교과서 제도가 아니라 교과서 내용이었다. 2004년부
터 본격화된 한국 근·현대사(금성사) 교과서를 향한 공격은 역사 해석에 대한 공격이었
다. 그리고 최근 보수 세력의 검정 합격 ‘한국사’ 교과서를 향한 공격은 2005년에 발족된 뉴
라이트 단체인 ‘교과서 포럼’의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2008년 출간)와 2013년 검정
에 합격한 한국사(교학사)에 대한 연구자와 국민들의 비판을 역이용하여 교육 내용을 비
판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뉴라이트 단체의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수많은 국민들
의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일관되게 교육 내용에 대한 비판을 전개해 온 보수 세력으로서는 ‘국정’ 교과서 제도보다 
민주적 검정제도 하에서의 각종 교과서 기술이나 역사 평가는 ‘혼란’으로 보였을 것이다. 여
기서 국정제도를 채용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이한 해결책이지만 국론 통일이라는 대의명
분으로 정당성을 획득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왜 고등학생들이 자국사를 특별 취급을 해서라도 배
우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는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 글로벌화된 세계 속에서 한
국의 고등학생들은 어떤 내용의 한국사를 배울 필요가 있는지 좀 더 시간을 들여 차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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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토제   2016.2.25(목) 오전 10시     발굴 일정   2016.2.24(수)~2.29(월)
개토제 및 발굴 장소   충남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산 92번지 유해발굴지
주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한국전쟁유족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4.9
통일평화재단, 역사문제연구소, 포럼진실과정의,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 태평양전쟁피해자보
상추진협의회

제3차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개토제 및 발굴 조사

한국전쟁 유해 발굴 조사 참여·참관 및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  직접 발굴에 참여하거나 참관하시길 원하는 분들께서는 참여·참관 날짜를 미리 

알려주십시오.(숙박 시설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전체 일정에 참여·참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모금 계좌 : 우리은행 1005-601-436279(사단법인민족문제연구소)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기부금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 문의 전화 : 02) 2139-0408

게 토론해 보는 게 어떨까. 많은 국민들이 고등학생들의 역사 인식 통일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교과서가 국정화되고 거기에 쓰여 있는 사실만이 ‘올바르다’는 주장의 잘못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역사 인식을 가진 고등학생들, 한국 사람들이 있어도 좋다는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교과
서는 국정으로 할 필요도 없고 검정, 더 나아가서는 자유발행도 좋지 않을까? 고등학생들, 그리
고 한국 사람들의 역사 인식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필요하
다. 일본의 역사교육을 우려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되짚어보면서 조심스럽게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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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식민지 역사박물관’ 18

사진첩으로 보는 간도와 만주국 실경(2) 

박광종 선임연구원

1932년 3월 만주국 괴뢰정부가 성립되자, 중화민국의 정부기관인 중화우정中華郵政이 운영하던 
동삼성東三省의 우편사업을 만주국이 인수하였다. 만주국은 교통부 산하에 우무사郵務司를 두고 
만주국 우편사업을 총괄하였고 신경新京, 봉천奉天, 하얼빈 등 세 곳에 우정관리국을 두어 해당 
지역의 우편사업을 관리토록 했다. 1938년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 우무사 대신에 우정총국郵政總
局이 들어서서 패망에 이르기까지 우정업무를 맡았다. 우무사와 우정총국의 수장과 고위직에는 
대체로 일본인이 임명되었고 만주족이나 한족은 하위직에 머물렀다. 만주국 우표에는 국화인 난
꽃 문양과 ‘만주국 우정’(1934년 3월 제정帝政 수립 이후에는 만주제국 우정)이란 글자를 새겨 국
적을 표시했다. 1932년 만주국 성립 후 패망 때까지 만주국 우정당국은 14년간 159종이 넘는 우표
를 발행했고 그 중 기념우표가 44종이었다.
이번 호에서는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만주국 발행 우표와 일본측이 제작한 만주 관련 사진엽
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체로 기념우표와 기념엽서들인데, 양국의 ‘우의’를 다지고 만주국의 발
전상을 널리 선전하고자 하는 만주국과 일제의 제작 의도가 선명히 드러나는 것들이다.

먼저 소개할 것은 1934년 3월 1일 만주국이 
만주제국으로 바뀌고 집정執政 부의溥儀가 
황제로 즉위한 것을 기념해서 만든 ‘등극기
념登極紀念’ 우표 2장이다. 전자에는 부의
가 거처하는 집희루緝熙樓가 새겨져 있고, 
후자에는 황제를 상징하는 봉황 두 마리가 
도안되었다. 두 
마리의 봉황은 

곧 일본 ‘천황’ 히로히토와 만주국 황제 부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양
국의 돈독한 우의를 형상화한 것이다.
1935년 4월 부의는 히로히토의 초청으로 일만 우호 증진과 만주국 
위신 선양을 위해 도쿄를 국빈 방문하였다. 히로히토는 도쿄역까지 
나가 부의를 마중하였고 방일 기간 내내 극진히 대접하였으며 일본
의 모든 신문 방송은 부의의 일거수일투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
다. 이때 만주국에서 방일기념우표가 제작된 것은 물론 일본에서도 

사진 1 사진 2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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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의 기념우표와 여기서 소개하는 일
본내방기념엽서가 만들어졌다.
1942년은 일본과 만주국 모두에게 있
어 의미 있는 해였다. 바로 전해인 1941
년 12월 일본군이 진주만을 기습하여 
미국과의 전쟁에 돌입함으로써 전 국
가, 온 국민의 총력전 태세가 절실히 요
구되는 시점이었다. 한편 만주국은 건
국 10주년이 되는 해로 자국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었
다. 관동군의 지시하에 만주국은 자국
의 건국일인 3월 1일이 아니라 일본으로
부터 승인을 받은 9월 15일에 건국 10주
년 기념식을 신경 교외에 있는 종합경
기장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일

본도 같은 날 도쿄 히비야공회당에서 동일한 기념식을 거행했다. 
건국 10주년 기념우표는 일본과 만주국 양국에서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여러 종류
가 발행되었다. <사진4>와 <사진5>는 3월 1일 제작된 것으로 각각 만주국 국기와 만주국 건국
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충령묘忠靈廟를 새겨넣었다. <사진6>과 <사진7>은 9월 15일에 발
행된 것이다. 특히 민족 고유 의상을 입은 다섯 민족의 처녀들이 서로 손잡고 있는 그림이 이채로
운데, 이는 일본인, 만주인, 한인漢人, 조선인, 몽고인 5민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것이다.(五族協和) 
한편 총 10장으로 구성된 ‘만주국건국10주년기념엽서’ 세트가 일본에서 발매되었다. 일본인에게 
만주국 수도 신경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일본에서 신경까지 교통편과 거리 등을 알려주어 만주에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하였다.

끝으로 소개할 것은 ‘백두산부시(白頭山節.節은 민요)’라 일컫는, 제작처가 명확하지 않은 두 종
류의 그림엽서 세트다. 전자는 4장으로 이루어진 선만민요(鮮滿民謠) 백두산부시의 첫 장이고 후

  사진 4

  사진 6   사진 7

  사진 8   사진 9   사진 10

  사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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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총 3장으로 구성된 애국가요 백
두산부시의 첫 장이다. 백두산부시는 
유명한 일본 민요로 우에다 곳쿄코가 
작사 작곡하였다. 1930년대 중반 조선
과 만주 국경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일본 민요 가락에 실어 노래
한 것으로 일본인에게 선풍적인 인기
를 끌어 여러 레코드사에서 이 노래
를 취입하였다. 더구나 가사와 함께 
백두산 자락 마을 주민의 생활상을 
화폭에 담은 다양한 그림엽서들이 제
작되기도 하였다. 이후 태평양전쟁기

에 들어서자 이 곡조에다 전쟁 독려의 내용을 담은 ‘진주만부시眞珠灣節’(일명 ‘특공대부시 特攻
隊節’)가 만들어져 널리 불렸고 그림엽서로도 발매되었다. 오타카 히사오(大高 ひさお)가 1942년 
5월에 작시作詩한 애국가요 백두산부시가 바로 ‘진주만부시’이다. 선만민요 백두산부시와 애국가
요 백두산부시의 가사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선만민요) 백두산 천지에 쌓인 눈은 / 녹아서 흘러 압록강의 사랑스런 처녀의 / 화장수化粧水
(애국가요) 울지마 슬퍼하지마 반드시 돌아와 / 작은 오동나무 상자에 비단옷 입고 / 
만나러 와다오 구단자카九段坂(야스쿠니신사 앞 길)로 
* 전사한 후 유골이 되어 야스쿠니신사로 돌아올테니 그곳으로 찾아와 달라는 내용.

사진 11 사진 12

1  1933년 3월 1일 건국 1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우표. 만주국 국기와 지도가 도안되어 있고 초창기라 도안과 재질이 조악하고 불량
하다.    2  1937년 12월 1일 일본의 치외법권 철폐를 기념하는 우표.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 중국 동북지역에서 누려온 여러 가지 특
권 즉 경찰서 설치, 조차租借 범위 내의 과세권, 영사재판권 등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전부 폐지하고 만철滿鐵 부속지의 행정권도 만
주국에 넘긴다는 내용이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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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주국 철도 부설 15만 킬로미터 달성 기념 우표    4  1940년 9월 실시된 임시국세기념조사 기념 우표    5  1941년 6월 만주국 징
병법인 국병법(國兵法) 실시 기념우표. 20~23세의 모든 남성에게 3년간 병역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먼저 군사훈련을 시킨 후 공병
으로서 각종 군사시설 건설에 동원하였다.    6  싱가포르 함락 기념우표. 일본군이 영국군과 3개월 간의 격전 끝에 1942년 2월 15일 
싱가포르를 함락했다. 만주국 우정총국은 이튿날인 2월 16일 일반 우표에 “紀念新加玻復歸我東亞 康德九年”이라고 붉은 스탬프
를 찍어 일본군의 승전을 기념하는 우표를 내놓았다.    7  8  ‘만주사변의 진상’ 사진엽서 봉투 표지와 유조호철도 폭파 현장과 그 잔
해. 1931년 9월 만주사변 직후 동북군(동북군벌 장학량張學良이 지휘하던 중국군대)이 유조호철도를 폭파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
동군사령부에서 제작한 사진엽서. 유조호철도 폭파현장에 남겨진 동북군 군모와 소총, 동북군의 무기창고, 일간지에 게재된 반일 시
사만화 등 그들에게 유리한 증거사진 15장을 실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동군이 침략 구실을 만들기 위해 만철 선로를 스스로 폭파
하고 동북군의 소행이라고 조작 발표한 것이다.    9  10  만몽자원관滿蒙資源館 개관 기념엽서. 만몽자원관은 만주국 수립을 계기
로 1932년 11월 도쿄 히비야 시정회관에서 개관되었다. 만주인의 풍요한 삶을 부각하기 위해 만주국 중류가정 모형을 전시하였고 만
주 각지의 농산물 생산고 및 지하자원 분포 등을 도표로 그려 설명했다. 이 전시의 목적은 일본기업의 만주 투자와 일본인의 만주 이
민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3

7

9 10

8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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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료소개

정주수 전임 연구위원 법원판례공보, 박석부 선생 신동아 기증

12월 15일 법무사인 정주수 전임 연구위원이 법원판례공보(2009년~2015년) 총 14권을 기증
하였고 12월 29일에는 역사자료관 문헌자료 번역을 자문하고 있는 박석부 회원이 신동아(1964년
~1982년) 총 97권을 보내왔다. 

심정섭 지도위원, 제37차 자료기증 도서류, 문서류 총 30점 보내와

심정섭 지도위원 겸 친일인명사전편찬위
원이 37번째로 소장자료를 정리해 보내왔
다. 이번 기증자료는 상록(1956), 朝大學
報(1965), 청죽(1971년)등해방이후학교
에서 발행한 잡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중 
담양중·실업고등학교의 통합교지인 청죽

에는 담양중 교감이 쓴 ‘국민교육헌장 선포 제2주년과 우리의 각오’라는 격려사가 실려 있는데, ‘사회
악이 날이 갈수록 늘어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가 증가하니 국민교육헌장을 읽고 외우기만 하지 말
고 정신을 잘 받들어 실천하자’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당시 학교교육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 주신 심정섭 위원과 박석부, 정주수 선생께 감사드린다.   ∷  자료실 안미정

올해부터 계간 내일을 여는 역사를 민족문제연구소와 

내일을여는역사재단이 함께 발행합니다 

내일을 여는 역사는 2000년 3월 창간되었으며 2015년 겨울호까지 통권 61

호가 나왔습니다. 그간 내일을 여는 역사는 대중 역사 잡지를 표방하며 유익

한 내용으로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았으나 생각만큼 널리 읽히지는 못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내일을 여는 역사를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의 대중적 확산

에 기여하면서 연구소의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내일을 여는 역사

가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시민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기존의 『역사와 책임』은 반년간 근현대 과거사청산 전문학술지로 계속 발간됩니다.

구독료    1년 54,000원   2년 100,000원   3년 150,000원입니다.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201-271908(예금주 : 민연주식회사)    문의 02-2139-0404

정기구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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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  이만열 지도위원은 12월 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
린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정기학술심포지엄에서 ‘분단 
70년, 한국기독교의 성찰과 반성’을 주제로 기조강연

을 했다. 윤경로 이사는 제1주제 분단 70년, 한국기독

교와 권력유착을 맡아 발표했다.
▪  임헌영 소장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가 주최한 

‘개성공단 사람들 독후감 공모전’ 심사위원을 맡았으며 
12월 7일 열린 시상식에도 참석했다.
▪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12월 19일 용인 수지구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열린 마을포럼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  4분기 정기운영위원회(위원장 여인철)가 12월 19일 

연구소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부

와 각 지부가 활발히 펼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활동 등에 대해 공유하고 운영위원회와 지부 역량 강
화 방안에 대해 두루 논의했다.

▪  민주주의국민행동 상임대표

이기도 한 함세웅 이사장은 
12월 21일 서울 종로 여전도

회관에서 ‘민주민생평화의 
밤’을 개최했다. 주요 시민사

회단체 회원 약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2

차 인혁당 사건 등에서 인권

과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던 시노트 신부의 1주기를 맞
아 <제임스 시노트 평전> 출판기념회도 함께 열렸다. 
평전은 시노트 신부의 생애를 재구성하고 그의 작품들(
시와 그림)을 소개‧평가하며 지인들의 회고를 담은 추모

집으로 세상사와 상관없이 오직 교회 안에서 사목에만 

열중하던 사제가 차츰 현실을 직시하고 투신하게 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함 이사장은 12월 30일에는 서울 창동성당에서 열린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추모행사에서 기도를 통해 한일 외교

장관이 발표한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이 정부는 
이완용의 후예와 같은 정부”라고 질타하면서 국민들이 
반드시 “불의한 정권을 퇴치해 달라”고 호소했다.
▪  방학진 사무국장은 울산지부 이상윤 회원의 주선으로 

12월 21일, 23일 각각 울산 세종공업 노조와 고강알미

늄 노조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주제로 강연했다.
▪  이준식 연구위원은 12월 23일 고양교육지원청 대강당

에서 한국사국정화반대 고양네트워크 초청으로 ‘국정

교과서 본질을 해부한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이상래 부회장이 12월 24

일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연구

소를 방문해 향후 기념사업회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상설 선생 순국 100주기인 2017년도

에 고향인 충북 진천에 이상설기념관 착공이 확정됨에 
따라 기념관 건립과 운영에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가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흥무관학교기념

사업회 윤경로 상임대표를 비롯해 김삼웅 서중석 공동

대표가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이사로 참여해 교

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제42차 연구소-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이사회가 12월 

28일 연구소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소가 추진하는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법인 
개편과 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박한용 교육홍보실장은 12월 28일 성동근로자복지센

터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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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친일 발언을 보도해 피소된 KBS 
홍성희 기자가 12월 29일 18개월만에 남부지검에 의
해 무혐의 처분됐다.
▪  임헌영 소장은 12월 30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민

주주의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일본군‘위
안부’ 피해자 인권을 짓밟은 한일 굴욕야합 규탄 기자

회견에서 이번 합의는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하고 도
리어 능욕을 당한 사건”이라며 현 정부를 강하게 규탄

했다. 또한 12월 31에는 함세웅 이사장과 함께 이번 합
의에 반대하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철야농성

을 이어가고 있는 대학생들을 찾아 성금과 보온 물품

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12월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린 ‘
굴욕적 제2한일협정 무효 선언 국민토론회’에 토론자

로 참석했다.   
▪  장완익 이사(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는 1월 5

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대협, 민변 등이 
주최한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았다.
▪  지난 연말 경제적공진화모임과 드루킹의 자료창고

blog.naver.com/tuna69 블로그 이웃들이 네이버 해
피빈을 통해 5,251,800원을 후원해주었다. 2012년부

터 지속적으로 ‘콩저금통’을 설치해 한해 동안 적립한 
후원금을 연말에 연구소로 기부하였는데, 누적액이 
900여 만원에 이르고 있다.

▪  서울 중부지부(지부장 최무희)는 12월 12일 ‘대한민

국임시정부 환국 70주년’을 기념하여 회원과 가족 2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소연 운영위 부위원장 안내

로 백범기념관, 김구 선생 묘소, 삼의사 묘원, 임시정

부 요원 묘원과 경교장 답사를 진행했다.
▪  충남천안아산지회(지회장 최미경)은 12월 15일 지

회 총회를 열어 천안지회와 아산지회로 분리, 재창립

을 결의했다. 
이번 결정은 천안과 아산에 거주하는 회원이 날로 증
가하는 상황에서 두 지역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
는 동력이 마련되었으며 또한 천안지회와 아산지회 이
름으로 각각 천안시와 아산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
록하여 보다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천안아산지회는 임종국 선생 추모식 준비를 비
롯해 독립기념관 입구에 있는 홍난파 비석 앞에 친일

행적을 고발하는 안내문을 설치하고 친일화가 장우성

이 그린 이순신 장군 표준 영정 교체를 요구하며 현
충사 앞에서 매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모범적인 활
동을 펼쳐 왔다. 
▪  서울 중부지부(지부장 최무희)는 12월 12일 ‘대한민

국임시정부 환국 70주년’을 기념하여 회원과 가족 2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소연 운영위 부위원장의 안
내로 백범기념관, 김구 선생 묘소, 삼의사 묘원, 임시

정부 요원 묘원과 경교장 답사를 진행했다.
▪  대전지부(지부장 이순옥)는 12월 23일 11시 대전 

NGO 지원센터에서 '독립운동가 평북 김태원 선생 추
모제'를 거행했다. 순국 89년만이다. 17세의 나이에 항
일무장투쟁을 시작한 김태원(1902~1926) 선생은 군
자금 모집과 일경 및 밀정 처단을 위해 맹렬히 활동하

다 젊은 나이에 평양형무소에서 순국했다. 
대전지부를 중심으로 대전지역시민단체는 지난해 4월 
시민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평북 김태원’ 선생의 독립운

동 행적이 이름이 같은 ‘대전 김태원’(1900~1951)이 한 
일로 뒤바뀌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 관계를 추적

해 같은 해 6월 조사보고서를 통해 “‘평북 김태원’에게 
추서한 서훈이 엉뚱한 ‘대전 김태원’과 그 후손들에게 잘

지부지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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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전달돼 행사됐다”고 밝혀냈다. 
이러한 조사보고서를 접한 국가보훈처는 지난 8월 그간

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

다. 대전지부는 김태원 선생의 제단에 ‘독립운동가 김태

원 공훈 의혹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를 바쳤다. 그리고 
매년 선생의 순국일에 맞춰 후손을 대신해 추모제를 거
행하기로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대전 김태원’과 같은 문중인 경주 김씨 
송애공파 종친회 김찬경 총무도 참석하여 “‘대전 김태

원’ 선생의 후손을 대신해 사죄하러 왔다”면서 “늦게

나마 ‘평북 김태원’ 선생의 행적이 복원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평북 김태원’ 선생의 문중인 법
흥 김씨 분들과도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는 뜻
을 밝혔다. 
한편 지부는 12월 18일 대전 대흥동 산내음식당에서 송
년모임을 가졌다.(사진 ⓒ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  2015년 연말 각 지부지회가 잇따라 송년모임을 갖고 한 

해 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2016년에도 전국의 모든 지부지회의 눈
부신 활약을 기대해 본다. 
12월 20일 공주지회 송년모임(별천지가든), 12월 21일 
부천지부 송년모임(담쟁이문화원), 12월 23일 서울동
부지부 송년모임(봉평메밀촌)
▪  충남지부(지부장 최종진)는 9월 23일 충남교육청을 

시작으로 12월 31일 아산고등학교까지 총 26개교에서 
진행된 ‘학교로 찾아가는 독립운동이야기’ 순회전시를 
성황리에 마쳤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충남교육청 후원으로 진행된 이
번 전시회는 충남지역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는데 교사와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다. 순회를 마친 전
시물들은 지부가 계속 보관하면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장기간에 걸친 이번 전시가 원활히 진행된 데는 홍성표 
지부 사무국장의 노고가 컸다.

민족사랑에서 숨은 단어 찾기

▪ 가로 열쇠

1  연구소 생일은 2월 27일. 이날은 운요호사건으로 인해 일

본의 강압적 위협 하에서 일본과 불평등 조약을 맺은 날입

니다. 이때 맺은 조약 명칭을 써주세요. 흔히 강화도조약이

라고도 합니다.
5  새해, ○○○○으로 친일잔재를 청산해야 합니다. 막막하

시지요. 힌트 나갑니다. 1월호 민족사랑 제목을 꼼꼼히 살
펴봐주세요.

6  장이나 길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장타령을 부르던 동냥아치

를 얕잡아 부르는 말.
10  동학(천도교)의 기본 사상으로 사람이 곧 한울임을 뜻하

는 말.
11  올해 대전지부를 비롯한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독립운동가 

김태원 선생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추적해 대전의 김태원이 

평북 김태원 선생의 경력을 끼워넣어 독립운동가로 서훈받

았음을 밝혀냈습니다. 평북 김태원 선생이 활동한 독립운

동단체 이름은?
12  영문명 the War Remnants Museum. 1995년 4월 호치민

시에 설립된 베트남의 전쟁박물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의 죄악과 만행의 증거와 흔적을 기록하고 있는 곳으로 미
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고엽제 피해 등이 사진과 유물들

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 세로 열쇠

2  베트남의 사회주의 혁명가이자 정치가로 지금도 베트남의 
국부國父로 칭송되고 있습니다. 

3  조선 정조 때 설치되었고, 역대 임금의 글과 글씨, 어진御眞 
등을 보관하던 관청.

4  일본대사관 앞에 1천회째 수요집회를 기념하여 설치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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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소녀상’ 작가 김서경 김운성회원은 12월 18일 
제1회 성유보 특별상을 수상했다. 성유보 특별상은 고 성
유보 선생의 1주기를 맞아 매년 언론민주화와 평화, 통
일 분야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의 활동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서울 마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실에서 열린 시상식에

서 성유보 특별상 선정위원회는 김운성 김서경 조각가에 
대해 “2011년 일본군 위안부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해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운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 일본군 강
제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하는데 크게 기
여했으며 이후 평화의 소녀상은 국내외 25곳에 세워졌

다”며 “이 외에도 미선 효순 추모비, 한국군 베트남양민

학살 위령비 미니어처 등 사회문제를 예술로 승화시키고

자 노력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  충북지부 김창곤 회원 12월 19일 국립청주박물관 청명

관 무대에 오른 시노래극 ‘육거리에서 사랑을 찾는 다섯 
가지 방법’을 기획, 연출했다.
▪  이덕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겸 경기성남광주지부장

은 12월 20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성남민주주의국민행

동 결성대회에서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지난 10월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성남민주주의국민행동

은 ‘실질적 민주주의 진전과 국민주권 실현 및 지방자

치혁신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를 목적으로 분단대결정

책 극복, 반민주적 정치체제 개혁, 경제민주화 실현, 복
지국가 실현 등의 사업을 전개하자는 내용을 담은 규약

을 제정했다. 
더불어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홍보활동, 유권자 정치 참여운동 확대 등을 담은 사업계

획을 통과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을 결의했다.

▪  대전지부 김영진 회원은 
12월 22일 우수 민원 신고

인으로 선정되어 감사원으

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회원은 가짜 독립유공

자(대전 김태원) 유족을 
감사원에 신고하여 유족 등록을 취소시키고 유족에게 
최근 5년간 지급된 보훈 급여금 1억 원 환수 결정도 이끌

군 ‘위안부’들을 기리는 기념비. 최근 발표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 합의에 대해 시민사회측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기념비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7  문명기와 더불어 대표적인 ‘애국옹愛國翁’으로 손꼽히던 청
주 사람. 죽기 바로 전 일장기에 절을 했을 정도로 일제에 충
성한 인물입니다.

8  연구소 초대 이사장이자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이 분을 기
려서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이 시대의 인권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하기 위해 제정한 상입니다.

9 사람이 모든 것의 근본이요 중심이라는 사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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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  답은 이달 민족사랑에 다 나와있습니다. 가로세로 낱말을 풀
어서 보내주시면 선착순 세분께 편집부가 마련한 작은 선물

을 드립니다. 팩스, 이메일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

셔서 정답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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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감사이

기도 한 김 회원은 “정작 광복회 본회에서는 내부 일을 
외부에 알렸다고 저를 공격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사진 ⓒ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오랫동안 수원지부 활동을 해오

다 지난 해 9월 별세한 고 유종하 회원의 부인이 12월 
22일 평소 고인과 친분이 깊었던 회원들을 초대해 빈소

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를 해준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저
녁 식사를 대접했다. 
이 자리에는 차영조 회원을 비롯해 이봉원 이호헌 김
찬수 회원과 김석화(2대 이사장 조문기 선생 사위)님
과 방학진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  서울관악동작지부 김대웅 회원은 지난 해 8월부터 경기 

의왕시에 옹기와종기 식당을 인수해 대웅문어전문점을 
개업했다. (의왕시 내손1동 26-1번지 031-426-0707)

▪  임종국 선생의 누
이동생인 경기수

원지부 임경화 
회원이 새해를 
맞아 직접 그린 
매화도와 함께 
연하장을 보내왔

다. “민문연 여러

분께 지난 한해 여러 가지로 연구소 분들의 노고가 많
았습니다. 설중매를 보내드립니다. 추운 겨울 눈이 내
려도 매화는 고결하고 강인하게 꽃을 피웁니다. 연구

소 여러분들 같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임경화 드림”

▪  경기고양파주지부 조정 회원이 12월 7일 시부상을 당하

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  독립동가 후손인 차영조(임정 국무위원 차리석 선생 장남) 조세현(의병정신

선양회 부회장) 김기봉(전 광복회 강북구지회장) 이석문(광복회 송파구지회

장) 선생이 12월 15일 연구소를 방문하여 전체 상근자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

해 주셨습니다.

▪ 경기연천지회장을 맡은 신성호 회원(전직 교감)이 12월 16일 연구소를 방문해 상
근자들을 격려했습니다.

▪  여인철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가 열린 12월 19일 귤 두상자를 가져오셨습니다.

▪  제주에서 감귤농사(함초롱농원)를 짓고 있는 김대호 회원이 12월 21일 귤 두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010-3264-0300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0kg 27,000원 : 택배비 포함)

▪  독립운동가 김예진 목사(1896~1950)의 아들인 김동수 선생(전 미국 노퍽주립대 교수)은 12월 28일 
모친인 한도신 여사 회고록 출간 논의차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한도신 여사의 회고록은 독립운동가

의 아내로서 겪어야 했던 고난과 역경의 이야기로, 이미 1996년 <꿈 갓흔 옛날 피압흔 니야기>로 출간

된 바 있으나 현재 절판 상태이고 독자를 위해 풍부한 자료와 해설을 담아 올해 8월을 목표로 연구소

가 재출간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동수 교수는 이날 저녁 이사회를 마친 이사진들과 상근자들을 위해 저
녁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   ‘평화의 소녀상’ 작가인 조각가 김서경 김운성 부부가 12월 30일 연구소에 귤 한상자를 보내주셨습

니다.

▪  12월 23일 디자인내일(대표 김형규 서울중부지부 회원)에서 크리스마스 케익과 빵을 보내왔습니다.
 ▪  12월 31일 전교조 초대 경북지부장을 지낸 조영옥 회원이 올해도 잊지않고 상주곶감 1상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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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비망록 9

뼛속까지 친일로 오염된 애국옹(愛國翁)들의 전성시대

일장기 밑에서 세상을 하직한 청주 노인 이원하(李元夏)의 추태

이순우 책임연구원

(1) 충남 부여에 사는 정은모(鄭殷模, 52)는 그 동네의 진흥회장을 지내면서 항상 궁성요배를 비

롯하여 축제일의 국기게양과 황국신민서사 제송(齊誦) 등 부락민의 지도에 열성이더니 1939년 

10월 27일 신병으로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 임종시에도 황국신민서사를 외며 눈을 감았다더라.

(2) 강원 인제에 사는 엄정환(嚴正煥, 68)은 시국에 대한 인식이 철저한 나머지 자기의 전 재산

인 논 1만 평(시가로 1만 원)을 국방헌금으로 내놓았다는데, 1941년 12월에 대동아전쟁(大東亞戰

爭)이 열리자 그만 감격하여 전 재산을 국가에 바치고 만 것이라 한다. 지금부터는 비록 몸은 늙

었으나 일하여 벌어먹고 살겠다고 굳은 결심을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전 재산을 전부 헌금한 

것은 전국을 통틀어 드문 일이라 당국자들은 감격해 마지않는다고 하더라.

이것들은 일제의 패망이 가까워지던 시절에 전시체제와 내선일체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매
일신보와 같은 신문지상에 곧잘 등장했던 이른바 ‘미담기사(美談記事)’ 몇 토막을 간추린 내용이
다. 식민통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충성스런 황국신민이었던 탓에, 기사에 등장하
는 이들에게는 어김없이 ‘애국옹(愛國翁)’이라는 찬사가 주어졌다.

흔히 애국옹이라고하면 그 누구보다 먼저 
연상되는 사람은 문명기(文明琦, 1878~1968)
이다. 경북 영덕에 근거를 둔 상공인으로 부
일협력에 앞장 선 그는 경북도회의원과 중추
원 참의를 지내면서 국방헌금과 비행기헌납
을 주도하여 1935년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명
명된 애국기(愛國機, 육군기)와 보국기(報國
機, 해군기) 각 1대씩을 바쳤고, 이를 통해 가
장 먼저 이른바 ‘애국옹’이란 칭호를 얻었다. 

창씨개명 때에는 재빠르게 후미아키 기이치로(文明琦一郞)로 변신하였고, 그 후로도 징병제 촉진
운동과 헌함운동(獻艦運動) 따위의 친일행적을 노골적으로 지속했다.

이른바 ‘애국옹(愛國翁)’의 대명사로 통하는 문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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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명기의 재력에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친일행각에 관한 한 결코 뒤지지 않았던 또 한 사
람의 굉장한 ‘애국옹’이 있었다. 그 얼빠진 주인공은 바로 청주 사람 이원하(李元夏, 1866~1939)였
다. 대한제국 시절에 육군특무정교(陸軍特務正校, 하사관 계급)를 지낸 그는 죽음의 시점에 이르
러서까지 일장기 아래를 찾아 궁성요배의 자세로 세상을 하직한 일로 이름을 날렸는데, 매일신
보 1939년 2월 11일자에는 그의 최후 행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72세의 고령으로 구장(區長)의 직에 있어 총후국민의 애국열 고취에 전력을 경주하다가 천명에

는 어찌할 수 없어 지난 1월 상순에 병와(病臥)하여 1월 23일부터 인사불성에 빠지게 되었으나 

1월 26일 오전 한 시경에는 간병에 피로하여 있는 집안사람이 보지 아니하는 사이에 그 병실에

서 약 1정(町, 108미터)가량이나 떨어져 있는 국기게양대(國旗揭揚臺) 앞에까지 가서 궁성을 요

배하고 동방을 향하여 그곳에 정좌한 채 영면한 청주군 사주면 사창리(淸州郡 四州面 司倉里, 

지금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이원하 옹의 애국열은 범인으로는 도저히 꿈도 꾸지 못할 바이며 

열렬한 애국열이 무너져가는 육체를 국기게양대 앞에까지 운반하였다는 점은 사실에 있어 반도

인 전반의 애국열을 고취함에 다시없는 귀감이 되고도 남을 바이라 하여 이원하 옹의 애국열은 

금번에 편찬하는 소학교교과서(小學校敎科書)에 등재하기로 되었다 한다.

매일신보 1927년 1월 8일자의 기사에 따르면, 그는 일찍이 청
주모충회(淸州慕忠會)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100여 명의 회원들을 
모아놓고 그 당시 막 숨진 ‘대정천황’에 대한 요배식을 거행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요컨대 그는 진즉부터 일제에 대한 맹목
적인 충성심이 뼛속까지 파고든 사람이었다. 이러한 그의 별스러운 
죽음이 알려지자 총독부 당국자들이 잇
달아 그 현장을 찾아와 이원하 노
인의 행적에 대한 탐문조사를 했
고, 그 결과는 여러 신문과 잡지
에 동시에 게재되었다.
미나미 총독(南 總督)도 경
상도 일대를 시찰하러 내려가

는 것을 기회로 그해 6월 11일에 직접 청주 현지를 방문하였고, 
이 자리에서 유족들에게 여러 가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
았다. 또한 그는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에 대해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을 철저히 잘 할 것과 이 운동의 마지막 목적은 이원하 노인
과 같은 인물을 많이 나게 하는데 있으며, 장래에는 이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내용의 일장훈시를 남겼다.

또 한 명의 ‘애국옹’으로 생을 마친 청
주 노인 이원하 (조선 1939년 5월호)

1939년 1월 26일 궁성요배의 자세로 이원하 노
인이 숨진 국기게양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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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체제에 장단을 맞추던 친일어용 예술가들도 이 좋
은 기회를 그냥 놓칠 리가 없었다. 우선 토바리 유키오(
戶張幸男)라는 일본인 조각가는 이원하 노인의 행적이 
신문에 보도되자마자 곧장 청주로 내려가 현지를 답사
하고 불과 석 달 여에 그 결과물을 조선미술전람회에 출
품하여 특선(特選)에 선정되기에 이른다. 더구나 ‘애국
이원하옹(愛國李元夏翁)’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 조각작
품은 최고상인 창덕궁사상(昌德宮賜賞)에도 뽑혀 그야
말로 충군애국의 표상으로 널리 홍보된 바 있다. 또한 조
선인 조각가 김복진(金復鎭)의 경우에는 전국 각처에서 
답지한 성금으로 기념비 건립이 추진되자 여기에 부착할 
흉상을 제작하여 기부하리라는 소식이 신문지상에 보
도된 일도 있었다.
제 딴에는 비장했던 애국옹의 죽음과 관련하여 영화
계 또한 기민한 반응을 보였다. 당시 새로 창립된 조선문
화영화협회가 일본문화영화사와 합작으로 이원하 노인
을 주제로 한 영화를 제작하기로 하고 청주 현지로 떠난 
것은 1939년 5월이었다. 이곳에서 한 달 남짓한 촬영을 시도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국기 아래서 
나는 죽으리｣라는 작품이었다.

김건(金建), 복혜숙(卜惠淑), 최운봉(崔雲峯), 전일해(全一海), 김옥련(金玉蓮), 이애순(李愛順) 
등의 배우가 출연했던 이 영화는 이익(李翼)이 각본과 감독을 맡았는데, 그는 본명이 이순재(李順
載, 1912~1976)이며 김화랑(金火浪)이라는 예명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이 영화를 제작
하던 당시 조선인 지원병 출신의 첫 전사자로 떠들썩했던 이인석 상등병(李仁錫 上等兵)에 관한 
또 다른 영화의 제작을 시도한 바도 있었다.

일본인 조각가 토바리 유키오(戶張幸男)의 작품 ‘애
국이원하옹’이 설치되어 있는 1939년 조선미술전람회
장 내부. 일장기 아래에 합장한 채 죽은 노인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매일신보 1939년 6월 13일)

이원하 노인을 모델로 한 영화 ‘국기 아래서 나는 죽으리’가 완성된 사실을 알리는 기사(매일신보 1939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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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옹 이원하에 관한 영화는 촬영 
종료와 더불어 그해 7월 17일 총독부에
서 오노 정무총감과 각 국장들이 참석
한 가운데 시사회를 가졌고, 그 이후 일
제에 의한 홍보수단으로 톡톡히 활용되
었다. 이 영화의 원본은 현재 제대로 전
해지는 것이 없고, 다만 러시아에서 발
굴된 9분 가량의 필름만 한국영상자료
원이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죽고 두 해를 넘기지 못
한 매일신보 1941년 1월 9일자의 기사
에는 다시 한 번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

다. 그토록 일제에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였지만 뒤끝까지 좋지는 못했던 모양인지, 그의 묘지
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 애국옹 이원하 씨의 묘지(墓地)를 그 유족이 어떤 고리대금업자에게 담보하고 6백 원을 차

용하여 지난 12월 31일이 변제한다는 기일이었으므로 이자만을 가지고 가서 다시 6개월간의 연

기를 애원하였으나 뿌리치고 듣지 않고 …… 경매수속을 진행 중이라 하며 한편으로는 그 산판을 

매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까지 떠돌게 되어 지하에 돌아간 애국옹을 생각

하여 애달피 생각한다는 것으로 고리대금업자의 악착한 소행을 청주 일반 식자 간에서는 비난하

고 있는데 한편으로 애국옹의 명예를 손상케 하는데 그 유족은 한층 분기하기를 심축하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 사람들의 중재로 간신히 상환기일은 연장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
나, 이원하 노인과 그 유족의 체면은 그야말로 스스로 먹칠을 한 꼴이 되었다.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일제에 충성을 다한 끝에 이른바 ‘애국옹’이라는 칭호를 얻었으나, 그것은 결
국 살았으나 죽었으나 수치와 오욕의 이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셈이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 때 숨진 관군들을 위한 제단으로 설립된 모충단(慕忠
壇, 모충사)의 모습. 1927년 정초에 청주모충회의 회장이던 이원하 노인은 이
곳에서 죽은 천황을 위해 요배식을 거행했다.

콩 한쪽도 나눠먹어요  ¸̧ ¸̧   네이버 해피빈에서 연구소 후원하기

해피빈(happybean.naver.com)이나 네이버에서 ‘민족문제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오

른쪽에 연구소 해피로그 → 모금함에서 ‘기부하기’ 클릭 → ‘콩’ 기부

※  콩은 기부 아이템으로 콩 1개는 100원의 가치를 지닙니다. 충전 또는 네이버카페

나 블로그에 글을 남기는 경우 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에 모인 콩자루

70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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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역사전쟁-권력은 왜 역사를 장악하려 하는가
(심용환 지음, 생각정원)

길 잃은 한국사 서술, 무엇이 문제인가?

2015년 10월 29일,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교과
서가 내용적으로 편향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후 정부는 기
존 교과서가 종북 좌파 역사학자들에 의해 서술되었고, 이들은 패배적 사관에 빠져 있어

서 기존 교과서로는 아이들이 패배의식만 줄 것이기 때문에 국정
화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발표는 그동안 자생적으
로 성장해온 한국 역사학계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나아가 권력
이 역사를 장악하려는 퇴행적인 처사라며 학계와 시민사회는 저
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국정화를 옹호하는 유언비어
가 회자되기도 했다. 이때 카톡 유언비어 반박문을 SNS에 올려 전
국적으로 화제가 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역사 전문 강사이자 대
학생 인문학 공동체인 ‘깊은 계단’의 대표인 심용환이다. 그는 국
정화 논란과 관련해서 “역사의 해석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해석이 
사실을 바꾸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논란은 역사적 사실
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이념논쟁이 된 것을 아쉬워하
며, 한국사의 서술이 길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한국 역사학계는 종북좌파인가?

한국사 서술에 있어 몇몇 오해가 있다. 한국 역사학계의 성향이 종북좌파이며 이들은 북
한을 우호적으로 서술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 역사학계는 신채호의 
민족주의와 백남운의 사회주의, 그리고 이병도의 실증주의의 세 학파로 시작되었다. 이 세 
학파는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왔다. 
1980년대에 들어 식민사관을 비판하고 내재적 발전론을 근거로 역사를 연구하는 ‘민중사
관’이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역사의 단위를 왕조나 특정인물이 아닌 ‘민중’으로 내세웠고, 
이는 시민혁명을 통해 신분제가 타파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근대적 가치를 중심으
로 서술하는 세계사적 흐름의 연장이었다. 그러나 뉴라이트 학계는 민중사관을 교묘하게 
김일성주의로 몰아갔고, 이것이 오늘날에 오해를 낳고 있다. 한국의 역사학계는 민중사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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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르지 않는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과 일원론적인 역사학을 거
부하는 조각난 역사론, 그리고 역사학을 다면적 공간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포스트모던 역
사학 등으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1990년대 중반부터는 역사학계가 비
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었다. 교과서 어디에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우
호적으로 서술하는 문구는 없다. 왜냐하면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는 최종적으로 국가가 검
토하고 승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만-박정희 위주의 역사서술, 민주화와 시민사회 가치 크게 훼손 우려

그렇다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결국은 ‘이승만-박정
희’ 위주의 역사서술이다. 아직 교과서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우려가 가시지 않는 이유는 
뉴라이트 학계가 주축이 되어 집필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초 검정 통과본을 기초로 분석했을 때, 교학사본은 이승만=건국建國과 자
유민주주의의 기초, 박정희=부국富國과 산업화의 흐름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저자는 주
장한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1948년으로 보는 인식은 “1919년 3·1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헌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나아가 건국 시기를 
3년이나 뒤로 미루는 것이기에 그들이 주장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도 맞지 않는 것이
다. 이승만 정권기에 득세한 친일파와 함께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것은 그 이후의 시기
에 친일파를  우호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더불어 박정희 정권기의 
부국화와 산업화는 기존 교과서도 담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이 가장 큰 문제
는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이승만-박정희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역사의 다양한 성장 주체를 
조명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 태도로 인해 친일파와 재벌을 우호적으로 기술
하고, 한국사의 큰 축인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을 과소평가하고 그 가치를 훼손하며 
기술 분량도 크게 줄였다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역사전쟁, 시민의 이름으로 출간하다 

역사전쟁 출간에 앞서 생각정원 출판사는 저자 동의 아래 ‘시민 판권단’을 모집했다. 국
정화 반대와 한국사 제대로 알리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시민 판권단’의 이름으로 책의 ‘
판권’란에 이름을 넣고자 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일주일(12월 8일∼14일) 동안 진행되었고, 무려 424명이 자발적으로 참
여해서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는 것을 환기시켰다. 시민 판권단들은 국정 
교과서가 역사 왜곡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으며,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학계가 아
닌 국가 주도의 역사서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무엇보다 내 아이에게 정치적 편
향이 담긴 국정 교과서를 배우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 출판사 서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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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북│오태수│도봉│김종혁│성북│전유진│은평│양현오 이유정(박한용)│서대문│온충현│용산│강연주│중구

│신도희 이수현│강동│이제헌│강남│김수지 김영란│서초│송윤희(박한용) 지강유철 홍정애│동작│강수지│영등포

│임경수│양천│전준희│관악│김소희 경기│고양│김종순 이행섭│구리│김은영·유희(김희원)│남양주│전채운(김희

원)│가평│김승욱│성남│이민영│안양│양유라 양유찬 황인배│광명│이현정│부천│강지희 김주묵 이경진 조선주│시

흥│고동현│안산│김민우 장인근(심경수)│수원│김진영 송미선│김혜미 오봉선 이종관│오산│박상훈 인천 강종호 김미

령·용혜랑·이용수·이종민(신용준) 김용호 남승희 박상중 강원│춘천│장재균 충북 손찬양 장효배 최슬기 충남│천안│

이규희(이석면)│홍성│이현경│논산│염남희 전경수 대전 김기동 김선관 박미정 성경제 이용재 정송미 하태부 경북 변

웅(신용준) 임정석 울산 김민호 우봉석 부산 이선화 경남│창원│장용수│진주│천경춘│거제│박민주 전북 박승진 전

남│여수│신영우│나주│오상학(김순흥) 이대중│순천│최은영 최춘태 광주 고현서(정나라) 김다정 김용환 박진형 최영

환 홍영식(명경관)

12월의 신입회원       “손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강수지 : 늦게나마 후원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민우 : 항상 응원하고 많이 배우고 공부

하고 있습니다. 역사교사지만 배움이 짧아 후원으로밖에 동참하지 못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김선관 : 수고하세요 • 김선구 : 억울하게 꼬투리 잡혀서 역공당하는 일 없도록 

조심하되 힘들더라도 절대 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독립운동 정신으로 애써주시길… 힘없고 용기없

는 회색분자이지만, 마음과 뜻을 모아 성원합니다. • 김주묵 : 이 나라를 불법침탈 및 수탈했던 일본을 도

운 반민족행위자들의 반민족행위를 역사에 새겨 민족정기를 되살리고 이후 다시는 민족을 배반하는 동족들

이 출현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남승희 : 역사마저 숨기고 꾸미고 위장하려고 하는 그들과 맞서서 꼭 이겨주세요. 정

권이 바뀔 때 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바뀌는 쓰레기 같은 정책 좀 말려주세요. 답답한 저들이 바뀌는 날까지 열심히 뛰

어 주세요. • 박상중 : 발전을 기원할 뿐! • 손찬양 : 올바른 역사를 위해 힘내주세요. • 송미선 : 요즘 뉴스를 보면 안타까

운 마음이듭니다 • 온충현 : 아프리카방송 시사타파tv에 나온 박한용실장님께 감명 받아서 가입합니다 • 우봉석 : 인간

이 행복 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 만들기… • 유희 :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행동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끝까지 응

원하겠습니다. • 이대중 : 역사의 흐름은 큰 강물과 같아서 막으면 막을수록 강하게 거부할 수 없듯이 천륜역사정의는 바

로 이어져야함을 안다. 참다운 역사는 국력이며 참다운 국력은 영혼하다. • 이선화 : 활발하고 꾸준한 활동 늘 감사합니다 

• 이유정 : 친일청산, 역사 왜곡을 바로 잡는데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종관 : 올바른 역사를 위해 힘써주시길 바

랍니다. 잘되리라 믿습니다. • 이종민 :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 임경수 :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 장용수 : 

작은 후원이나마 올바른 민족정기를 세우는데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 장인근 : 정의를 위해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 전경수 : 수고하시고 고맙습니다 • 전유진 :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 황인배 : 애많이 쓰십니다. 

신입회원
한마디

보험에 들거나 자동차를 사시면 일정액이 연구소 기금으로 모입니다

12월에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신 분   

임형태(부산)  안소이(하남)  손태호(수원)  이상술(강동)

허회승 회원 │ 자동차 판매·자동차보험 │ 010-5286-8250 │ joonwoo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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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정의를 세우는 길에 국내외가 따로 없다!

이재수 미주희망연대 사무총장

지난 10월 3일 박근혜 정권이 한국
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다는 소
식을 접하고 재외동포들도 그 심각성
을 느껴 국정화 반대 운동에 나섰다.
10월 3일 재외동포 이름으로 ‘한국
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재외동
포 성명서’가 나가고 이후 10일 만에 
3,153명이 서명을 했다. 이후 코넷티컷
에 거주하는 장호준 목사(장준하 선
생의 3남)가 이를 광고로 내자는 제
안을 해 모금 운동이 시작되자 짧은 
시간에 8천여불이 모금 되어 한국과 
미국 그리고 타 해외 지역까지 ‘국정
화에 반대하는 재외동포’이름으로 광
고를 내게 되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한
국의 정치와 역사정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여러 모양으로 입장을 나타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멀
게는 박정희 유신독재로부터 가깝게는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또한 일본의 역사왜곡과 ‘위안부’ 
문제 그리고 독도 표기 문제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국정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재외동포들이 연대의 의지를 보여주고 성금
을 후원한 것만 보아도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재외동포들이 적극 나선 이유는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국정화 된 교과서가 일제 식민
지시대를 근대화로, 박정희 군사독재를 산업화로 미화하며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하고  항일독립
운동을 왜곡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화를 반대하고 역사정의를 세우려는 운동에 재외동포들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는 박근혜 
정권 같이 오만하고 비열하고 폭력적이며 사람과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에 대해서는 결코 

회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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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위해, 그리고 바른 역사 교육을 통한 재외동포들과 미래 세대들의 바
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강
력히 요구한다.
또한 국정화 반대 운동은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된 역사교과서를 통해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
겠다는 추악한 의도가 깊이 숨어 있기에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일본 제국주의에 붙어 동족을 배반하고 죽음으로 내몰며 자신의 부와 권
력에 눈이 멀었던 친일 사대주의자들이 아니다. 자신의 물질과 명예를 다 바쳐 항일의 뜻을 세우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 독립투사들의 정신을 바로 기록하고 배워야한다. 이들의 
정신이 민족의 정신으로 바로 서야 만이 질곡의 역사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들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국내 동포들과 함께 울고 외치며, 대한민국이 자랑
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후세에 우리 아이들이 “그때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을 때 겸손
하게 대답할 수 있기 위하여 불법과 폭력과 역사왜곡에 굴하지 않고 싸우고 있다.
해외 각 지역이 연대하여 집회와 시위를 하고, 광고와 인터넷을 통해 역사정의를 실현하고, 한
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며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 길에 국내외가 따로 없다. 함께 가야 한다.
멀고 험한 길이지만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으며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 정의로운 역사와 희망의 미래가 보장되는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 줄 수 있
도록 우리 모두 어깨 걸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

정란희 경기과천의왕지부 회원
한국작가회의 어린이청소년문학분과 위원장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여행을 했다. 12월 2일, 나는 호치민 공항에 내렸지만 다른 여행처럼 발
을 가볍게 내디딜 수가 없었다. 겨울 추위에 떨다가 따뜻한 나라에 갔는데도 높은 기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이튿날부터 마주하게 될 역사에 대한 무게와 두려움 때문이었다. 여태까지 어렴풋
이 알고 있던 베트남 전쟁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방패삼을 핑계나 보호 장치 없이, 민낯으로 직
접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에 더럭 겁이 났다. 하지만 어떡해든 힘을 내야 했
다. 2015 <나비평화기행>의 토대가 된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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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위안부’ 생존자이신 두 분은 
2012년 3월 일본 정부의 사죄로 
받게 될 법적 배상금을 전시 성
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기 위해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셨다. 
이에 따라 나비기금이 만들어져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되었다. 다
행히 이에 뜻을 함께한 22명의 
동행자들이 있어서 복잡한 감정

은 조용히 다독일 수 있었다.
내가 만난 베트남의 모습은 무척 다양했다. 어른이 되어 몇 차례 다녀올 때마다의 느낌도 달랐
다. 어릴 적에도 그랬다. 내가 여섯 살 때 만난 베트남은 ‘웃음’이었다. 우리 집에 온 동네 아저씨들
이나 오빠들한테 ‘건넛마을에 사는 아무개는 월남전 가서 이래 저랬다 카더라’류의 무용담을 쫀득
이를 먹으면서 엿들은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과장과 거짓말로 점철된 이야기를 들으며 사
람들은 크게 웃으며 즐거워했다. 아마 나도 따라 웃었을 것이다. (웃지 말았어야 했다.)
성인이 되어, 뮤지컬 ‘미스 사이공’을 통해 본 베트남은 또 달랐다. 낭만적인 사랑이 있었으며 깊
은 사랑과 강한 모성애가 결합되어 크게 울림을 주는 땅이었다. 그때까지도 아둔한 나는 미국식의 
전쟁 해석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진 못했다. 섣불리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봉쇄되
어 있었다. 나중엔 이 부분이 무척 혼란스러웠다.

기행 둘째 날, 전쟁 증적박물관에 갔다. 베트남 종전 직후인 
1975년 9월에 호치민에 세워진 박물관으로 전쟁의 상처와 흔
적을 통해 전쟁을 기념하는 곳이 아닌 ‘되새기는’ 곳이었다. 전
시장 들머리에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걸려 있었다. 안내를 해
주시던 ‘아맙’의 구수정 본부장님이 우리에게 물었다.

“여기에 왜 이 문구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의 추구가 있다.’
우리는 눈으로 몇 번이고 문구들을 훑으면서도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너희가 말하는 이렇게 소중한 권리를 그렇게 짓밟
을 수밖에 없었니?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그들이 던진 무언의 질문에 맺힌 절규를 알기 때문이었다.  

전쟁의 흔적들은 참혹했다. 포르말린 속에 들어 있는 고엽제 피해 산모가 낳은 사생아가 있었고, 
베트콩에 가해졌던 사지가 잘린 고문 사진이 있었고,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처참한 모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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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히 베트남 전쟁을 초현대적 인간살상무기실험전이라 부를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엄청
난 무기 사용량을 보여주는 도표가 있었다. 미군의 융단폭격 아래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
린 수많은 생명들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베트남 전쟁을 이끈 미국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이 회고록에 밝힌 “베트남 전쟁은 잘못된, 끔찍하
게도 잘못된 전쟁이었으며, 우리는 미래 세대에 왜 그것이 잘못 되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라는 말은 정말이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 일행은 다음날 빈딘성에 있는 낌따이 증오비로 갔다. 한국군에게 학살당한 민간인 가족들
이 세운 증오비였다. 한국군 증오비는 낌따이 지역 말고도, 빈호아, 붕따우 등에 세워져 있다. 특히 
빈호아 마을에서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재울 때, "한국군들이 우리를 폭탄 구덩이에 몰아넣고 다 
쏘아 죽였단다. 아가야, 너는 커서도 꼭 이 말을 기억하거라."라는 자장가를 부른다.
우리는 낌따이 마을 입구에 버스를 세워두고 20분정도 걸어 들어갔다. 30도를 웃도는 땡볕이었
지만 우리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지 않았다. 적어도 우리의 진심어린 마음과 표정을 주민들이 읽
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길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대부분 인사를 받
아주었다. ‘저기 따이한이 온다.’라는 말만 들어도 울던 아이가 눈물을 뚝 그친다는 마을, 전후 그
들이 우리에게 가졌을 증오심과 냉소를 ‘상냥한 인사’로 바꾼 데에는 ‘아맙’과 앞서 평화기행을 다
녀가신 분들의 노고와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학살지에 가서 보니 공사가 한창이었다. 40여전에 세운 증오비가 세월에 훼손되어 다시 짓는데, 
이제는 증오비가 아닌 추모비 형태로 세워질 거라고 했다. 큰 숨이 내쉬어졌다.
그곳에서 일을 하던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작업을 잠시 멈추었다. 어떤 할머니는 조용히 
우리에게 오더니 ‘이곳에서 내 가족이 여덟 명이나 죽었어. 우리가 무얼 알아, 여긴 힘들어.’ 했다. 
또 한 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구수정 선생님의 통역을 듣고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내 가족들도 여기에서 죽었어. 많이 슬프지. 찾아와 줘서 고마워. 원래는 오늘 비가 온다고 했었
는데 이렇게 반가운 손님들이 오려고 비가 안 왔나 봐.”
누구나 할 것 없이 꾹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가해자들이 왔는데 피해자가 고맙다고 했다. 

헌화를 하고 향을 피우면서도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그저 미안했다. 모든 게 미안했다. 남의 전쟁
에 와서 ‘자유수호’, ‘반공성전’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말도 안 되는 살상을 저질러서 미안했고, 학
살 피해자의 대부분이 힘없는 어린이와 여자 그리고 노인이라는 점도 미안했고, 세상에서 가장 행
복해야 할 노래, 자장가에 잔인하게 등장해서 미안했고, 비석으로까지 세워져 ‘자손만대에 이어 
기억할’ 증오의 대상이 된 것도 미안했다.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겪어봐서 알면서도 그들의 아픔
에 침묵해서 미안했다.
쯔엉탄 학살 위령관, 빈딘성 박물관, 빈호아 초등학교를 다녀오고 피해자들을 만났다. 지면 관계
상 일일이 다 풀어내진 못하지만 매순간 가슴 아프고 부끄러웠다. 또한 지금이 우리가 진실을 제대
로 보고 진심어린 사과를 할 때라는 생각을 했다.
돌아오는 길, 비행기 안에서 문득 만주군 간도특설대가 생각났다. 일본의 하수인이 되어 항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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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력을 소탕, 섬멸하고 황국군인이 된 이들과 미국의 용병이 되어 잔인하게 베트남 민간인들을 
학살한 이들의 얼굴이 묘하게 겹쳐졌다. 참으로 씁쓸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다 지난 12월 28일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 소식을 들었다. 국민의 명
예를 돈과 맞바꾼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가해자 일본이 피해자인 우리보다 큰
소리를 치는 상황, 진심 어린 사죄 없이 돈만을 앞세우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진심어린 사죄만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언 땅을 녹이는 온기가 될 것이다. 그 외엔 아무것도 없다. 돈도 힘도 권력
도 진심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린 왜 분노에 실패하는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답사를 다녀와서

박희호 시인 / 한국문학평화포럼 부회장

사랑하는 가족을 바치고 대대로 물려
받은 재산을 바치며 오직 일본 제국주의
로부터 “대한독립”이라는 소명 하나를 
등걸에 지고 이국만리 타국, 이곳에서 
살신성인 애국충정으로 목숨을 담보한 
그 거친 호흡을 느끼고자 답사 일행 29
명은 2015년 12월 26일 4박5일 일정으로 
인천공항에서 상하이로 향했다.

26일 당일 상하이 서금로(瑞金路) 대한민국임시정부 탄생 거리, 인성학교 터, 임시정부청사, 김
구 가족거주지, 윤봉길의사 홍구공원 의거지, 황포탄 의거지, 독립투사들이 도착한 선착장 등을 
둘러보며 이제야 헌법전문에 있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심히 등
짝을 후려갈기는 번개 같은 찌릿함에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한편으로 이 무슨 부끄러운 일인
가 싶은 마음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기가 두려웠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하나 세우지 못하고, 그 흔적을 찾아 헤매는 우리 답사 일행이 덩그러
니 한 짐짝이 된 듯하였다. 
옹색하기 짝이 없게 남의 나라 뒷골목에 수습된 임정청사의 좁디좁은 나무계단이 언제 제 명을 
다하고 삐거덕 속살이 헤집어지면 뉘 먼저 망치 들고 곡소리를 멈추려나 생각하니 먹먹한 가슴속
으로 흐르는 진액. 무엇을 말하려는지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았다. 그저 부끄러운 후손일 밖에…



45

우리의 전신이 어디인지 까맣게 잊고 그저 흥청망청하며 나를 놓아둔 것이 “님”들께 얼마나 죄
스러운지 이제야 이를 오롯이 느낀다는 것을 다행이라며 위안 삼는 것이 부끄러웠다. 답사 일행 중 
초등생도 같았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이튿날 27일. 자싱(嘉興)으로 이동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싱 김구 피난처, 임정 요인 자싱 거주
지를 돌아보고 하이엔(海鹽)으로 이동했다. 임정 하이엔 김구 피난처 등을 둘러보고 항저우(杭州)
로 이동하면서 휴대전화로 국내소식을 검색하자 왜구의 외무대신과 윤병세가 일본군 성폭행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합의를 위해 내한한다는 뉴스가 검색창 가득 떴다. 언뜻 스치는 불안감. 그것은 
1965년 6월 22일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된 대한민국과 왜구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163호. 
친일파 박정희의 지시에 따라 개탄스럽고 비굴한 내용의 밀약이 난무한 채 왜구에게 엎드려 바친 
굴욕이 언뜻 뇌리를 스치는 것이 아닌가. 

본 기행 마지막 날, 난징 중국 위안소
를 답사할 때 잔혹한 성폭행에 절망의 
세월에 깊어 패인 주름진 피해 할머님들 
영정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기시다 왜구 외무대신의 반성과 정당
한 보상이 이루어질 합의가 있을까 하는 
조바심이 생겼다.
답사3일째 28일. 항저우(杭州)로 이동

해 임정 청사(청태 제2여사), 임정 항저우 청사, 목원소학교 옛터(전장 임정 사료전시관) 등을 답
사하였으나 머리엔 기시다 왜구 외무대신과 박근혜의 지시에 따르는 윤병세 간 과연 어떤 합의서
가 작성되어 성폭행피해할머니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생각으
로 답사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동행한 홍소연선생의 소상하고 절실한 설명을 가슴에 고스란
히 담지를 못했음을 고백한다.
난징(南京)으로 향하는 길에 국내소식을 검색해 왜구 기시다 외상과 윤병세의 발표문을 보았다. 
어찌 합의문이 작성되지 않고 둘이 기자들 앞에서 합의를 발표문으로 대체하는 것인가?
발표문 내용은 배상이 아닌 보상차원에서 왜국이 재단 출자형식으로 10억엔을 낸다는 것과 왜
국총리대신의 사과가 전부였다. 그것도 총리대신이 직접 피해할머니들께 하는 것이 아니라 스터디 
모임에 주제발표를 하듯 두 꼭두각시가 사전에 내밀히 고개를 끄떡이며, 입가 헤벌쭉한 미소를 흘
리며 조율하여 친일파 딸과 전범 손자의 승인을 득한 불경하기 짝이 없는 발표문을 종편과 수구신
문들이 활자화 한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남은 여정에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답사 4일째인 29일과 5일째인 30일. 난징대학살기념관과 성폭행만행을 저질렀던 위안소를 답사
하였다. 국내 소식에 실망하고 분노에 찬 마음으로 난징대학살기념관을 답사하며, 저 왜구들의 만
행에 치를 떨었다.
무카이 토시아키, 노다 타게시 두 왜구장교가 각각 민간인 106인과 105인의 목을 치는 야만적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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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게임을 벌였다는 천인공노할 짓에 대한 사진과 얼기설기 엮인 듯
한 생매장 발굴현장과 30만명에 달하는 죽은자들의 명부를 보며, 
정녕 왜구는 인간일 수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리고 중국정부가 그 쓰라린 역사를 고스란히 보존하여 엄숙
하고 웅장하게 기념관을 세운 것에 대해 부러움과 존경에 머리를 
숙였다. 
성폭행 피해할머니들을 기억하기 위한 중국정부가 사료에 기초
해 난징 시내에 떳떳하게 세운 만행장소와 당시 왜구들이 관리한 
위안소를 답사하며, 천황이 성폭행 만행을 격려하려는 듯, 여성용
크림(성폭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임), 콘돔, 젤리튜브, 연고 등을 넣
은 위문품주머니의 진열을 보고 살갗이 떨려 버티고 설 힘이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군국왜구, 그들의 206개 뼈를 발라내고 그들의 살점을 발라낸다

고 한들 침략과 만행의 유전자를 어찌 지울 수 있단 말인가. 왜구의 유구한 노략질 습성은 숱한 역
사에 기록된 사실 아니던가. 
동으로는 미국, 서로는 조선과 중국, 남으로는 동아시아 나라와 섬, 북으로는 러시아까지 침략과 
도적질, 성폭행, 인체생리실험, 칼의 만행(인간의 목을 자르고 귀, 코, 그리고 사지를 자른)이 어디 
IS와 비할 바 인가. 이런 만행의 유전자를 가진 왜구들과 성폭행 피해할머니들에 대한 합의는 당
연히 생존당사자들께 협의한 상황을 설명해야 마땅하며, 국가와 국가 간 합의라면 당연히 합의문
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헌법60조 1항에 준하는 조약체결에 해당될 터인데 국민과 피해 할머니
를 기만하는 술책에 다름아닐 것이다.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무력
화 시키려는 다분한 친일파적 
행동으로 피해할머니들의 권
리를 제한하는 발표문은 당
연히 원천무효가 되어야 할 것
이다.
이번, 임정 답사 기행 “나도 
백범이다.”는 대한민국 임시정
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국민, 민중임을 엄숙히 되뇌어 보는 소중하고 알찬 기행이었다. 이 소름끼치는 친일파들을 격멸하
고, 본디 백범 김구선생님께서 소망하시었고 순국선열께서 애타하시던 백성이 주인 되고, 칠천만 
민중이 “백범”이 되는 통일조국을 위해 행동하는 분노, 실패하지 않을 분노로 곳곳의 비정상에 항
거하겠다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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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묶인 분들은 가족입니다. ‘하남’은 강동송파, ‘과천’은 서울남부, ‘광명’은 서울남서, ‘김포’는 인천, ‘나주담양영광장성
함평화순’은 광주, ‘경산고령군위성주영천청도칠곡’은 대구, ‘김해양산’은 부산에서 확인하세요.

회비내신 분  2015.12

서울남부지부(관악 동작 과천)  강봉구 강정원 강중현 강지웅 강진경 고석군 고영희 공소영+공현일 곽한규 구만호 구형규 구희경 권영수 권용표+
권태훈 기영옥 길민찬 김경래 김경숙 김관순 김광자 김기백 김도형 김동욱 김만기 김미혜 김병삼 김상연 김선권 김설영 김성길 김성임 김성호 김수연 
김수웅 김수현+심재철+심정효 김양곤 김영기 김영민 김영범 김영수 김영애 김영철 김영태 김원석 김원재 김유연 김육훈 김은주 김자평 김재준 김정
욱 김정혁 김종현 김진성 김진희 김창국 김충현 김태경 김태오 김태일 김학윤 김현경 김현구 김현덕 김현주 김현철 김현태 김현화 김혜련 김혜정 김
혜정 김효경 김희제 나웅수 남상준 남택우 남혜원 노명래 노시선 동상재 류근호+김진형+류주훈 류도현 류현선 맹명숙 모지은 문은식 민경대 민경
은 민진 박경수 박경희 박근영 박마리아 박미경 박보영 박상배 박선영 박선영+김진주 박성준 박성진 박승수 박영선 박영환 박은현 박재민 박재준 박
제연 박중현 박진 박진종 박창수 박평식 박현영 박형옥 박혜선 방미애 방영철 백승민 백승표 백창권 변민정 변판사 서희수 석현욱 손봉희 송미선 송
민석 송병화 송보라 송지영 송진복+임중성 송태균 신관식 신동욱 신봉철 신유주 신윤선 신준하 신창숙 신호철 안수범 안정철 안진순 안한철 양동진 
양문용 양문희 양원영 여상화 오병역 오용근 오춘상 오현정 오현정 오형배 오희경 용화영 우병업 유민석 유찬호+류미례 윤상열 윤정민 윤형석 윤희
석 이강숙 이건 이겨레 이경금 이경미 이계형 이관형 이귀영 이규선 이규성 이근화 이나윤 이남현 이남희 이동훈 이민지 이상승 이상의 이석용 이성
헌 이순환 이승빈 이영희 이옥재 이용훈 이원균 이인범 이재영 이재완 이정찬 이종필 이종희 이주섭 이주영 이준용 이지은 이창진 이철영 이현택 이
형곤 임근수 임의수 임의수 임정빈 임정식 임채상 임형대 임형철 장미 장부현 장수관 장원주 장재석 장재용 장희주 전용준 전진성 정광복 정꽃님 정
달헌 정도한 정문수 정승찬 정승학 정영균 정영훈 정영훈 정윤택 정익호 정정웅 정준모 정필구 정해문 정현준 정회석 제민재 조미라 조민수 조병철 
조상우 조성일 조승래 조용수 조욱희 조지연 조현준 진철승 채병오 최가람 최복천 최선영 최수연 최수진 최연환 최우순 최장근 최진택 최헌 최형락 
최혜량 추원경 하경화 한규원 한수진 한정남 한종필 한준현 함세웅 함소영 허기회 허윤호 허필두 홍원표 홍유리 황갑숙 황순자   서울남서지부(구
로 영등포 금천 광명)  강경일 강경진 강성윤 강영민 강우경 강재영 강정숙 강향숙 강혜승 고성석 고진화 구경하 권기동 권세운 권솔 권순기 권영학 
권혁기 권혁제 권혁중 권혁철 금동혁 김경선 김경희 김광진 김근봉 김근용 김금수 김길운 김낙원 김달 김대규 김대범 김대환 김덕유 김동영 김미영 
김미영 김병식 김병주 김병진 김병찬 김사라 김상규 김상창 김석 김선용 김성수 김성우 김성종 김성호 김세환 김수아 김수정 김승태 김양주 김영경 
김영선 김영수 김영일 김예림 김완수 김용익 김우중 김원영 김원철 김윤중 김은경 김은진 김인권 김장길 김장호 김재곤 김정섭 김종익 김주식 김준
봉 김지성 김진 김진원 김태형 김현수 김현진 김홍섭 김희규 김희윤 김희은 김희정 나원식 남병오 남승남 남중택 남택우 류제득 류형진 림구호 맹창
호 명가영 문귀성 문병준 문현태 민병래 민중기 민진홍 박경수 박경희 박규정 박무 박문수 박미자 박서윤 박성철 박소리 박승찬 박암 박용민 박용익 
박용찬 박용철 박재형 박재홍 박종식 박종현 박중석 박지호 박찬주+이인숙 박천규 박현경 박호순 방석주 방유미 방학희 배성환 백경진 백종숙 백태
철 백현주 변영숙 변지선 복진선 사현표 서영환 서예심 서인혁 서종근 설훈 성정숙 소병혁 손주갑 손주형 송근명 송동훈 송병섭 송영미 송인근 송정
해 송종민 송창헌 송해영 신경재 신명철 신미혜 신용호 신재준 신정현 심상철 심용진 심창섭 안기종 안동진 안세환 안희숙 엄세현 연종우 염우석 오
나영 옥승현 왕영태 유대웅 유영철 유영호 유재정 유종환 윤기훈 윤상환 윤의필 윤일도 윤태림 윤혜희 이경호 이경희 이기택 이다혜 이달님 이대우 
이도열 이동구 이동현 이명남 이미화 이범수 이상윤 이상익 이상진 이상헌 이성렬 이성미 이영국 이원 이윤정 이은경 이장렬 이재룡 이재숙 이재우 
이재필 이정우 이제이 이종성 이종수 이종숙 이종헌 이중명 이중민 이지성 이진영 이진한 이찬구 이춘영 이해순 이현주 이형철 이형표 이호복 이효
근 이효녀 이효성 이효창 이희석 임경빈 임선일 임영범 임채영 임철중 임택호 임혁 장길환 장민호 장병화 장성환 장은희 장현숙 장형우+진은희 장혜
자 장훈 전경화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전민아 전소정 전승훈 정대진 정명희 정병철 정성진 정원기 정은희 정종길 정지용 정지윤 정지홍 정청래 정학
수 정한구 정현철 정호기 정희선 조규삼 조미정 조민영 조선미 조성희 조수일 조영래 조영래+양회례 조은혜 조인령 조재영 조정희 조종철 조종흥 지
철 천용범 최경호 최상권 최선근 최승룡 최영준 최용석 최윤 최지은 최진우 최충열 최화성 최훈 추혜윤 표대인 피교웅 하추자 하헌조 한모니까 한상
범+서연경 한성민 한용규 한충훈 허종석 허회윤 허희정 현재혁 홍순상 홍의석 홍준호 홍춘숙 홍혜경 황석범 황승수 황용훈 황의진 황인봉 황정민 
황해원 황현철   서울동부지부(동대문 중랑 광진 성동)  강동구 강동민 강숙영 강영주 강종규 강지현 강현우 곽명기 구동훈 권기화 권서구 권성철 
김건 김경민 김경숙 김경희 김권일 김기흥 김덕헌 김덕형 김도영 김명은 김명환 김묘연 김문성 김미향 김배성 김병구 김병수 김병윤 김보근 김상언+
이희정 김석규 김수원 김언주 김에녹 김영태 김영학 김영희 김완준 김용성 김용식 김용은 김운식 김은정 김인호 김재경 김재운 김정보 김정화 김종
욱 김주석 김준 김준대 김준동 김중재 김진수 김진술 김진아 김진현 김태욱 김필원 김필원 김향숙 김현북 김형수 김홍석 김환조 김희라 김희찬 나태
영 남미선 남용욱 남우현 남효정 노영호 도승현 류시현 류환두 류희승 문준영 민경찬 민동호 민영관 민장환 민정수 박건우 박길서 박만춘 박민수 박
상민 박상준 박서윤 박성택 박성현 박수범 박영덕 박은경 박인수 박인호 박재민 박종명 박종석 박진동 박창용 박태순 박태현 박현숙 박혜선 배수영 
배한진 배흥열 변규찬 서영숙 서은일 서창석 성근제 성세창 성효탁 손인호 송병남 송정옥 송지영 송호석 신남호 신동의 신범기 신승철 신영태 신용우 
신임덕 신충식 신향우 신혁재 신혜정 신호선 심수보 심은하 안규창 안성항 안소영 안은성 안진희 안효진 양동묵 엄은희 여희숙 연제희 오광근 오승
현 오은경 오지혜 오태환 유봉현 유상진 유성근 유연상 유연영 유용상 유창석 유형석 윤경희 윤국현 윤기식 윤명숙 윤민주 윤병우 윤상훈 윤용진 윤
유선 윤은진 윤종헌 윤주영 윤준섭 이경수 이기자+김남희 이길현 이대택 이덕호 이도훈 이민성 이병규 이병식 이병철 이성열 이세정 이순재 이승엽 
이승재 이승철 이연희 이완 이용찬 이윤기 이윤형 이은성 이이수 이인숙 이자화 이정상 이종우 이준 이준기 이진우+박정화 이창국 이철 이철 이철주 
이춘수 이태숙 이판석 이현숙 이호연 이홍선 이홍찬 이후민 이희성 임욱 임의진 임채호 장덕희 장동주 장미선 장선 장선영 장선주 장성극 장영수 장
영익 장재영 장필수 장혜영 장혜진 전미소 전영욱 전은옥 전정일 정광식 정민숙 정법기 정서 정석현 정소희 정순관 정영기 정오영 정우진 정유라 정
종민 정주수 정형준 정혜령 제성훈 조상원 조세열 조수진 조영주 조재범 조지영 조진호 조현동 조희순 진미란 채종걸 최규승+조항미 최금덕 최기훈 
최미애 최상민 최선 최성순 최세정 최순덕 최영아 최우도 최지훈 최지희 최하영 탁선미 한관희 한상도 한승엽 한애라 한진희 허민정 현병근 홍동우 
홍성일 홍수진 홍순덕 황병준 황보수진 황봉환 황순옥 황운택 황철훈   서울북부지부(강북 노원 도봉 성북)  강권우 강대윤 강동희 강만길 강보배 
강선민 강성운 강영효 강용준 강준선 강혜숙 고석삼 고제규 공남식 공순희 곽영만 국영숙 권세일 권영희 권우성 권정섭 권지숙 권태성 권태원 권혁
신 길윤형 김건화 김경임 김경주 김경태 김광래 김광진 김균열 김근희 김남주 김대현 김도성 김동준 김명선 김명순 김명하 김명한 김미경 김미경 김미
숙 김민섭 김바다 김봄 김삼명 김선애 김성곤 김성남 김성주 김성진 김성훈 김세미 김송이 김수근 김수정 김승원 김연희 김영도 김영민 김영주 김영
주 김영필 김영호 김영훈 김옥성 김용성 김용수 김용준 김용진 김용호 김우철 김원창 김유승 김유채 김일송 김재욱 김정림 김정만+윤명희 김정인 김
정인 김종범 김종수 김종한 김준영 김준철 김지현 김진숙 김진영 김진해+이보라 김창완 김창원 김치우 김치환 김칠성 김태현 김태호 김학수 김현정 
김혜희 김희석 나충주 남궁연진 남승원 남윤진 남지혜 노근철 대형동물병원 동인한의원 두송우 류귀순 류혜정 류희재 문경선 문성재 문소라 문승
범 민경현 민선재 민승현 민종태 박건태 박경호 박경희 박도영 박미서 박민수 박범준 박병준 박보영 박상군 박상미 박서주 박성민 박성진 박연남 박
윤욱+박지남 박은석 박재민 박재성 박정규 박종민 박종하 박종화 박종희 박진석 박진희 박창희 박충관 박혜상 박홍기 반철진 방인성 배선일 배수미 
백대현 백원숙+백은애 백은정 백정옥 변권수 서기석 서문기 서병무 서옥현 서용숙 서정례 서종복 서창훈 석영훈 소관수 손종규 송기학 송동순 송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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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송성희 송진관 송치중 신민정 신성숙 신수희 신은영 신을주 신재환 신정철 신지영 신지원 심민정 심상숙 심성환 심세광 심정원 심주한 안경수 안
귀정 안만철 안정일 안희순 양영호 양원주 양재훈 양준영 양희석 엄승세 엄태웅 엄현정 오건상 오병훈 오성규 오일순 오장은 오재문 오태수 왕의진 
원창호 유금정 유리라 유명렬 유명자 유미희 유상노 유선미 유순미 유원형 유은진 유정수 유초하 유평봉 윤다나 윤미경 윤병용 윤봉석 윤석재 윤성
심 윤숙한 윤아원 윤진수 윤효정 이강렬 이강세 이경수 이경은 이경희 이광섭 이광해 이국녕 이근영 이동호 이동환 이미경 이미경 이범증 이병곤 이
병련 이병헌 이상기 이상민 이상혁 이상현 이석준 이선진 이성룡 이소연 이수학+김영주 이숙현 이승관 이승헌 이승환 이승훈 이영길 이영애 이원재 
이의선 이재원 이재훈 이종민 이주봉 이지은 이지은 이진경 이진복 이진영 이창희 이초영 이학구 이혁 이혁 이현화 이형식 이형진 이혜숙 이흥선 임
광순 임미경 임상빈 임재철 임형진 임흥순 장세진 장은미 장준영 장훈 전미란 전법용 전영은 전종우+임은경 전종호 전지영 전혜수 정관희 정근주 정
백란 정범진 정소영 정숙진 정승연 정승필 정연진 정원락 정인곤 정인호 정종권 정종선 정종승 정채완 정해춘 정현철 정혜주 조대현 조수연 조승윤 
조승철 조영준 조원호 조윤수 조윤호 조종국 조준상 조지환 조현충 조회환 지승한 진영남 차선희 천병원 최광범 최성진 최소란 최영렬 최용 최윤정 
최윤희 최은지 최인호 최준호 최진형 최태명 최태선 최풍만 하지숙 하헌영 한동현 한상권 한상민 한상훈 한서윤 한아름 한정희 한호석 허부문 허용
무 현수남 현주엽 현천일 홍서영 홍석주 홍용표 홍정호 홍찬혁 홍현정 황규돈 황범주 황영학 황인혜   서울중부지부(종로 중구 용산)  강기정 강선
아 강신석 강지은 고유라 권기혁 권오덕 권혁건 권혁도 권혁채 권혜경 금종덕 기형노 길래현 김경숙 김계영 김규성 김남희 김덕진 김명식 김명자 김
민주 김민주 김범 김범제 김병혁 김병호 김상국 김상선 김소희 김수미 김수한 김승익 김영돈 김영수 김영숙 김영인 김영조 김영주 김영주 김용일 김
우진 김자동 김재덕 김재현 김정수 김정식 김정희 김종곤 김종석 김종철 김종훈 김준 김지환 김창한+김인민 김철우 김혁래 김현덕 김현정 김형규 김
형석 김형석 김홍기 김홍주 김홍준 나형석 나호선 나희원+조재희 남창균 노병호 류영 명동섭 모원희 문기영 문명호 문용성 민진홍 박기태 박남 박
명숙 박미유 박범규 박병환 박상철 박성규 박성우 박소영 박송자 박승연 박영주 박영희 박흥식 배재환+배성우+배성철+당진희 백민정 백유상 백철 
백현미 서대현 서상문 서성진 성현아 성혜경 성흥모 소현정 손미경 송현주 신도희 신동섭 신미영 신민 신부식 신은수 신재원 신하얀 신학재 안영삼 
안희곤 양승용 양승진 양우석 양유경 양재식 오승석 오인환 오진석 오창조 우선하 우승오 우지영 원수연 원순재 원희연 유재경 윤지영 윤희정 윤희
찬 은종복 이경택 이길엽 이돈구 이명숙 이미림 이민숙 이방욱 이상기 이상령 이상철 이석규 이성근 이성로 이성미 이성우 이승엽 이연화 이영신 이
영재 이용감 이운용 이원영 이윤자 이은숙 이재경 이재민 이재옥 이정수 이정원 이정자 이정훈 이종덕 이준일 이중우 이지연 이창화 이철환 이청걸 
이해경 이현경 이형전 이흥섭 이희영 임기창 임병철 임혜림 장미정 장석관 장선영 장세훈 장승문 장영은 장용준 전경미 전승규 전주연 전현미 정숙
항 정영보 정요한 정은경 정재정 정지현+권용기 정진석 정희선 조민희 조윤수 조종호+조위래 조춘홍 조현 천기호 최광천 최규환 최무희 최미자 최
병천 최상일 최성희 최영균 최용석 최용환 최원진 최윤진 최정렬 최정학 최혜기 최희준 한상건 한주엽 허명대 허명희 현종철 홍성일 홍성표+이선미 
홍소연 홍일표 홍효숙 황길동 황동현 황보영 황상익 황영석 황진석   서울강남서초지부  KB손해보험노동조합 가경수 감동근 강경욱 강광현 강대성 
강동호 강은경 강종태 강창구 강한울 경규칠 고민주 고인호 고태운 공후연 곽상훈 구기욱 구상철 구현숙 권미경 권오문 길기관 김경민 김경순 김경현 
김계원 김구현 김규호 김근후 김대성 김도영 김동현 김동훈 김무령 김민곤 김백 김병록 김병주 김병현 김봉준 김봉진 김석만 김석진 김선봉 김선애 
김선종 김선희 김성태 김수지 김시온 김양미 김영국 김영상 김영아 김왕수 김용규 김용복 김용철 김우조 김운배 김웅 김은형 김익점 김인현 김일권 
김장환 김정관 김정용 김정중 김정호 김정훈 김종년 김종민 김종원 김종택 김준명 김진호+조문숙+김명세 김태관 김태영 김태현 김현대 김현배 김현
석 김현식 김현자 김현정 김현주 김형태 김혜원 김홍중 김화령 김훈기 나현경 노광명 노영선 노영수 노해인 류인권 마재천 문병권 문종석 민병기 민
삼홍 박고우니 박근영 박기성 박노곤 박미선 박상용 박상일 박상현 박상효 박서현 박성호 박수현 박숙희 박연철 박영립 박영실 박용준 박웅경 박윤
영 박은교 박은미 박은정+조규섭 박정민 박종언 박종호 박준호 박지현 박창렬 박창섭 박항재 박혜영 박혜정 박환 방주성 배상오 배상용 배진일 백남
철 백수현 백운황 백은옥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변혜원 서성렬 서우석 서의윤 성윤석 손민상 손선 손영주 손은영 손창연 송광희 송규준 송명호 송민
영 송성동 송오현 송훈+이향숙 신동혁 신영우 신용우 신원호 신유진 신윤호 심가용 심민정 심재섭 안호형 양도승 양승국+양동일 양용준 양인호 양
재록 양창호 연우진 오관홍 오민수 오은선 용상구 우요한 우준걸 유미순+유미화 유제준 유창용 유현정 유호원 유희석 윤성미 윤영전 윤종변 윤종석 
이건일 이경나 이경무 이경수 이교준 이남진 이다혜 이도연 이동주 이동철 이동호 이두순 이명우 이문선 이미진 이민경 이상진 이석준 이선주 이성
수 이송주 이영 이영기 이영문 이영준 이영철 이용 이용구 이용화 이우용 이우철 이윤기 이은방 이재영 이재옥+김동하 이재윤 이재형 이정관 이정석 
이정섭 이정숙 이종균 이중희 이지석 이지화 이진우 이진욱 이진원 이창재 이향미 이현민 이현민 이호림 임문성 임준형 임헌영+고경숙 장미아 장병
화 장봉석 장성우 장웅 장인수 전성호 전정훈 전찬일 전평구 정경희 정규석 정남수 정만순 정민균 정상란 정수용 정슬기 정승현 정연주 정영희 정원
석 정재원 정주용 정지민 정진수 정태봉 정헌원 정홍철 조대형 조득심 조부연 조상호 조승현 조재희 조형준 주선명 진은정 진종현 채영기 천현식 최
관집 최동규 최동식 최만식 최무현 최병모 최사묵 최선우 최성일 최영아 최용성 최재천 최정호 최지연 최현오 최혜지 최홍식 최홍원 최환국 하태관 
한덕희 한병학 한승우 한창회 허수연 허숙희 허영선 홍성두 홍성범 홍성혁 홍영득 홍정애 황구연 황두연 황연 황요순 황은정 황재선 황재연 황현 황
희경   서울강동송파하남  hwk612 강대준 강성률 강주영 강준원 강철 강충묵 강화훈 계기태 고동섭 고종천 공지원 곽강수 곽기봉 곽명숙 곽범환 곽
종록 권사리 권성호 권영철 권오자 권진열 기노웅 김경만 김경은 김경자 김경호 김경호 김경희 김남운 김대성 김대수 김두식 김미혜 김민철 김병철 
김병태 김병학 김복운 김생욱 김선중 김선희 김성경 김성호 김수민 김수원 김수일 김승중 김승철 김안옥 김애리 김연선 김영운 김영진 김용 김용기 
김용환 김윤정 김은경 김응균 김의관 김장오 김재석 김정길+김수민+김종현 김정현 김종운 김종헌 김지연 김지연 김지형 김창선 김행준 김현우 김
형곤 김형하 김호혁 김홍준 김효은 김휴동 나재준 남미현 남학수 류승호 류종하 류충호 문명호 문선영 문성준 문지용 민기 민찬기 민환기 박경현 박
경훈 박남륜 박미선 박상욱 박선민 박선홍+박슬기 박선희 박성일 박성태 박세용 박영권 박용필 박욱주 박윤수 박은숙 박인걸 박정수 박정준 박종관 
박준호 박진성 박진홍 박창규 박천석 박필자 박호근 방영규 배명용 배성운 배수아 배영수 배은수 백종필 변석환 사현준 서관규 서미현 서상희 서승
욱 서호영 석정희+윤진상 석진혁 설현 섭수현 성현진 소병식 송만호 송민현 송영태 송윤식 송재철 송혁중 신경희 신동수 신소영 신수현 신재호 심용
환 안김정애 안병률 안수영 안언수 안진걸 안호준 안후정 양영철 양유리 양정훈 염흥섭+엄혜영 오재호 오지은 옥은경 원상희 유광희 유기표 유달승 
유용석 유지헌 유태근 유학식 유호석 유홍원 윤남식 윤석준 윤여강 윤인발 윤종인 윤창선 윤형근 윤훈섭 이가영 이강수 이광원 이국범 이국순 이귀
인 이규희 이덕재 이동원+이성민 이민혁 이상봉 이상술 이상욱 이상훈 이상훈 이상훈 이성원 이성희 이수정 이승우 이연주 이영국 이영미 이영석 이
영재 이영훈 이영훈 이용운 이원근 이유열 이은경 이인섭 이정란 이정오 이종득 이종분 이주헌 이창묵 이창성 이창호 이태흔 이학덕 이현희 이형구 
이호섭 임대열 임은영 임창완 임철홍 장민경 장우석 장은미 장주수 장지환 장현갑 장효진 전경호 전애리 전일권 전하영 전현정 정계철 정광석 정규
형 정병구 정상부 정상우 정영민 정요한 정의동 정일영 정종실 정창훈 정해석 조경식 조광현 조득재 조문경 조민희 조성용 조철영 주동욱 주완섭 진
욱선 차윤호 채용석 최남식 최세탁 최수전+송진이+최명훈+최선혜 최승하 최인규 최재웅+강명숙+최희정+최효정+최민규 최지유 최춘호 하재철 
하태년 한경아 한광용 한승연 한은경 함한성 허경 허정석 홍경숙 홍광표 홍순홍 홍우진 홍윤표 홍진영 홍천희 황미경 황선길 황순택 황정민 황지영   
서울서부지부(마포 서대문 은평)  강경선 강대중 강문정 강민경 강수진 강용호 강창모 경규용 고나연 고석배 고승의 고연희 곽원호 곽인용 구지연 
권기완 권영길 권오재 권위상 권창규 권향년 권효진 김강민 김경희 김공희 김근라 김기덕 김기창 김기화 김농훈 김대호 김덕영 김도경 김두혁 김명구 
김명수 김문래 김미라 김미숙 김미희 김미희 김방원 김백영 김범진 김병곤 김병규 김병철 김부중+조영재 김서현 김선영 김성수 김성원 김성한 김성
화 김세정 김순식 김아영 김여운 김연주 김영삼 김영익 김영찬 김옥선 김옥선+조준하 김우용 김유화 김은선 김이영 김일근 김장운 김재희 김정 김정
수 김정수 김정해 김종채 김주영 김주호 김주홍 김주환 김준기 김준희 김지영 김지혜 김지훈 김진근 김진우+김세한 김진종 김창환 김천애 김철남 김
태동 김태선 김태영 김태호 김태희+이현우 김현준 김형남 김형일 김혜성 김홍근 김홍범 김홍철 김희두 남상길 남혜정 노경식 노수영 도익상 류명석 
류종렬 류항수 마조은 모정신 문장렬 문지성 문지웅 문희경 문희정 민영구 민윤정 박갑수 박강혁+이예솔+이다솔범 박경록 박경목 박광선 박귀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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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 박동우 박례경 박문수 박미라 박미아 박미화 박병수 박성관 박성종 박세현 박세희 박수현+안주원 박순화 박숭환 박영준 박옥균 박우식 박점순 
박정근 박정선 박정은 박정훈 박준구 박중기 박지성 박찬혁 박창선 박치호 박혜성 박휘린 박휘민 반병문 반윤욱 방민호 배상국 배수진 배은수 백동
길 백승한 백은영 백정훈 빈재영 서민기 서상록 서영주 서유미+신지훈 서유민 서윤희 성경신 성도현 성치윤 손은주 손홍도 송순만 송운성+변효숙 
송형진 시안 신명택 신성수+배성재 신영식 신영주 신윤영 신재균 신지안 신지영 신현선 신현철 신호창 심성훈 심충석 안건모 안건호 안명화 안무정
+윤영미 안병섭 안승문 안형식 양경호 양기웅 양명수 양문석 양은실 양찬모 염호철 오기성 오민조 오송웅 오수진 오승모 오용선 오정수 오지협 오
진 오창호 오한명숙 옥철 왕희웅 우선주 우필호 원선희 유교선 유다솜 유승현 유장근 유현 윤경로 윤명성 윤원섭 윤정애 윤종혁 이건제 이규태 이근
호 이길선 이민효 이보건 이봉웅 이상현 이상훈 이선화 이선희 이성우 이수영 이순혁+변금선 이순희 이승현 이승호 이신숙 이연석 이영재 이원석 이
윤 이윤수 이은재 이장우 이재원 이재혁 이정용 이주민 이주식 이주영 이지수 이진한 이철주 이춘영 이한주 이해람 이현성 이형일 이홍의 임금란 임
동일 임민희 임성옥 임소연 임영호 임영희 임은희 임재천 임종곤 임태준 임효길 임희정 장경용 장명훈 장범식 장인기 장호권+신정자 전병옥 전지하 
전현준 전현지 전홍연 정동준 정려정 정맹섭 정문숙 정서윤 정연찬 정요한 정용복 정용욱 정은정 정은주 정인 정준호 정진아 정형수 정훈석 조관희 
조도연 조두연 조룡상 조영삼 조용욱 조인희 조정호 조창일 조한삼 주윤하 지경주 진태준 차경언 차기호 차성준+김기숙 최돈모 최동희 최명준 최명
희 최문규 최민식 최석환 최선규 최영순 최욱 최원석 최재봉 최재호 최정배 최정아 최정은 최정일 최종극 최종운 최창진 하기홍 한동석 한만정 한상
구 한영수 한윤진 한정훈 한주희 한준구 한형석 허광평 허능회 허라영 홍유선 홍준형 황경준 황동연 황문하 황성중 황시영 황원모 황창배 황평우   서
울강서양천지부  강봉화 강세덕 강형택 고성진 곽노재 곽도연 곽지윤 권경윤 권범철 권오훈 권혜순 금대중 김경미 김광민 김권 김기열 김낙천 김대
식 김대언 김동명 김만중 김문광 김미순 김민석 김민수 김민재 김병주 김복성 김복순 김상윤 김성정 김성주 김성중 김성환 김승한 김양흔 김양희 김
연진 김연태 김영규 김영래 김영범 김영우 김영일 김영재 김영진 김영태 김용범 김용재 김용태 김윤수 김은미 김의용 김재봉 김재필 김정지현 김정한 
김제화 김종엽 김종원 김주혁 김준상 김지환 김진익 김태수 김태홍 김하영 김행열 김현철 김호영 김희경 김희수 김희영 나명철 남지숙 노정은 도종
관 류희승 문원태 문유진 민경원 민병호 박건+최영숙+박수경+박관우 박동식 박병삼 박서영 박성진 박용규 박재근 박재철 박재춘 박종배 박종운 박
종훈 박진수 박진욱 박진원 박찬환 박철수+조근혜 배병만 배진근 배효일 서석효 서양수 소현영 송미경 송미영 송민희 송은아 신동숙 신병규 신성훈 
신진우 신혜영 안광획 안난숙 안병화 안지선 양수영 양인순 양태수 예신희 오낙영 오성찬 오세경 오영복 오희정 옥종호 원석준 원종묵 유대준+강은
미 유동근 유병표 유성재 유창완 윤기홍 윤성범 윤성은 윤영석 윤종철 윤채영 이경옥 이공석 이근행 이기혁 이남진 이동원 이동찬 이미라 이병섭 이
병준 이병혁 이상복 이상온 이승현 이안영 이어진 이영선 이영찬 이우선+박상호 이의행 이재영 이종구+이승현+이주희 이주상 이준영 이준원 이지
훈 이찬만 이창열 이창호 이태호 이현민 이혜연 이희균 임건영 임명호 임종호 임한재 임효진 장성환 장순업 전미영 전영복 전영주 전종수 전준희 전
진민 정경문 정대영 정대중 정명주 정민우 정성윤 정수민 정연빈 정영진 정완균 정원서 정은섭 정인철 정지훈 정해윤 조상현 조수경 조왕호 조유경 
조차남 주지훈 진명진 진영연 차호일 천우정 천항재 최명숙 최석규 최성관 최승우 최영오 최영욱 최유정 최재관 최진원 최창호 최천택 한대희 한상
완 허용 황대율 황재권 황형태 황효성   경기남부지부(화성 오산 평택 안성)  강명중 강석찬 강선희 강성희 강원석 강진우 경희길한의원 경희스토리
한의원 구강회 구희천 권윤택 김경숙 김광중 김기성 김기수 김기중 김길환 김나리 김남호 김대중 김만석 김만수 김미지 김민수+김세빈+김세진 김병
선 김병환 김삼섭 김석겸 김성경 김성환 김세현 김소영 김수민 김수환+김미환 김양경 김연필 김영구 김영민 김영한 김영현 김완규 김용성 김우덕 김
원삼 김유한 김인태 김정규 김정근 김정식 김정회 김종호 김준환 김진구 김진원 김태영 김해규 김현태 김혜미 나길남 노기정 도서출판재영아빠 류내
형 류한우 문성권 문승경 민경호 민소현 박동규 박만호 박미연 박병기 박상우 박상희 박승희 박인순 박정미+우수빈 박정우 박주연 박찬근 박태전 방
진석 배성환 서성일+민재란+서유진+서유경 서성호 서우석 서주호 성승현 소영 손호형 송관근 송점수 신기형 신상철 신용승 신원섭 신창우 안병권 
안병윤 안재원 안준선 안창국 안효정 양상진 양수영 양승선 양훈도 오봉선 오승희 오재우 우왕기+한선희 원유덕 원응식 위재영 유근문 유민규 유익
희 유재상 윤민서 윤봉철 윤여완 윤영철 윤장호 윤하영 윤형중 은수나 은종화+은수나 이건홍 이권행 이규준 이금성 이대현 이덕규 이도영 이동찬 
이동희 이만희 이미숙 이상선 이상헌 이상훈 이승렬 이승태 이영도 이영은 이용성 이유정 이인모 이재원 이정산 이종관 이종대 이종한 이진호 이창
호 이충래 이태원 이한상 이해영 이현준 이호헌 이효동 이효진 임기병 임영일 임정훈 장대전 장민수 장병철 장영관 장완석 장원재 장주일 전원 전장
환 전홍택 정기천 정미애+정인욱 정병진 정승만 정장환 정재화 정현주 조성호 조성훈 조용민 조은서 조진호 차광윤 차상현 차승아+차향희 차승용 
천성민 최대성 최성일 최순필 최순희 최승환 최재춘 최현식 탁건태 탁범우 하승열 한상만 한상월 한정욱 허강일 허재성 허지현 허하영 홍익표 황희
지   경기수원지부  강민경 강민구 강부근 강성준 강성희 강인식 강준모 고대영 고승은 고홍규 곽영철 구미성 권순복 기우만 김건호 김규홍 김기홍 
김동건 김동춘 김동휘 김명주 김무진 김미숙 김미순+이민철 김방울 김범준 김병준 김보량 김상중 김석원 김석화+조정화 김성규 김성중 김성태 김성
훈 김여진 김연옥 김연태 김영수 김용진 김유석 김은수 김은희 김이정 김인수 김인식 김장렬 김재곤 김정숙 김종연 김종오 김진강 김진국 김진영 김
찬수 김창희 김치영 김태종 김한림 김현대 김호림 나현경+김병재+김유진 남광우 남춘우 노명숙 노인천 류산국 마영식 박경삼 박경상 박대현 박범수 
박병은 박상훈 박성욱 박수진 박승규 박승택 박영민 박우석 박은성 박정근 박정현 박정희+방학진 박종혁 박종호 박진우 박현식 박희선 백성일 서기
철 서병권 서병택 서용희+서명현+서주현 서형범 손동환 손민관 손재호 송현숙 송호현 신기하 신연순 신은하 안경섭 안연희 양병철 양인선 우근상 
원용진 원제환 유광열 유상화 유영일 유영준 유원식 윤서준 윤지영 윤한수 윤환열 이근우 이근표 이기영 이남열 이명섭 이미경 이미옥 이민영 이보
연 이성욱 이성진 이순임 이승규 이승용 이승욱 이양희 이영호 이용일 이용재 이원규 이원영 이의승 이인신 이재용 이재정 이정선 이정인 이종대 이
종윤 이주상 이준영 이중기 이지희 이진이 이창용 이창우 이철우 이충주 이한욱 이해원 이현성 이희원 임경화 임병포 임선영 임시욱 임영권 임재성 
임재희 임철우 임향숙 임홍주 장경주 장덕석 장석원 장수익 장영광 전수현 전인숙 정목영 정성현 정용진 정원락 정종희 정태관+정다인+정유찬 정
하영 정현구+이은경 조범균 조성표 조수영 조우주 조지호 조현 주형석 진영순+전은이 차봉현 차재국 천기복 천재봉 최동진 최영주 최재근 최정숙 
키스더레이스 하대현 한규희 한동민 한미현 한복희 한승준 허영진 홍수현 홍정하   경기동부지부(성남 광주)  강성경 고연정 고재철 고한별 고희영 
공병규 곽귀훈 권민승 권순안 권오중 권혁재 김경희 김교설 김남수 김남형 김대복 김대봉 김대웅 김도형 김동수 김동현 김득재 김미형 김민경 김민재 
김봉조 김상덕 김상언 김상현 김선미 김선현 김선호 김성호 김승덕 김승완 김승한 김시중 김신재 김영범 김영선 김오열 김용호 김우명 김우일 김원
용 김윤균 김은주 김인평 김일웅 김재수 김정 김정규 김정민 김정본 김정애 김정오 김정윤 김종길 김종원 김준석 김진하 김춘식 김치훈 김태균 김태
영 김태훈+이지아 김하욱 김한구 김현규 김현주 김현지 김혜경 김혜영 김희옥 김희조 나성준 남인봉 남찬우 노민숙 노영만 노우정 노한흥 류기업 류
영기 류정일 목수진 문성민 민정혜 박경석 박경연 박경한 박광철 박기만 박대진 박민철 박병석 박서영 박석주 박성식 박시영 박시우 박신희 박영민 
박용정 박원재 박인환 박정남 박종식 박종연 박종완 박종찬 박준규 박하정 박향미 박효선 박흥섭 박희상 박희호 배윤서 백종화 서명지 서문휘 서유
영 성백만 손동주 손유나 손태호 손현진 송기선 송우주 송지민 송진숙 신경호 신승학 신재연 신혜선 안관수 안교찬 안길환 안미정 안병철 안숭범 안
준혁 양진욱 양현모 양희삼 오경근 오경수 오형석 오혜정 우남욱 우명구 원용덕 원태호 유병석 유승원 유종하 유태성 유흥무 윤상일 윤성환 윤영도 
윤용식 윤진원 이강수 이경도 이관형+홍유리 이근희 이기수 이기훈 이기흥 이대식 이덕수 이도윤 이미애 이민영 이봉기 이상헌 이석재 이성재 이수
봉 이순선 이승규 이승일 이승환 이윤섭 이익상 이장혁 이재훈 이종환 이주경 이주현 이준옥 이준호 이지연 이지은 이진나 이춘기 이한섭 이해학 이
현주 이호상 이훈수 임옥심 임정원 임정일 장건 장문순 장신기 장영석 장원주 장재훈 장점봉 장태안 장효성 전광수 전대중 전시환 전영인 전태경 전
혁희 정경영 정경호 정광용 정광호 정명호 정선 정성환 정영기 정용섭 정진상 정창섭 정채진 정태경 정현호 정희영 조관호 조낙현 조대연 조배원 조
상준 조영덕 조일순 조정해 조홍대 주재택 지경필 지관근 진연오 진인재 차승민 채종헌 천세권 최민경 최상범 최석원 최영환 최의광 최종무 최현 최
형구 최형석 하성주 한기동 한정훈 허남선 허남해 허영진 허지현 현수진 홍백의 홍원집 홍은석 황규석 황도근 황선락   경기동북지부(구리 남양주 
양평 가평)  강대운 강란희 강상희 강영준 강은정 강태완 강태진 강혜인 강호철 강효숙 경영섭 공정배 구본형 권향미 김거성 김건동 김관우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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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훈 김길환 김두루한 김문자 김민호 김봉조 김봉태 김순영+최지훈+최시은+최지호 김영수 김예진 김용겸 김용삼 김우식 김원준 김정화 김중현 
김지영 김창의 김철규 김태훈 김해용 김효례 남미아 남승국 남혜경 노인종 도수 마완근+임진 문만기 문병식 문형천 박경일 박남+전미선 박노민 박
두환 박무영 박병훈 박삼호 박정섭 박종관 박중규 박진영 박창신 박창용+서순이 박치동 박표균 박한영 박희진 방은희 서주희 서희숙 소권영 손동유 
송면종 송용민 송재천 송종옥 신금석 신동규 신동진 신명식 신수정 신종출 심예슬 안광덕 양동원 양동파 양인동 양정순 양진영 엄태호 염철희 오나
미 오명진 오미영 오수진 오승희 우경창 우은주 원영훈 원종해 유덕 유영표 유재국 유재상 유중석 유진경 윤종일+한영례 은현영 이관수 이교열 이
도형 이동희 이란희 이민영 이상준 이소영 이순필 이승남 이승재 이영광 이영삼 이은수 이재무 이재운 이재은 이정인 이지원 이진동 이채건 이철훈
(howard) 이춘세 이충목 이충선 이충수 이학재 이현주 이화종 이희우 이희재 임두순 임선옥 임수현 임숭기 임신화 임해용 장시문 전삼 전성진 전인
서 정병만 정영수 정영택 정은미 정은호 정일용 정지영 정현모 정현주 조규범 조규섭 조기태 조남웅 조은희 조인기 조재국 조혜련 조호현 주장훈 지
광철 차민규 차의복 채윤성 채홍병 채희상 최갑주 최경희 최금용 최동호 최명수 최미경 최순옥 최영식 최영학 최오수 최원석 한상언+한정민 한상용 
허성회 허정무 홍석주 홍석헌 홍순성 홍현실 황영선 황재춘 황진상 황진영   경기북부지부(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강덕주 강병주 강성항
+이은하 강진원 강현신 고규덕 고목영 김경남 김경미 김기남 김기달 김대진 김대호 김민수 김민혁 김범창 김병수 김병일 김보형 김상천 김성훈 김신 
김연호 김영남 김영준+이희주+김민지 김영철 김영철 김영한 김영훈 김용갑 김용상 김용환 김우섭 김우택 김이훈 김인돈 김인성 김재광 김재연 김정
기 김정륙+김진영 김정진 김종삼 김지영 김태우 김태호 김학수 김현숙 김현철 김형자 김혜영 김희선 김희준 남기근 남주우 노경용 노교남 노종환 류
승용 문성재 문성주 민태호 박규철+오연경 박대룡 박대우 박양희 박윤희 박충식 배종석 백창현 변성열 변연희 서동환 서수환 서재유 서재학 서희정 
성윤강 손우성 손재원 송명숙 송삼현 송정현 신대업 신성호 심재덕 심재동+임정희 안영삼 양미경 오명실 오소영 오옥분 우상희 우신 우재만 원용
권 원인희 유동성 유병권 유성태 육기엽 육종서 윤홍규 이경재 이경희 이광석 이광희 이돈희 이범석 이범재 이상헌 이상현 이상호 이수곤 이순철 이
영미 이영훈 이원우 이은미 이종상 이준하 이진선 이진솔 이진택 이창엽 이해성 이희빈 임만철 임승찬 임희경 장경선 장석강 장윤수 장이근 전병길 
전창수 전현배+이선영+전준혁 전형진 정경수 정승진 정영희 정이헌 정제민 조세연 조수룡 조재용 조준영 진동훈 최경아 최광희 최동호 최승연 최
유태 최은애 최은희 최정자 최종천 최지혜 최진선 최진희 최참 최환 최희순 한기원 한길순 한상열 한일수 한태우 한현호 현지욱 현희숙 홍갑표 홍용
수 홍정의 황금용 황미영 황선용   경기군포안양지부  강관항 강덕희 강봉원 강재종 강채린 고건영 고상현 고영호 고운식 고장오 곽효성 구민정 국
상표 권성선 권순기 권영은 김경주 김귀동 김기선 김기영 김남경 김대영 김동규 김동택 김명진+김단아 김미란 김미숙 김민정 김성수 김세명 김세혁 
김승만 김승호 김승환 김영애 김영임 김영호 김옥헌 김용삼 김용희 김은옥 김의진 김장수 김재용 김재웅 김재웅 김정봉 김주섭 김준갑 김준성 김현
국 김현수 김현진 김혜연 김홍식 김희숙 노경균 류려영+류진상 문보경 박계연 박광종 박노원 박문희 박봉수 박상준 박순창 박승규 박영서 박예숙 박
원기 박준 박지관 박진우 박태현 박희유 배성윤 배준철 변재린 서동환 서정훈 손혁재 송정민 신수용 신종수 신현호 신효정 심호기 안기영 안중모 안
현정 안희준 양동원 양동인 양진태 염동완 오명재 오은정 오한묵 우재수+하재학 위지숙 유원상 유재홍 윤도영 윤석윤 윤성훈 윤신구 윤종근 윤주
엽 윤현중 이경수 이기안 이나연 이동수 이동윤 이병진 이봉원 이상인 이상준 이상헌 이상혁 이수경 이연주 이영종 이영주 이오섭 이용준 이용진 이
용창+김선희 이유원 이윤선 이재복 이재수 이정미 이정미 이종도 이지 이진혁 이진호 이호경 이희영 임선화 임성한 임은숙 임은진 장경민 장미숙 장
세정 장윤기 장혜선 전은희 정대석 정락현 정상운 정숭교 정인환 정진태 정해봉 정현아 정환춘 정희영 조기석 조기정 조민정 조성무 조재범 조창애 
주현희 주희진 지민아 차선혜 채문창 채은선 천현진 최동환 최무환 최상영 최성규 최용진 최재무 최정석 최종민 최종연+최순+최완영+최수영 하한
수 한광양 한선범 허순용 허창렬 현수진 홍병진 홍석호+최신애   경기과천의왕지부  강인석 강혜란 강호준 구수길 권광영 권대경 권선욱 김경섭 김
경예 김동공 김동선 김병호 김상준 김상휘 김은도 김주후 나준호 다샘의원 문현용 박송완 박영덕+김장현 박철하 박현정 서영철 송정근 신대영 신동
의 신상명 양재영 연성만 윤기봉 윤용황 윤재우 이명엽 이상열 이상주 이상준 이영준 이영화 이재용 이정심 이종린 이현정 이호진 이희균 임정화 임
충빈 장익주 전상숙 전은주 전일 정경란 정남주 정란희 정창수 정형두 정화정 조영익 조한웅 조형주 조호진 주정한 차경일 차영조 차은정 최병식 최
석환+권미옥 홍석경    경기고양파주지부  (주)사계절출판사 강경화 강대준 강대훈 강미선 강봉규 강상구 강숙영 강준 강지은 강호욱 강희구 고강태 
고민정 고용호 고은석 고재홍 고진수 공준배 곽채헌 곽철순 구홍두 구희필+김동환 권성희 권시용 권영관 권영원 권영하 권혁태 김경화 김관채 김규
호 김대양 김도희 김동규 김득중 김미숙 김미정 김미정 김봉욱 김부근 김상철 김서경 김선욱 김선중 김성권 김성환 김성환 김성희 김세일 김소영 김
소현 김수정 김연주 김영복 김영애 김영호 김영환 김용국 김용덕 김용수 김용연 김운남 김윤명 김인수 김인숙 김인식 김재덕 김재성 김정자 김정훈 
김정희 김종부 김종빈 김종순 김종호 김준동 김지성 김지연 김지영 김지온 김철 김철기 김철기 김춘성 김충례 김태진 김현미 김현상 김현수 김현태 
김형선 김형성 김형주 김혜원 김호진 김효선 김희곤 김희식 나용석 노경순 노세현 노태균 라호진 류재희 림현희 맹학열 명성한 문선영 문신국 문희
영 민경하 민기홍 박기철 박대용 박란희 박명기 박명수 박상훈 박선민 박성진 박순복 박용진 박윤식 박은정 박이선 박인탁 박재형 박종일 박주희 박
진영 박찬섭+김정숙 박창민 박평수 박현용 박현준 박현지 박훈 방윤주 배순정 배인희 배정원 백우경 백지원 변종복 서민섭 서봉수 서승의 서은숙 서
의택 서정숙 서준석 선필영 설지원 성연경 성종원 성창우 송복남+민영민 송태협 송희문 신경철 신동구 신동하 신명용 신미정+백채리 신지현 심종훈 
안경신 안보연 안상길 안상철 안재영 안주환 안치완+안동녘 안희정 양경화 양만복 양정우 양준모 양철민 엄재록 오경희 오덕영 오세덕 오유진 오익
환 오재성 오지연 위호선 유미선 유병록 유선덕 유영근 유창태 유희경 윤경수 윤상희 윤석년 윤여덕 윤옥현 윤응식 윤정훈 윤현숙 윤효석 윤희철 이
경애 이경희 이교성 이근산 이동훈 이명재 이문수 이미화 이상욱 이성재 이성준 이성준+조현주 이세연 이수진 이수현+최선희+이정인 이승진 이시
영 이영숙 이영옥 이오순 이온규 이용일 이용일 이용태 이유진 이윤옥 이윤지 이은경 이은정 이재덕+이지산 이재영 이재완 이정애+윤현정+윤옥현 
이정현 이종현 이종화 이종훈 이주연 이천근 이철민 이충모 이학범 이한맘 이한일 이한철 이해성 이현미 이현주 이형석 이혜경 이호상 이호진+권다
미 이후녕 이희대 일산예치과 임근철 임병욱 임석현 임승연 임연재 임영환 임은숙 임정선 임정택 임해영 임헌용 장량 장명환 장병일 장성규 장순순 
장윤정 장혜숙 전선옥 전성용 전영일 전종근 정경순 정병건 정병길 정시연 정애경 정용서 정이랑 정일영 정준호 정지영 정지효 정진아+이주리 정진
욱 정창기 정한섭 정훈희 조경아 조석민 조선동 조숙영 조용환 조정 조정아 조충철 조항원 조현문 진용수 차동수 차용태 천관영 최경석 최경희 최명
섭 최문호 최상열 최성범 최성우 최성호 최시정 최신명 최영봉 최용석 최용환 최유창 최윤선 최은정 최응식 최인수 최현덕 최현식 최호식 하효열 한
광섭 한상철 한수아 한연경 한용오 허대근 허선욱 허윤희 허은실 허재경 허진영 현재훈 홍서영 홍연식 홍진택 황선현 황성의 황승현 황진영   경기부
천지부  강용환 권기현 권덕중 김경주 김광화 김길주 김대성 김도현 김동수 김력균 김명화 김미경 김미정 김미혜 김병규 김서환 김선형 김성연 김영
재 김우성 김우진 김유라 김윤주 김인규 김인동 김인수 김자영 김종남 김종석 김종현 김주관 김주묵 김진영 김진희 김필회 김현동 나혜선 남원호 문
금희 문재훈 박경민 박기서 박문수 박상래 박성매 박성준 박소영 박영태+신연경 박윤배 박은미 박인호 박종선+길은진+박준수+박승수 박종호 박준
서 박지영 박지욱 박진수 박희웅 배명성 배흥수 백종수 변동주 변상원 서보균 서영선 송강욱 송광식 송주현 송현 신동엽 신종남 신지선 신치호 신혁 
신현아 안정숙 안지순 안지희 염기웅 염승연 염종현 오근수 오명욱 오언종 오형민 왕혜정 우인회 유광열 유용인 유장현 유현종 윤병국 윤양근 윤인
철 윤조중 윤평화 이경진 이근선 이동호 이래청 이명희 이민영 이병철 이성배 이세원 이승열 이옥재 이용원 이용익 이은덕 이은화 이의종 이재형 이
정팔 이종계 이종문 이준형 이준호 이지훈 이현중 임두교 임상준 임선하 임성환 임수빈 임창순 장선화 장현민 장형월 전태진 전현탁 정기선 정동조 
정세환 정안성 정재형 정태욱 정한교+정순옥+정의찬+정이솔 정한영 정해랑 정희진 조동순 조무영 조미희 조한경 주무진+조영미 주행윤 주흥성 지
현주 최병규 최수민 최수은 최원영 최은호 최일남 최재석 최종인 최철규 한도훈 한영실 한영진 한예지 한용 한창성 형남일+형재창 홍기섭 홍재성 황
선영 황영식 황준호   경기안산시흥지부  강기성 강길모 강병우 강서룡 강석환 강승훈 강연찬 강철원 고광택 고성철 곽경흔 권세안 권재우 김경희+
원강진 김교인 김기영 김동명 김동식 김동화 김명순 김명진 김미정 김민우 김병대 김병일 김봉수 김상민 김성우 김세운 김세호 김소진 김연수 김영국 
김영민 김영진 김옥자 김종일 김주태 김창욱 김한영 김현동 김현정 김현회 김홍순+박성자 김화영 남정석 노재필 민경헌 민두현 민태홍 박광수 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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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박선규 박순교 박인한 박제서 박희진 배종설 배진환 복정균 서대성 서보용 성청목 손현일 손현정 송영구 송창용 신대광 신상균 심경수+송춘화+
심명보+심예림 심기옥 심미정 심우일 심준수 안영미 안영복 유경근 유종득 윤석권 윤천근 이건흥 이경원 이기용 이대식 이동일 이동하 이상곤 이상
근 이상설 이선우 이성구 이승후 이영철 이요한 이우재 이은하+김마로 이정섭 이정준 이주실 이준식 이준희 이중섭 이진영 이철우 이학춘 이항 이해
욱 이환열 임기윤 임승수 임은아 장봉운 장서준 장영숙 장인근 장재영 전준호 전현수 정광수 정용택 정우철 정인숙 정종수 정준영 정현주 제해동 조
동찬 조석호 조신호 조원상 조재광 조재학 조헌수 조환영 주우열 차상근 천소연 최영희 최우진 최인재 최재훈 최정인 최진경 최해원 최희종 하일홍 
한명철 한진 홍성권 홍연아   경기여주이천  강순철 강희종 권지영 김경호 김나영 김동일 김민수 김성복 김장수 김종민 김종삼 김종택 김지현 나옥환 
류석현 마인창 맹희영 문용식 박달나무 박형우 방관용 백세한의원 서기욱 신동균 신재현 안병호 안창영 여재동 위희숙 이동주 이명재 이전형 이정
호 이정화 이종대 이필주 이현규 임종백 장달수 전두산 정덕환 정복매 정지문 정지영 조두형 조병철 조송길 채용기 천세정 최돈준 최성진 한대상 홍
일선 홍진희   경기용인  강경아 강남철 강민욱 강병완 강석 강성학 강은구 강지현 강천상 강필윤 고성호 고재원 고중신 구민회 구은자 권상헌 권영
길 권영안 김경숙 김경현 김근혜 김길수 김대건 김대섭 김대환 김도현 김명실 김미수 김민호 김부호 김상수 김상현 김성희 김세영 김수림 김수태 김
슬기 김언석 김연우 김연태 김옥남 김우용 김원근 김원기 김원식 김윤영 김은희 김은희 김인식 김일평 김재동 김재훈 김정수 김정수 김정욱 김정현 
김종덕+김예은 김지영 김지화 김진아 김진혁 김태근 김태묵 김태봉 김해규 김호일 김홍식 남정구 남호정 노병돈 노영석 류명분 류성희 류승아 류해
철 마창훈 문종현+염정숙 문진경 박규한 박근정 박단비 박대호 박상구 박선주 박여희 박용현 박원 박인식 박재균 박재영 박재훈 박종길 박종미 박
주영 박현 박현우 박형민 배기우 백남원 백은영 변훈 서동선 서병일 서용일 선경희 성연철 성한수 손동명 송병욱 신상용 신현국 신희철 심경옥 안대
봉 안인섭 양정훈 양치훈 엄진영 엄희준 연혜경 오기원 오덕기 오을표 오재준 원형호 유민 유연미 유인순 유치선 윤국재+이현미+윤예슬+윤예린 윤
여만 윤지성 윤희석 이경목 이경아 이경훈 이기용 이길광 이동구 이동민 이명+이시윤 이미애+황수오 이민우 이민호 이영진 이용하 이윤희 이정현 이
제실 이지해 이지현 이진웅 이평일 이한신 이현구 이형근 이희숙 이희운 이희회 임광섭 임권배 임병준 임성섭 장대희 전성화 전윤수 전일 전현숙 정
광일 정덕화 정민상 정재린 정진순 정현준 조대관 조동걸 조동호 조성한 조용립 조형재 지강현 지덕엽+송명희 진혁수 천경필 최서현 최석구 최성호 
최수철 최용준 최진기 최한 최호영 편무익 하효진 한수연 한정엽 함광호 함진호 현근택 현몽주 현송일 현해식 황미선 황성만 황혁주   인천지부(+김
포)  강병수 강석주 강수만 강수민 강인구 강인규 강임산 강재석 강진우 강춘근 강태욱 강호영 강호영 견두헌 계성원 고관배 고미정 고병철 고영호 고
은희 공은규 곽창현 구수미 구자순 권민주 권병기 권병석 권성숙 권순덕 권영광 권익 권해인 김건우 김건제 김경옥 김경태 김공득 김관수 김광진 김
금숙 김기성 김기형 김기호 김남권 김대중 김대현 김대홍 김대환 김덕현 김도현 김돈 김동석 김동인 김동철 김명주 김미경 김미형 김미화 김민정 김
민정 김민정 김반석 김병석 김병섭 김병용 김병현+백은진 김복순 김상덕 김상현 김상회 김석호 김선백 김선주 김성규 김성혁+오정미 김수정 김수환 
김승기 김연명 김연수 김영광+임유순 김영동 김영만 김영삼 김영주 김용 김용미 김용수 김용진 김용호 김우성 김원영 김원중 김유신 김응서 김인곤 
김인철 김일회 김재용 김재홍 김정아 김정호 김정희 김종해 김주찬 김준석 김지선 김진수 김진수 김진철 김진환 김창수 김창업 김창주 김창화 김천
권 김철홍 김철희 김태영 김태영 김태완 김택수 김필식 김한오 김한중 김혁진 김현기 김현보 김현수 김현영 김현우 김형근 김호영 김홍연 김홍집 김
환수 김훈정+김기범+김가범 김희경 김희선 김희수 김희철 남두현 남시호 남창현 노동헌 노수상 노승방 노승휘 노택식 류명열 류종화 명동진 문덕순 
문병호 문선 문영석 문용호 문재연 민선영 박귀엽 박노영 박미리 박미정 박미정 박미주 박상문 박상옥 박상중 박선진 박성혁 박성호 박성호 박세원 
박수영 박수은 박수인 박숙우 박승원 박영철 박용남 박용대 박윤희 박재성 박재휘 박정민 박정현 박종우 박주연 박주현 박주희 박준규 박중장 박진
석 박진욱 박창식 박철훈 박태선 박현주 박홍순 방미숙 방병운 방주민 배경선 배윤기 배정민 배한철 백광모 백광우 백승국 범현균 변인숙 서건석 서
경석 서귀현 서석만 서영석 서용훈 서은미 서종원 서한배 손충모 손혁진 송경평 송기인 송석환 송일희 송재원 송태안 송항석 송해만 송혁관 송혜란 
신기철 신동국 신명숙 신봉훈 신선우 신성선 신수범 신영진 신용우 신용준 신재훈 신지현 신진규 신태철 심교영 심성식 심숙희 심승호 심준섭 심향
구 심형진 안명찬 안상수 안영동 안영봉 안재환 안정식 안효진 양경일 양낙신 양성택 양승렬 양재도 양재혁 여순주 오동현 오성환 오수지 오슬기 오
신택 오영진+유은미 오주원 원성섭 유기종 유돈형 유수경 유영진 유은하 유은희 유정열 윤경세 윤고운 윤낙영 윤대진 윤미연 윤범림 윤상학 윤정혁 
윤찬원 윤현미 윤호영 이강우 이강혁 이경하 이경하 이경호 이경호 이경호 이경훈 이광수 이규호 이기성 이대성 이대원+이자하 이동환 이명학 이미
숙 이미숙 이미양 이민영 이민우 이민형 이병재 이병철 이상기 이상대 이상수 이상은 이상일 이상준 이상희 이석주 이선권 이성곤 이성재 이성훈 이
세실 이소연 이수곤 이수현 이숙희+이다인 이승길 이승민 이여낙산 이연성 이영미 이용선 이용식 이용집 이우재 이우택 이유찬 이윤구 이은출 이일
영 이재민 이재수 이재식 이재우 이재홍 이정락 이정욱 이정철 이정현 이정훈 이제현 이종관 이종광 이종근 이종진 이종필 이종훈 이주연 이주현 이
주형 이주환 이주희 이준배 이준영 이준철 이준형 이진호 이충현 이태용 이택호 이필수 이혁범 이현숙 이현정 이현정 이혜정 인수범 인재철 임계수 
임광호 임문택 임성근 임승규 임용렬 임원우 임재호 임지연 임현경 장근수 장근오 장민기 장상길 장서원 장석현 장선경 장세정 장용석 장우순 장원
석 장정동 장지숙 전근영 전길수 전미선 전용호 전인성 전지호 정광식 정규옥 정기호 정문식 정상권 정상현 정세국 정연경 정연준 정영희 정예진 정
우석 정윤기 정을영 정재헌 정재환 정진호 정택복 정해경 정향진 정현구 정현구 정현배 정현호 조광휘 조동기 조민지+조영섭+한경진 조복숙 조성진 
조성혜 조시형 조신호 조연석 조영민 조용석 조우진 조원길 조은미 조은주 조인수 조재형 조진규 조창배 조창현 조태영 조혁 조후아 조훈 주명애 주
성민 지하영 차룡 차영미 채형기 천영기 천영훈 천정일 최경웅 최경호 최광규 최동식 최명희 최미경 최민석 최병선 최병옥 최병준 최성훈 최송 최숙
현 최영미 최용운 최우영 최은영 최재영 최재중 최정순 최정우 최정임 최종국 최종철 최주송 최현종 최형진 최홍진 케이원모터스 하성룡 하영식 한
경국 한근옥 한병운 한상덕 한상훈 한성용 한성주 한영근 한의열 한채연 함병승 함용호 허선화 홍남표 홍성윤 홍성재 홍성진한의원 홍성희 홍순숙 
황동준 황보근석 황선룡 황영옥 황윤하 황인웅 황인태 황재포 황진도   강원지부  김은숙+진형주 가붕현 강봉덕 강선욱 강철원 강희재 고광영 고순
복 구재승 구태회 권경민 권장희 권태규 권형준 권희범 김갑수 김경년 김경수 김경호 김남주 김남호 김대현 김동민 김동욱 김만중 김문연 김미정 김
민철 김배철 김부열 김성희 김세원 김순봉 김승수 김승암 김시헌 김아영 김영실 김영아 김영호 김영회 김용 김용진 김우영 김원식 김은주 김익록 김
재섭 김정미 김정화 김종언 김주영 김지양 김진국 김진옥 김창수 김철빈 김태식 김태완 김해란 김형호 김홍예 김환태 김활보 김희영 노영일 문순옥+
함성훈+함지완 문응상 문진영 민원식 박경곤 박도식 박무범 박민현 박봉교 박상수 박상준 박상훈 박용남 박원재 박융기 박재균 박정원+박태빈+박
태웅+박태산 박종수 박종필 박찬우 박철민 박충섭 박홍진 방선희 배상윤 배연수 배준수 백상헌 백종성 변용익 변창수 변학송 서규학 서영준 손건웅 
송선홍 송은기 신덕진 신문선 신석재 신수정 신윤섭 신은영 신형직 신호선 심완용 안복모 안상규 안준민 안중철 안창호 양이천 양재창 어성민 엄동
진 엄희석 오무경 오용덕 오웅철 오지웅 오현택 오흥주 우강호 우홍기 원동훈 원백규 원성곤 원승재 유상열 유선기 유지숙 유창구 윤광희 윤명천 윤
영미 윤용택 윤재식 윤종만 윤종태 윤찬영 윤태균 이갑수 이경상 이경숙 이경호 이구찬 이기옥 이기원 이기철 이덕연 이도행 이만순 이문성 이미림 
이미희 이민환 이병우 이병훈 이쁜이 이상만 이수영 이승원 이승일 이승철 이영기 이영래 이옥규 이원춘 이은선 이은주 이임표 이재성 이재형 이정
미+김민영 이정식 이준용 이진석 이해진 임국현 임성재 임영배 임용순 임채헌 임희강 장성우 장재균 장혁표 장형진+장승주+장영주 전경구 전남진 
전만록 전명수 전영서 전재운 전찬용 정민영 정성진 정영준 정철우 정현권 정희정 조병현 조승희 조우일 조유영 조유찬 조평기 주광호 진영준 천성
필 천영화 최규식 최돈우 최득영 최미선 최상문 최상현 최영옥 최의안 최지혁 최창규 최택수 탁정열 표성배 한기성 한덕훈 한주희 함명준 함점순 허
행철 홍경전 홍관표 홍승훈 홍진표 황동규 황석범 황재연 황점순 황혜림   대전지부  가명현+배선옥 강석윤 강영숙+김정현 강진이 강택중 고병년 고
양우 곽민수 곽시환 구자배+배진수 권우진 권태환 권혁범 권혁응 권호기 길영수 김기수 김기운 김기정 김기채 김남태 김동재 김명희 김미현 김민철 
김백중 김병철 김병혁 김상기 김상기 김상대 김상형+한정은 김상훈 김선관 김선근 김선회 김성동 김성수 김성호 김성훈 김성훈 김순옥 김시현 김여
환 김영균 김영남 김영범 김영일 김영주 김영진+박광옥 김영태 김온순 김용선 김용주 김용철 김원찬 김윤정 김윤칠 김장환 김정덕 김정아 김정훈 김
종민 김종선 김종천 김종희 김지영 김지혁 김진균 김철식 김칠성 김택찬 김학동 김현수 김현태 김현택 김형태 김호상 김홍집 나경호 나기웅 나영길 



52    201601

나학주 단윤경 도현일 류경혜 류기형 류연근 류재봉 류조웅 문상조 문성학 문지협 박건 박경희 박광석 박국성 박기훈 박덕근 박두진 박민심 박병무 
박삼종 박상덕 박상일 박승서 박의선 박인혜 박정인 박정화 박종휴 박주령 박진성 박찬 박철신 박해룡 박헌명 박호연 박희숙 박희엽 박희인 방승옥 
배현미 백준선 변은수 변지숙 사영숙 서경실 서나현 서상문 서영남 서준수 설승희 성연순 소순영 손용규 손종영 손준호 손화숙 송동호 송범기 송병
진 송세환 송우엽 송원순 송의강 송인석 송진희 송치성 신근만 신미수 신정인 신흥식 신희숙 심유리 안규익 안신영 양덕춘 양찬모 양희제 양희천 여
인종 여인철 연준모 오경석 오남진 오대진 오명숙 오미연 오병흔 오상혁 오세란 오영석 오태훈 오홍영 우미경 우성철 유갑식 유승우 유현미 윤권열 
윤미정 윤석영 윤석오 윤성혁 윤여운 윤주병 이경용 이경현 이경호 이공우 이관명 이규봉 이동기 이동일 이범식 이상묵 이상민 이상윤 이상혁 이석
주 이선미 이수민 이순옥 이순주 이승상 이승아 이승엽 이승준 이승호 이안희 이영승 이영웅 이용복 이용운 이원석 이재구 이재명 이정희 이주흥 이
준휘 이증훈 이지선 이지영 이진모 이진용+이성호+이은호+송복숙 이학준 이한길 이행섭 이현정 인창원 임국주 임덕근 임문희 임삼근 임상일 임의
수 임정수 임정용 장석인 장세원 장인백 전오성 전태일 정계옥 정기종 정소연 정송미 정순영 정용재 정인회 정지현 조남주 조선기 조성완 조성인 조
아인 조정래 조정민 조한육 조항진 좌혜경 주영호 진은혜 천무영 천성인 최경 최라미 최병욱 최봉각 최상환 최영호 최용문 최원석 최재완 최종선 최
준민 최진영 최찬묵 최태익 최한성 최효창 한규광 한병한 한성열 한진수 한진수+홍정희 허충근 현영석 홍경표 홍근표 홍금주 홍유진 홍현성 황두
성 황인식 황화인   충남지부  가덕현 강대석 강도연 강석환 강성구 강영근 강인성 강주병 강해연 강현주 강환창 고경미 고경일 고영기 고완수 공금
란 구재성 구철호 권기안 권선학 권성구 권세경 권영미 권영선 권종욱 권종진 권진복 권희용 기형도 길일기 길준용 김강민 김강표 김경민 김경민 김
규태+김숙영+김한별+김하늘+김경연 김근환 김난주 김능우 김대경 김대명 김대현 김덕신 김도석 김동익+김지운 김두규 김명진 김미경 김미경 김
민규 김배현 김배형 김범수 김복현 김상남 김상호 김석윤 김선명 김성우 김성조 김성탁 김수남 김수정 김순옥 김승회 김양선 김양중 김연원 김영범 
김영옥 김영우 김영천 김영희 김용주 김용환 김원식 김원유 김은석 김은수 김은영 김인섭 김인수 김재관 김재철 김정기 김정애 김정진 김정희 김종
구 김종국 김종민 김종성 김종숙 김종윤 김종훈 김주용 김주철 김지선+이희경 김지순 김지철 김진구 김진수 김진영 김진용 김찬형 김창길 김창섭 김
춘식 김태곤+한진희 김태균 김태순 김학수 김한상 김현석 김현응 김형진 김화자 나석주 나욱종 노태옥 류바른 류병훈 류연왕 맹붕재 문강현 문용민 
문지성 문태욱 민성기 박경철 박기노 박기두 박남규 박동희 박상일 박상훈 박선욱 박성덕 박성묵 박성수 박성찬 박세훈 박소영 박송범+김명숙 박승
일 박옥배 박인숙 박일근 박재연 박정모 박정미 박정오 박종건 박종란 박종래 박종섭 박종훈 박지환 박진 박진환 박진휘 박태원 배경일 배장렬+김지
영 백대현 백용해+송진숙 백은영 백철호 복민영 서성복 서성원 석상준 설양환 성기복 성웅기 손문종 손성훈 손원택 손혜숙 송윤동 송준호 송지숙 
송형래 신선희 신승식 신영근 신인섭+윤혜경 신정수 신종식 심동보 심혜준 안광진 안병열 안병우 안장헌 양동진+안혜경 양모세 양수철 양순옥 양
승회 양지우 양향목 엄민호 엄소일 염은영 오경일 오동원 오상제 오석근 오선섭 오창용 오학순 왕종훈 우인웅 우종갑 원경화 원종형 유명재 유상 유
상현 유승용 유정일 유정현 유향숙+박종봉 유호태 유화정 윤동권 윤소한 윤원식 윤정숙 윤종진 윤지연 윤혜안+김병철 은명완 이강석 이강현 이강
희 이경미 이경철 이경희 이규훈 이규희 이기웅 이기준 이기훈 이단비 이대준 이동일 이득우 이명곤 이명순 이미화 이민규 이병택 이봉우 이상구 이
상기 이상길 이상무 이상미 이상순 이상윤 이상호 이석면 이석민 이선주 이성아 이성환 이수용 이수호 이순영 이순의 이승숙 이승준 이시진 이양주 
이영길 이영준 이영진 이영희 이왕규 이요한 이용남 이원희 이인재 이인호 이장우 이재윤 이재하 이정표 이정학+최항희 이정환+고규원+이현무 이
정훈 이제한 이종국 이종화 이준희 이지연 이지현 이진형 이찬선 이태영 이해성 이혜정 이홍재 이훈국 임덕순 임명판 임병진 임봉규 임승연 임원빈 
임정묵 임지훈 임태민 장경국 장근석 장동순 장명진 장보윤 장석용 장세옥 장승순 장훈수 전경수+염남희 전순옥 전승례 전이수 전진아 전해윤 전형
진 전혜리 전훈진 정명재 정미경 정상우 정성희 정영숙 정용희 정우철 정윤영 정의주 정일권 정일수 정일순 정재선 정재영 정주배 정찬식 정창영 정
하진 조기호 조동길 조무연 조미숙 조미옥 조병진+조유진 조병헌 조선이 조선희 조성신 조영광 조원옥 조종정 조형석 지대흥 지형철 진교영 진인옥 
채화영 최광명 최기섭 최동선 최만정 최미경 최병두 최봉 최성수 최수용 최수호 최영희 최용수 최용안 최용진 최운천 최원주+문정례 최의진 최익순 
최종진 최준영 최중한 최철수 최충진 최혁 최호진 추상옥 편웅식 하상욱 하영숙 한광희 한기영 한명규 한범수 한성준 한유정 함은형 허정인 현종갑 
형인창 홍남화 홍미숙 홍성표 홍순일 홍익선 홍임순 홍재아 홍지호 홍학수 황규완 황서영 황선만 황성선 황성연 황성하 황영은 황의대 황지령   충북
지부  강사구 강재동 강정민 강철 강훈 고재권 곽용섭 구금회 구수경 구자형 권오선 권오성 권재환 권혁상 권효준 기영+기호민 길채린 김경렬 김경태 
김경태 김관식 김관식 김광직 김기덕 김두수 김명옥 김명진 김문수 김미진 김민성 김민주 김병권 김상무 김상범 김상엽 김상준 김상태 김상현 김석
환 김선구 김성수 김성진 김성훈 김순규 김영석 김영우 김옥희 김용범 김응남 김인각 김인한 김장영 김재경 김정호 김종건 김종길 김종철 김종환 김
주회 김준태 김진성 김진우 김진한+최미예 김창곤 김창우 김충구 김태수 김태억 김학주 김학현 김해정 김헌식 김현규 김형대 김혜숙 김홍진 남강우 
남궁홍 남준영 남현정 노인원 노희경 류수성 리신호 리학효 문성식 문일준 민경만 민경택 민병주 민병희 박경일 박광호 박노환 박누리 박동혁 박병희 
박상현 박수나 박순우 박용길 박인권 박장호 박정규 박정섭 박준범 박찬교 박찬희 박형락 방승욱 배경호 백복란 백상철 백서윤 백종오 백형근 서동
수 서무춘 서영자 서우석 서우영+김영선 서행원 선병수 설용식 성기남 성현주 손갑재 손방익 손현준 송기복 송세민 송영덕+송현준+송혁준 송영옥 
송영현 송지훈 송형진 송흥권 신광철 신근철 신동명 신동운 신영복 신윤아+남서연+남정연 신철영 신현숙 신호선 안기홍 안남기 안상진 안서연 안태
희 양경숙 양노형+하운자 연제식 염은경 예종현 오경호 오권택 오세창 오진욱 오황균 우세종 유근한 유영주 유완상 유은희 유충옥 윤기순 윤기영 윤
정진 윤종희+지순주 이경태 이광수 이기용 이명애 이명옥 이미진 이보영 이복형 이선중 이성희 이세구 이송희 이수진 이승복 이안 이연우 이영림 이
영욱 이용대 이용원 이원석 이은숙 이응교 이재상 이종록 이종상 이주용 이지선 이진수 이진수 이진호 이창수 이철희 이철희 이철희 이태훈 이태희 
이해승 이해인 이향숙 이현균 이현주 이현희 임동수 임정빈 임정순 임종철 임채옥 임형식 장기석 장만규 장병춘 장영상 장지현 장효배 전돈석 전봉
성 전완기 전은경+최우용 전홍식 정길 정동창 정만수 정상은 정수희 정순영 정시우 정청천 정태수 정필수 정현숙 정환지 조관호 조만호 조만희 조성
모 조영주 조진영+김명녀 조현 주장은 진충호 채희복 천정엽 최경혜 최근묵 최남희 최영오 최웅길 최은섭 최인철 최재경 최종순 탄성스님 한기윤 한
봉희 한상민 한승연 한진영 허창재 허회승+손기순+허원준 현석영 홍성미 홍순두 홍준기 홍진숙 황대선 황미 황선희 황종택   광주지부(+나주 담
양 영광 장성 함평 화순)  강동호 강승옥 강우승 강정채 강지만+이정란 강지원 고성기 고영인 고영훈 고윤숙 고재옥 고행균 곽세원 곽재원 곽형재 
구문정 구태영 국혜윤 기언주 김경모 김경미 김경수 김경일 김계관 김광현 김광훈 김권일 김귀호 김규완 김기중 김덕곤 김덕기 김덕기+유은숙 김도
일 김동선 김동수 김동수 김동주 김명수 김명희 김미진 김미향 김민수 김민제 김배중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선자 김성식 김성인 김성중 김성택+장
미희 김성현 김수남 김수복 김순흥+김파랑 김승형 김연진 김영철 김영포 김영필 김영호 김용윤 김용인 김원섭 김원진 김윤정 김윤화 김은수 김은지 
김은희 김인자 김일선 김재남 김재옥 김재호 김재호 김정님 김정옥 김정화 김정환 김조헌 김종관 김종규 김종근 김종남 김종민 김종백 김종채 김종
철 김종환 김지영 김지희 김진관 김진규 김진영 김진우 김태석 김택현 김하늬 김현진 김홍구 김희택 나대수 나상규 나상기 나철원 나효식 노동길 노
부기 노현희 류세홍 류재준+류의태+류의성 류창석 류현수 리우상 마은경 마진열 마창남 명경관 문봉준 문상언 문성미 문성준 문융 문장욱 문종국 
민경아 박강의 박강호 박계훈 박기봉 박남규 박덕하 박동기 박명희 박미자 박병상 박병조 박성옥 박성자 박소영 박수정 박순 박순 박승호 박시종 박
연주 박영철 박용서 박원남 박윤정 박윤진 박은경 박은영 박의연 박인철 박전일 박정근 박정희+배경문 박종철 박종하 박종한 박종환 박진아 박진현 
박진형 박찬석 박찬호 박창준 박철완 박철우 박철우 박칠순 박태서 박하윤 박현두 박현철 박현태 박형구 박형민 박혜란 박혜원 박홍근 박환철 방문
섭 배무궁 백금렬 백승익 백영자 백은석 백희선 범미숙 봉기 봉준완 빈순열 서두현 서미선 서부원 서상혁 서유정 석헌주 선종덕 손기래 손미경 손여
진 손옥현 손태동 손혜원 손호현 손홍묵 송광근 송만호 송진명 신동민 신민구 신수영 신익주 신정신 신중철 신호윤 신홍기 심수영 심인수 안녕 안대
현 안성섭 안성환 안영숙 안정현 양동헌 양서영 양수남 양수랑 여종수 염득기 오광옥 오상학 오세원 오재호 오제웅 오주성 오청미 오현근 위상복 유
선규 유선문 유영경 유영윤 유은진 유종현 유진효 윤강욱 윤두병 윤선자 윤소정 윤재득 윤제식 윤종순 윤지영 윤치중 윤현근 윤혜진 이강래 이경민 
이경환 이국언 이금호 이기문 이길영+전성옥+이지혜 이남주 이덕배 이문형 이민범 이상채 이상철 이석하 이선규 이선영 이선주 이순덕 이승룡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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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이영범 이옥희 이용대 이용빈 이일범 이장우 이재문 이재환 이정삼 이
정옥 이종건 이지훈 이진선 이찬성 이철호 이태영 이필중 이헌 이현아 이
현우+이미호 이형연 이화정 이황구+이은자 이황노+이은성 이희숙 임광
욱 임명재 임여진 임지웅 임추섭 임학모 임호진+임재민 장경선 장기창 장
미영 장영길 장용열 장은영 장은주 장종덕 전민 전태철 정기헌 정나라 정
누리 정대환 정두호 정방규 정수미 정승윤 정영준 정용진 정운채 정은미 
정은진 정일용 정정호 정정환 정종태 정종호 정진철 정찬경 정태연 정현
석 정효영 조상호 조성민 조성식 조영국 조영선 조우섭 조운석 조장환 조
하늘 조휴오 주용태 주하주 지영도 지태현 진우섭 차래은 차준철 차진규 
채금례 채수연 채영선 채현숙 천도성 천재영 청공소리 최동혁 최만재 최
성욱 최승한 최승호 최영화 최영환 최진호 추연숙 한귀례 한상준 한영주 
함광호 허호범+장은영 허환 홍기섭 홍선민 홍성일 홍소영 홍운호 홍지영 
홍혜순 황세연   전북지부  강기영 강대연 강병진 강성옥+배지영 강승규 
강신욱 강영구 강완성 강우종 강원석 강은정 강지연 강칠현 강호 고미숙 
고부기 고영현 고한영 곽석철 국산 국은영 권대선 권도하 권오인 김건연 
김경란 김경래 김경일 김광옥 김귀봉 김기선 김기술 김대규 김대중 김도영 
김도형 김동신 김동환 김명수 김문수 김문식 김상윤 김상진+장은아+김
가영 김석환 김선기 김성권 김성화 김소희 김수평 김순덕 김순진 김아람 
김연우 김영광 김영기 김영민 김영실 김영춘 김영택 김용 김용규 김운석 
김원주 김원중 김윤권 김은영 김은영 김은호 김인술 김일한 김재민 김재
호 김정곤 김정희 김제일 김종수 김종환 김주환 김주훈 김중기 김중정 김
지홍 김진복 김진성 김진숙 김진철 김진태 김진홍 김창수 김태성 김태숙 
김판수 김현순 김형종 김호준 김홍수 김희정 나원돈 노미경 노연미+심여
진 노지연 노형섭 라병화 류대용 류정협 문성곤 문완모 민경호 박상우 박
상윤 박수현 박수현 박승진 박용환 박인용 박정규 송미숙 박정대 박종철 
박종혁 박주용 박중신 박지숙 박진성 박태혁 박향란+김규+김원선 박현
철 박형길 박형용 방춘성 백승환 부안한의원 서경희 서금철 서남이 서원
신 서장원 선명춘 선은숙 성제훈 소경석 소병훈 손길수 송기수 송승환 송
인 송주호 송호성 신기철 신나리 신동수 신명교 신정호 신제균 신종운 안
완용 안치황 양동주 양윤정 양재식 양지숙 양창일 양철민 양해연+이운기 
오금남 오기성 오기택 오동영 오승미 오용대 오재광 오종락 오화정 옹기
현 우승현 원석만 유금도 유기옥 유명환 유석기 유선옥 유성 유승록 유영
수 유영화 유지현 유진 유충일 윤방원 윤일 윤일호 이갑상 이경석 이경진 
이경희 이금산 이기만 이덕관 이동백 이동학 이동현 이명진 이명희 이문
희 이미르 이민선 이민영 이범석 이병규 이상곤 이상규 이석무 이석주 이
선심 이선향 이성실 이성현 이성훈 이숙 이승준 이승현 이연주 이연호 이
영권 이영천 이영현 이영후 이영희 이용선 이우성 이윤경 이윤상 이윤희 
이재은 이재현 이종민 이종화 이주현 이주형 이준희 이지호 이진영 이창
희 이철민 이춘섭 이춘성 이태균 이태영 이태화 이평중 이학노 이현춘 이
형재 이형철 이훈주 이희종 이희찬 임숙자 임숙정 임종환 임종훈 임창현 
임환덕 장광순 장금남 장덕상 장복동 장수용 장원영 장원주 장을규 장준
갑 장효진 전병구 전보라 전성철 전승종 전재경 전재완 전종서 전형례 정
경아 정덕주 정상용 정석희 정성용 정영균 정영미 정윤숙 정윤승 정재철 
정정환 정지윤 정찬수 정찬호 정태삼 정환길+당은자+정민석 정희종 조
기문 조기호 조남곤 조미영 조준상 조진영 조현선 조환형 조희정 주민규 
차호 채시병 채주병 천정일 최경봉 최광현 최대섭 최대인 최문간 최병권 
최보영 최봉규 최승수 최영근 최인성 최재흔 최창영 최현규 최형조 최흥
열 최희덕 추광호 태기용 하영기 한남희 한병옥 한수경 한승우 한일길 한
준형 한치영+한태주 한필수 한향미 한홍준 허량 호병재 홍지훈 황민주 황
영희 황원구 황원찬 황의민   전남동부지부(순천 여수 광양 고흥 곡성 구례 보성)  강다현 강병준 강세형 강수연 강필성+강새찬 고상연 고은영 고
종대 고해철 공나윤 공주희 곽민준 곽상철 김경국 김경수 김경식 김귀채 김기영 김기용 김동환 김득우 김명재 김병하 김상보 김선일 김성묵 김소희 
김숙의 김숭곤 김영재 김영철 김오용 김옥서 김용균 김용주 김원대 김재만 김재우 김종삼 김종수 김주형 김지용 김진상 김창빈 김창섭 김철환 김형
범 김형용 김혜영 김희철 나미애 남규수 류민지+류민주+류민한+류민재 류현석 류호진 문갑식 문수현 문승화 문영만 문인수 박경범 박귀수 박근태 
박금주 박래훈 박미현 박병현 박상섭 박상완 박상윤 박선준 박성삼 박순창 박옥병 박옥임 박인근 박정기+송성심+박세영 박정철 박종길 박종채 박
종택 박주권 박현주 백남준 백승재 백자호 변영주 서기룡+양미진 서길웅 서동욱 서성수 서은하 선현우 선휘성 성진경 손영준 손점옥 송윤지 송은곤 
송재형 송헌영 신영우 신임숙 신창호 심재곤 심창호 안병훈 안영오 안은혜 양동한 양병춘 양정희 염기남 오기철 오병종 오영록 오은수 오정훈 왕태
황 왕효상 우명조 유동애 윤선환 윤영현 윤영호 윤재일 윤창남 이경숙 이근신+곽간숙 이대성 이민철 이상원 이석봉 이선아 이수보 이승헌 이승혜 이
영강 이영기 이영록 이영재 이오성 이용현 이용호 이정승 이정우 이종관 이주행 이준태 이진우 이찬희 이철수 이현종 임미진 임병용 임승관 임은옥 
장현필 전계옥 전형식 정경숙 정병무 정병태 정상조 정성권 정성수 정억만 정영운 정용한 정원휘 정인선 정제문 정지아 정진남 정환기 정회선 정후
영 조경숙 조경일 조금옥 조기선 조대환 조수연 조승현 조연수 조주연 조현욱 주동옥 주형동 최영식 최영욱 최영진 최우성 최은영 최재운 최지선 최
창호 최철용 최춘태 추병옥 한기섭 한윤택 한재현+김진희+한선교+한혜린 한창진 한택희 함규 허석 현민정 홍정원 홍지연 홍진경 황선근 황원용 황
의병 황의형 황인문 황인창+강혜련 황인철 황호균   전남서부지회(강진 목포 무안 신안 영암 완도 장흥 진도 해남)  강근배 강승이 강은정 고광웅 
고동현 곽상현 곽현준 구종우 국윤주 김경배 김경재 김균태 김금례 김기대 김기욱 김승수 김영석 김옥선 김유근 김인성 김종록 김종철 김현국 김형
민 김훤모 김희재 나용기 나은정 남철우 노진순 노형태 마응철 문경주 문승지 박계윤 박관호 박광웅+박형일 박병율 박상규 박안수 박윤희 박진명 박

2015년 11월 결산
총수입 137,059,800

회원회비 등 기부금  127,059,800  

특별회비 10,000,000

총 지출  133,966,550 

회원 사업비│회원·지부사업, 
회보제작 발송 등

 10,080,170 

기획 사업비│임종국상시상식, 
학교로찾아가는독립운동 전시 등

15,329,360 

연대 사업비│국정화반대,

민간인학살유해발굴 등    17,184,400 

편찬 사업비   81,007,280   

인건비(급여, 퇴직연금 등)      65,158,800 

복리후생비  1,239,520 

지급수수료  2,409,100 

교육훈련비  1,000,000 

회의비  365,900 

도서인쇄비(자료, 도서구입 등)  2,425,930 

소모품비(사무용품 등)  2,245,230 

통신비(전화, 우편발송료 등)  460,380 

4대보험법인부담금  5,702,420 

일반 관리비  10,365,340   

보험료  83,380 

관리비  1,300,000 

수도광열비  485,460 

지급수수료(보안 경비)  209,500 

지급임차료  8,287,000 

잔 액 3,09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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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 박학주 박형준 박홍정 배종열 서경오 서동중 서수용 송지훈 신민식 양승희 양현주 오승우 오인균 오정현 위득량 위유진 유종 윤경삼 윤동준+
문영선 이경승 이광수 이문포 이성환 이용헌 이종관 이춘도 이형철 임광남 임채점 전윤수 정경수 정기호 정성일 정인선 정진봉 조방근 조지연 조진
숙 조형석 착한정육점 채지훈 최성환 최영섭 최영수 최윤덕 최윤섭 최정규 최정석 하상복 한승희 함태원 허종수 허종운 홍길표 황광호 황일권 황찬
율   대구지부(+경산 고령 군위 성주 영천 청도 칠곡)  AKIOKA AYA 강상우 강상희 강성중 강수욱 강현구 강현숙 강혜리 강효현 고수진 고승우 공
기현 공하영 곽진우 구자대 권규호 권기태 권명숙 권성원+권소영+권용준+권은다 권오극 권용진 권재호 권재화 권정화 기대원 김가람 김가희 김가
희+박선주 김갑균 김경석 김경열 김경태 김경태 김경호 김경환 김기수 김기태 김기현 김남길 김대우 김도원 김동락 김동욱 김동욱 김동호 김두희 김
만식 김명구 김병식 김병헌 김보경 김분임 김비아 김수경 김순현 김애경 김영만 김영민 김영범 김영재 김영호 김용락 김용옥 김윤진 김정복 김종수 
김종호 김종환 김주일 김주태 김주현 김준규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진각 김진욱 김찬호 김찬희 김창복 김철현 김태영 김태용 김태일 김태형 김태훈 
김태훈 김학준 김항서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호동 김호영 김흥수 김희모 김희철 나성진 나원연 남영철 노규선 노미경 노승희 도기호 도순환 동원
서 류성만 류성열 류영철 류지홍 류희준 리세호 문상현 문철조 민미화 민보경 민세인 박경진 박대윤 박명호 박미숙 박미숙 박석곤 박성무 박세석 박
소현 박애희 박양주 박얼 박여목 박영석 박영출 박인규 박인제 박장호 박종현 박종현 박중규 박현수 박후주 박희석 방준우 배경구 배대오 백권기 백
열기 백정숙 변진석 서영윤 서재용 서재일 서정한 서정희 서혜정 성영지 성주연 소기춘 손정현 송민호 송원호 송의익 송호상 신명철 신무용 신연희 
신유호 신은경 신중근 신한규 신효철 심윤보 심재문 안상영 안영현 안윤환 안태영 안휴대 엄재열 여경학 여상균 여우동 여찬랑 여현기 오상균 오정
순 오혜란 오홍석 우제희 유재용 유한목 유현진 윤근배 윤미경 윤영원 윤재만 윤종민 윤창익 이경숙 이기수 이기형 이대영 이동우 이두희 이병천 이
병훈 이병희 이삼택 이상곤 이상철 이상희 이석화 이성엽 이성오 이성호 이성화 이수동 이수란 이승연 이영춘 이용운 이웅진 이윤갑 이윤원 이은영 
이은주 이일호 이장희 이재갑 이재하 이점도 이정건 이정순 이정찬 이정훈 이정희 이종엽 이주현 이주호 이준원 이중재 이진식 이진욱 이창선 이창
중 이춘옥 이풍락 이헌철 이현우 이혜순 이호봉 이호춘 이홍구 이홍기 임경희 임대호 임대희 임삼조 임정화 임종진 장내환 장연재 장영환+김태은 장
준호 장혁인 장호준 전다슬 전문균 전성구 전용욱 정광호 정도영 정동필 정수경 정수환 정승표 정연하 정영주 정용채 정위영 정유열 정윤경 정인수 
정정옥 정준영 정지혜 정출옥 정헌호 정혜천+김희숙 정희철 조금숙 조성일 조승현 조영목 조윤화 조은태 조정아 조학래 조항구 차순식 최상준 최송
호 최수환 최영근 최우성 최윤련 최은경 최장윤 최준혁 최진욱 최진찬 최찬식 최창부 최훈영 최훤태 피준찬 하윤미 하헌수 한승균 허현석 홍수진 홍
진석 황경환 황애주 황영섭 황용삼 황원만   경북동부(경주 영덕 포항 울릉)  강선래 강인원 고경숙 곽영신 구성태 권순철 권운익 권일 기석도 김기
락 김덕권 김동효 김성대 김성렬 김성운 김성호 김용재 김용훈 김윤호+양지연 김은정 김은하 김정미 김정수 김정식 김지현 김학렬 김현철 김형만 김
홍근 김홍섭 김홍희 김환 남현욱 노국진 도진영 류병구 목수관 박근영 박남조 박성현 박순찬 박의일 반준성 배창환 손규한 손양수 손정배 송상준 신
경철 신동기 신동일 신정원 신제욱 신종진 안동혁 오영숙 우동대 윤희영 이상민 이성인 이수영 이승원 이영철 이영철 이원민+박정혜 이윤정 이주상 
이창희 이철 이한구 이형우 이훈행 임명표 임영신 임정규 장기용 장현대 장혜지 전영배 전재형 전훈 정경진 정순태+서혜영 정윤주 조세은 조현래 조
현목+김정순 최상도 최영준 최은지 최형인 한영선 한재민 허남전 허영희 황승훈 황정민   경북북부지부(영주 봉화 안동 의성 예천 울진 영양 청송)  
강석주 강창구 강한구 고우호 권민석 권민성 권석창 권영선 권오선 권인택 권준호 권진용 권홍철 김경욱 김규남 김기문 김동국 김동주 김두영 김마루 
김명균 김명희 김병수 김복협 김서우 김석한 김수동 김시원 김은수 김을식 김점구 김정민 김주철 김준길 김지훈 김진선 김진식 김태환 김필재 김헌
택 김현우 김홍배 김홍진 남기종 남숙희 남순임 남조운 류종길 문상일 박덕환 박동규 박명규 박명배 박소정 박완서 박원덕 박종선 박찬영 박태인 반
정식 배용한 변황섭 서성훈 서순환 손준호 송분선 송상욱 송정근 신영순 신희경 심아령 심재길 오도감 오동환 오상범 오영준 오은경 우상숙 우성섭 
원창호 유병광 유정종 윤예석 윤옥식 윤준하 윤형수 윤희철 이경미 이근배 이기범 이동진 이면구 이병홍 이윤해 이지형 이창 이항증 이헌붕 임은주 
임정석 임형만 장경연 장남길 장연재 장영희 장헌호 장호경 전대근 전순화+박하나+박현 전종갑 정민환 정성화 정창수 조경원 조병순 조은숙 조준
영 조헌기 채희백+김종례 최윤환 최재동 최재수 최재훈 최창옥 최태훈+김미현 한준호 한철희 황선종 황선택 황윤길   경북서부(구미 상주 김천 문
경)  구자숙 권영임 김동현 김만순 김무건 김민기 김성호 김수용 김영태 김유산 김은경 김정찬 김진용 김현영 도영주 문세민 문호준 박도훈 박동광 박
명근 박성학 박진필 배장욱 변창우 성동현 송대헌 송미영 송진환 송해임 육승철 윤성희 윤임경 이광현 이대창 이동근 이상훈 이용희 이정옥 이창식 
이현길 이현철 이형진 장락기 장상수 장호철 정영근 정용운 정윤영 정의선 정준모 조시현 조영옥 하영란 한경옥 함석호 함영운 홍운기 황용건   부산
지부(+김해 양산)  21세기치과의원 강동환 강명주 강문회 강민호 강승탁 강신성 강신우 강영미 강예슬 강원식 강원호 강재성 강종권 강현숙 강홍관 
고민석 고민아 고은희 고호성 공도식 공치성 곽동환 구모룡 구자영 구태형 권경업 권봉수 권순범 권아름 권영택 권재현 권현주 기동진 김경석 김경
수 김경욱 김경희 김광호 김규식 김근화 김금화 김기범 김남경 김다혜 김대근 김대근 김도윤 김동훈 김두지 김리경 김만경 김명수 김미경 김미수 김
미영 김미영+안수종 김미옥 김미정 김미정 김민영 김민우 김민지 김병국 김병권 김병성 김병찬 김봉수 김봉천 김상균 김석룡 김선영 김성규 김성룡 
김성삼 김성욱 김성욱 김세희 김순영 김승현 김승환 김아정 김양현 김연만 김연미 김영숙 김영원 김영일 김영주 김영희 김용수 김용정 김용희 김우
곤 김우봉순 김원주 김원중 김은정 김의경 김장원 김재근 김재현 김점선 김종만 김종석 김종천 김주완 김준권+이선악 김지영 김지혜 김진구 김진기 
김진덕 김진옥 김진완 김진호 김차름 김창헌 김창호 김창호 김철우 김청민 김춘식 김태백 김태완 김태조 김태현 김태화 김한웅 김해식 김현준 김혜
영 김호룡 김호진 김희정 남이원 남재영 남찬섭 남효정 노대권 노재진 노혜영 류재천 문갑식 문덕태 문석진 문영진 문정희 문준상 문현수 민경준 민
병창 민옥기 박건희 박경아 박경조 박경태 박근태 박기종 박기철 박기호 박남도 박노희 박대용 박민호 박보성 박보현 박부관 박상인 박상진 박상형 박
선미 박성환 박소영 박순옥 박언희 박영숙 박영준 박영희 박용주 박원곤 박은상 박은주 박익곤 박인범 박인호 박인환 박일송 박일환 박재월 박정기 
박정희 박종기 박종윤 박종필 박주동 박준우 박진태 박찬주 박찬흠 박창수 박창흠 박철규 박태식 박태영 박태진 박해출 박현 박현규 박형준 박혜심 
박홍길 방성룡 배봉득 배수현 배은정 배종만 배주희 배판렬(요아킴) 배현욱 백상진 백서연 변량근+정미경 변창호 변희은 복혜정 빈현정+장형동 서
문태민 서봉만 서상도 서승완 서춘보 서현수 서혜란 서혜선 선우철준 설미숙 설제욱 성상훈 성외관 손영진 손정호 송병주 송재은 송지현 송진대 신
경태 신득철 신문식 신상민 신수범 신장호 신재완 신창항 신창훈 신호근 심경렬 심익현 안광주 안성완 안재현 안지웅 안현주 안희관 양상철 양준호 
양홍창 엄상혁 엄이섭 엄종섭 엄준용 엄희영 여대규 여동훈 여영우 여찬모 오경훈 오기석 오기호 오수환 오영숙 오은미 오희경 우경자 우무섭 원영
숙 유점자 윤경수 윤명옥 윤명화 윤성혁 윤홍기 이강주 이건호 이경란 이경임 이경화 이경훈 이광휘 이금병 이나리 이낙원 이덕순 이덕우 이덕희 이
도환 이동섭 이동영 이동홍 이명남 이명희 이민숙 이민재 이민주 이병명 이보경 이봉규 이상겸 이상경 이상국 이상균 이상돈 이상우 이상진 이상철 
이석중 이성우 이성출 이성호 이수진 이수화 이순우 이승재 이언주 이영실 이영일 이예진 이우처 이우형 이원희 이은주 이일근 이재천 이재형 이정
민 이정신 이정일 이종민 이종숙 이종진 이종철 이종한 이종희 이지웅 이진욱 이찬구 이창재 이태곤 이태호 이태환 이한표 이해숙 이헌덕 이현도 이
현재 이현재 이현주 이형곤 이호석 임규찬 임순영 임영해 임재환 임지연 임진권 임해미+임해리 임형태 장나영 장병준 장봉주 장세천 장우연 장윤정 
장은성 장은호 장의형 장정자 장준기+조영순 전경환 전명준 전성진 전애선 전창완 전현정 전호상 정경석 정광진 정금희 정기호 정남모 정다운 정병
규 정병선 정상모 정성욱 정성원 정의열 정인범 정일진 정재봉 정재훈 정재훈+이인숙 정진우+최숙경 정철효 정헌 정현기 정현덕 정효평 제갈발모 
조광신 조국현 조귀환 조명숙 조문주 조병구 조용남 조용윤 조윤근 조은미 조재인 조찬규 조한석 조현철 주정숙 주정태 주중열 지용수 지현주 차주
형 차형규 채경석 천동욱 천필홍 최광수+최한결 최광호 최귀용 최귀화 최기경 최동철 최민식 최병준 최병희 최성락 최성웅 최성혜 최승희 최영규 최
영하 최영호 최용국 최원락 최점식 최정호 최지은 최진홍 최칠영 최훈성 추준우 탁경완 탁성자 하강진 하명화 하성원 하승균 하우열 하종민 하종호 
하치홍 하태웅 한근식 한동호 한영일 한진호 함상훈 허선혜 허영화 허종필 허진도 홍민기 홍순연 홍태의 황기진 황기철 황미남 황선열 황정화 황지
원 황춘화 황현기 황호진   울산지부  강다남 강병준 강승복 강영훈 강준형 고동주 고용우 고주한 구교훈 권기백 권준섭 김경남 김경수 김광률 김광
언 김기영 김기표 김덕수 김도협 김동섭 김동한 김미량 김민선 김민주 김봉기 김상규 김상호 김석진 김성부 김양호 김영민 김영민 김영호 김용 김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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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락 김윤석 김재동 김정화 김종우 김준오 김중국 김지영 김지은 김지중 김학승 김현태 김형섭 김혜진 김호영 남현찬 노태영 도철호 라승태 류내
선 류동광 류지환 류진호 마채복 문기열 문채환 박경신 박경열 박광우 박기태 박노진 박미단 박미리 박순모 박영진 박윤수 박인근 박인하 박재붕 박
재창 박주현 박태환 박현우 배지은 백보현 백승욱 변일용 복진두 서미경 서인환 서자영 손대호 손성권 송경영 송수환 송원국 신승현 안병훈 안복록 
안인오 안태랑 양동석 예연성 오갑석 오금순 우봉석 원태식 유대우 유재민 윤민지 윤병한 윤석현 이대현 이명호 이상권 이상순 이상윤 이상훈 이상
훈 이성재 이수갑 이영채+최광휘 이용완 이정자 이제현 이종훈 이지현 이채택 이충엽 이태용 이현우 이호무 이호숙 이효상 임성조 임언화 임현주 장
길상 장병오 장정식 장현진 전기택 전재병 전재호 정계향 정상욱 정선문 정성호 정소슬 정용오 정용재 정의삼 정준환 정철종 조건현 조경호 조길래 
조미란 조승수 조승완 조제광 조종오 주영남 지은형 최귀선 최미선 최인호 최춘식 한재훈 한종오 함상욱 황성태 황준호   경남동부(마산 창원 진해 
밀양 창녕 함안)  강광훈 강구영 강정애 강정철 강정훈 강해중 고재필 공미숙 구미현 권옥필 권용수 권혁범 기민구 김경규 김금수 김기석 김기향 김
대엽 김대훈 김동희 김명애 김민성 김민주 김봉열 김성태 김수곤 김승희 김영수 김영은 김영진 김영호 김영희 김은재 김정규 김정현 김정환 김종출 
김주완 김주일 김진성 김철영 김하영 김한식 김현수 김형석 김호균 김희국 노문상 노호규 도기범 도향숙 류재영 맹성욱 문재화 민성기 박경희 박근
호 박기현 박대영 박문희 박성현 박성환 박수영 박승식 박아름예나 박영환 박용 박재영 박정익 박지현 배재현 배준호 백지현 사공엽 손대길 손명환 
손태환 송기인 송원영 신기락 신영기 심철우 심현동 안복준 안승욱 안연정 안영철 안현제 안형기 안혜경 원혜욱 유소훈 윤금엽 윤상한 윤준영 이경
식 이관철 이명희 이미옥 이봉희 이선호 이성규 이성기 이성길 이수원 이수일 이수철 이숙정 이순일 이승준 이영규 이윤상 이은도 이재욱 이종덕 이
종찬 이종태 이준설 이지우 이창규 이창용 이택규 이현진 이혜경 이호석 이화수 이희동 임광채 임보섭 장계석 장병철 장용수 전대진 전정표 정경식 
정다인 정문숙 정임근 제정삼 조동일 조재강 조철승 지주형 진양오 진중우 차미숙 차윤재 최광호 최명한 최상현 최영근 최영배 최영심 최영철 최우
석 최필숙 하홍수 한명자 한선아 한승동 한용덕 한정현 한진욱 허무룡 허정도 허창재 홍창희 황광수 황상일 황인규 황정진   경남서부(진주 사천 고
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거제 통영 의령)  강무성 강민찬 강선구 강지연 강진길 강학도 강호광 고석배 고정택 고주열 구자운 권석호 권순
정 권영수 권재명 권창원 권택근 김건수 김경호 김광민 김기수 김기호 김동주 김동진 김미숙 김민재 김병수 김보영 김봉석 김상민 김상선 김상수 김
상일 김상일 김상희 김수정 김영목 김영옥 김영희 김용덕 김용원 김용주 김일권 김점숙 김정웅 김정현 김정희 김종간 김종익 김종필 김진도 김찬수 
김형열 김호련 김홍기 남성민 남호섭 노태희 류기영 류현성 문성주 민동기 박근영 박기관 박노정 박민주 박상해 박성문 박수천 박옥섭 박옥희 박용
진 박원숙 박은주 박해관 박흥준 방수원 배동주 배동철 배영란 배영준 배현령 변영숙 서선주 서효종 석유원+석지윤 설언태 성문주 손정환 송동엽 
송의정 신기철 신용균 심인경 안정순 여찬봉 여태전 여환권 오현숙 옥진호 우정희 우혜순 원종태 유길종 유성수 유성훈 유원숙 유현주 윤환상 음영
민 이강욱 이경규 이광연 이구수 이귀순 이길찬 이도경 이동규 이동호 이명균 이명하 이석대 이순배 이승홍 이유성 이일단 이재승 이재연 이재희 이
종기 이종춘 이창순 이창준 이현주 이후장 임부륙 임영길 임정섭+이영숙 장수범 장지국 장호진 전경제 전계연 전귀연 전민규 전충민 전현주 정귀란 
정귀연 정기영 정대은 정도진 정명기 정명진 정미란 정방환 정성순 정영진 정유석 정임숙 정재헌 정혜정 제순분 조병화+김현진 조인제 조진호 조현
근+장봉실 조형래 조황영 주중연 진영세 진호실 차한권 최명규 최명효 최보화 최승제 최웅환 최재훈 최정규 추민국 하용채 한대수 한병기 한일욱 
허성욱 허영진 허향진 황혜주   제주지부  강경훈 강만순 강상국 강영선 강영준 강진형 강태식 경수현 고문병 고성봉 고성익 고수연 고승무 고영은 
고영철 고은희 고철민 고현철 구창근 김대원 김대호 김민석 김민재 김수윤 김여선+김상훈+김나영 김영석 김용섭 김용현 김용훈 김우식 김은희 김재
윤 김재천 김종혁 김태균 김태형 김행섭+김민정 김훈 김희숙 문재학 박도현 박영수 박용배 박주리 박주영 박지영 배경태 백상곤 부순정 서승환 송승
호 스위밍펜 신용선 신용수 안철성 양상호 오영천 오영훈 오창종 오치문 윤재호 윤준경 윤평훈 이석문 이영권 이원석 이재승 이재우 이호빈 이희웅 
임종호 장성매 장윤희 정두영 정인오 정진섭 정하준 조성식 조시현 조인수 조흠영 좌원봉 진상부 진상필 진영민 최정선 최한정 하명실 한대영 한주
희 한창현 허성훈 허윤효 홍경여 홍수은 홍정숙 홍태진 황미희   역사와책임 후원회원  권위상 김광운 김광진 김대호 김득중 김병일 김병현 김영희 
김의관 김정근 김주일 류준범 박상규 변지숙 서무춘 양근수 양순옥 양재식 양재혁 윤천근 이상일 임권배 장용경 최병천 한경옥 한긍희 현수남 형남
일 황병주   일본 도쿄지회  康三熙 강상중 고창수 구말보 권재성 김달범 김동희 김미경 김미선 김성중 김성희 김순차 김재영＋송종욱 김찬옥 김태
완 나가하시마사코 남춘자＋최정부 다떼노아키라 덴사키치도세 박미아 박영규+김은주+박종석+박종랑 박은정 成正江+成靜江＋成七龍 손진선 
송부자 宋富子 아오이사야카 양동준 오일환 윤조자 이명호 이성전 이춘웅 정곡기 조영숙＋남경출＋남영자 최리순 표슬기   이사회  김병상 김성종 
신창헌 여인철 윤경로 윤종일 이정학 임헌영 조세열 최병문 최수전 함세웅 황의병   해외  강형민 계현사+강애당 기타무라메구미 김수지 김정희 김
현철+김애란 남경록 Min Choi 박근수 박선애 변필우 성윤정 학삼 양석원 염광희 이경우 이덕문 이방연 이용철 이희재 임태일 임회광 OstmeerGim 
야마구찌코이치 전현수 최희주 현정규 황승일 심상임+심종배 Lee,Kang-Hyun   주소확인이 안되는 분  (주)율산 강윤남 김남수 김대성 김덕성 김
덕용 김민중 김승모 김용빈 김용살 김정현 김정희 김종구 김진산 김호민 김효양 남기정 남상휘 늘감사 다나한의원 무기명 무명거북 문상진 민경휘 
민족문제연구소후원 바르게 박기훈 박성용 박영섭 박한창 서포한의원 소회영 송정근 심명섭 심지훈 양소오 엠아이케이 오세연 오종일 원대병원노
조 유태송 이경선 이경숙 이금임 이상호 이석문 이선주 이시영 이이억 이종범 이혁 이혁진 정수환 정현준 제순모 제이윌테크놀로지 조은희 진월동성
당 채창용 최동국 최동규 한만제 한우승 한자경 허준영 홍세현 홍한기 황성우 황재권

CMS 자동납부를 하시면 사무국의 회비관리가 자동화됩니다

CMS 자동납부를 신청하실 분은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약정액을 알려주십시

오. 매월 10일, 25일이 정기출금일이고, 이날 잔액이 부족해 출금되지 않을 경우 20일 미납

출금일에 한번 더 인출됩니다. CMS가 여의치 않은 분들은 아래 계좌로 계좌간 자동이체

나 무통장입금을 하셔도 됩니다. 이름이 같으신 회원들도 있으니 입금 후 전화주시거나 누

리집에 글을 남겨주십시오. 예금주는 모두 (사)민족문제연구소입니다.

국민은행 921601-01-089584 농     협 031-01-436664

우리은행 751-419572-01-007 우 체 국 010983-01-00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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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계좌이체 등]  구와가야모리오 1만원 김남규 10만원 김육훈 10만원 김재선 10만원 김점선 10만원 김정희 5만원 김진한 10만원  
박경삼 3만원 박안수 5만원 박영웅 1만원 박영태 200만원 박이선 10만원 사노미치오 1만원 설환웅 100만원 야마구치아키코 1만원 유태
성 1만원 이기문 100만원 이노우에마나부 1만원 울산지부․울주군여성회 11만6천원 임전혜 1만원 임종훈 10만원 장병화 500만원 전준희 
3만원 조정열 1만원 조형주 10만원 한희정외37명 38만원

[신용카드, CMS (월분납 포함)]   ㄱ   강영훈 1만원 강정인 2만원 강종권 1만원 고정근 2만원 곽승민 2만원 권오훈 1만원 김  곤 1만
원 김광훈 1만원 김도형 1만원 김명현 1만원 김미형 1만원 김세라 1만원 김영화 1만원 김윤주 2만원 김인규 1만원 김인정 2만원 김종성 2
만원 김지애 1만원 김철희 1만원 김태수 1만원 김태완 3만원 김한성 2만원   ㄷ   도종원 １만   ㄹ   류사영 1만원   ㅁ  명대순 
1만원   ㅂ   박기석 1만원 박대선 2만원 박승원 3만원 박영선 1만원 박영재 1만원 박일태 1만원 박정미 1만원 박정우 1만원 박정현 1만
원 박중열 1만원 박철호 1만원 박형철 5천원 방선희 1만원 백광준 3만원   ㅅ   설광호 2만원 성명희 1만원 성지윤 5천원 손명선 1만원 
송은미 1만원 송재영 1만원 신국현 2만원 신윤정 1만원 심경주 1만원   ㅇ   안지연 1만원 양경희 1만원 양승미 2만원 양창민 1만원 오
영재 2만원 원종형 2만원 위영진 2만원 유영서 1만원 윤상연 1만원 윤신제 1만원 윤여현 3만원 윤준호 1만원 이경호 1만원 이대식 1만원 
이승리 1만원 이승우 1만원 이신재 1만원 이영화 1만원 이유진 1만원 이재린 1만원 이정연 1만원 이종득 1만원 이종민 1만원 이준희 3만
원 이진호 3만원 이창용 1만원 이채영 1만원 이호원 1만원 이효진 1만원    ㅈ   장경남 1만원 장세중 1만원 장혜주 1만원 전갑진 1만원 
전종민 2만원 정기용 1만원 정미복 1만원 정승윤 1만원 정진숙 1만원 정호주 1만원 조규봉 5천원 조명아 2만원 조성미 1만원 조성민 3만
원 조재광 2만원 조현혁 2만원 조형래 1만원 지소영 1만원   ㅊ   최숙희 1만원 최용수 2만원 최우준 1만원 최은미 2만원 최재혁 1만원   

ㅎ   한정욱 1만원 함영표 1만원 허철원 1만원    전체 모금액(2011. 1. 1~ 2015. 12. 31) 694,614,892원

시민역사관건립기금을 내신 분들   2015.12
우리은행 1002-852-760345   예금주 : 시민역사관(이이화)

제대로 보는 우리 역사
우리역사 제대로 보기

범국민 역사책 읽기 운동

▪ 참가대상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시민

▪ 부문 

독서감상문 부문   A4 규격(4매 이내)에 작성된 문서(hwp,doc) 또는 PDF 파일

미디어 부문    UCC, 영상제작물, 역사신문, 팜플렛, 그림, 만화(웹툰), 카드뉴스 등 형식, 규격 제한 없음. 

▪ 참가방법   추천 도서를 읽고 온라인 참가신청서 접수. 작품(결과물)은 우편 및 메일 접수

  ※추천도서 목록은 www.historyact.kr 에서 확인

마감   2016년 2월 10일까지(2월 10일 소인까지 인정)

우편 : (02462)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83 2층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사무국

메일 : historyact.kr@gmail.com 

▪ 문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사무국

전화  02-969-7904   이메일  historyact.kr@gmail.com

▪ 주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 후원   한겨레신문사



민족문제연구소 조직구성

·이사장 함세웅(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지도위원 강덕상(재일한인역사자료관장) 강만길(전 상지대 총장) 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 김석범(재일 문학가) 김시업(성균관

대 명예교수) 김우종(재중 사학자) 김윤수(전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창국(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 김태영(경

희대 명예교수) 김호일(중앙대 명예교수) 김홍명(조선대 명예교수) 김효순(포럼진실과정의 공동대표) 리중화(재중 저술가) 박석

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영석(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박현서(한양대 명예교수)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변철호(재중 언론

인) 서승(일본 리츠메이칸대 특임교수) 서중석(성균관대 명예교수) 성대경(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송기인(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심정섭(독립운동사 연구가) 염무웅(문학평론가)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연복(서울교대 명예교수) 이우성(퇴계학연구원 원장) 이이화(역사학자) 이해학(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공동대표) 

전기호(전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조동걸(국민대 명예교수) 조정래(소설가) 주섭일(언론인) 최만립(전 대한

올림픽위원회KOC 부위원장) 최병모(변호사) 최삼룡(재중 문학평론가) 최염(경주 최부자 주손) 한상범(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현기영(소설가)

·고문변호사단 대표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한규(법무법인 현우) 김희수(법무법인 현) 박영립(법무법인 화우) 양태훈(법무법인 해마루) 이덕우(법무법인 창조) 이민석(대

양법률사무소) 이석태(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최병모(법무법인 씨엘) 장홍록(법무법인 해마루) 정만순(법률사무소 일신) 

정철승(법무법인 더펌)

· 상임이사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 이사 강신석(세자시강원 원장) 김성종(대일랩서비스 대표) 김여선(제주대 교수) 신창헌(자성학원 원장) 신명식(전 내일신문 편집

국장) 여인철(운영위원장) 유민(전 국정홍보처 외신대변인) 윤경로(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전 한성대 총장) 윤종일(서일대 교

수) 이동수(동영산업 대표) 이정학(서해농장 대표) 임추섭(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임태경(대경KC&C 대표) 장완익(태

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변호사) 조동기(조동기논술전문학원 원장) 조세열(법인 사무총장) 최병문(영진학원 원

장) 황의병(삼립공업사 대표) 

· 감사 임명호(공인회계사) 최수전(상계백병원 내과 교수)

· 소장 임헌영

· 운영위원회  

위원장 여인철  부위원장 문선 박기호 송진복 안김정애 이덕수 이민우 정한봄 홍소연    

운영위원 강세형(전남동부지부) 고장오(경기군포안양지부) 김방원(서울서부지부) 김순흥(광주지부) 김재광(경기북부지부) 김재

운(서울동부지부) 김재호(전북지부) 김진한(충북지부) 김희원(경기동북지부) 박건(서울강서양천지부) 박기호(부산지부) 송승호(

제주지부) 송진복(서울관악동작지부) 오홍석(대구지부) 윤옥식(경북북부지부) 이달호(경기수원지부) 이덕수(경기성남광주지부) 

이민우(인천지부) 이순옥(대전지부) 이영국(서울남서지부) 송승호(제주지부) 신대광(경기안산시흥지부) 정한봄(서울강남서초지

부) 최무희(서울중부지부) 최영봉(경기고양파주지부) 최일남(경기부천지부) 최종진(충남지부) 홍석경(경기과천의왕지부) 

▪ 전국 28개 지부, 일본 도쿄지회, 정읍지회, 제천단양지회, 진주지회, 천안아산지회, 춘천지회, 공주지회(준) 활동 중 

· 집행부(상근자)

사무총장  조세열

사무국  국장 : 방학진 / 회계팀장 : 송혜원, 회계담당 : 김주호 / 대외협력팀장 : 김영환

              회원사업담당 : 김병구, 신다희 / 편집담당 : 손기순

연구실  실장 : 박수현(친일인명사전편찬위 사무국장,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 권시용, 노기 카오리, 박광종, 조한성 / 연구원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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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실장 : 김승은(책임연구원) / 책임연구원 : 이순우 / 자료팀장 : 강동민(연구원) / 안미정

교육홍보실  실장 : 박한용(책임연구원) / 기록정보팀장 : 임선화,   영상기록 담당 : 오경아  

                      교육팀장 : 방은희(역사정의실천연대 사무국장) / 홍보팀장 : 송민희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  공동대표 : 이희자 / 집행위원장 : 김민철(책임연구원) / 간사 : 김진영(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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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년대 한국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던졌던 친일파 연구의 고전 친일문학론
이 정밀한 고증과 주해를 거쳐 거듭났다. 370여 개의 각주와 1,100여명의 인명색
인에서 반세기의 세월을 뛰어넘은 원저자와 후학들의 치열한 교감이 느껴진다.

교주본 친일문학론

임종국 저·이건제 교주·648쪽 35,000원(회원가 29,750원)

민족문제연구소와 포럼 진실과정의가 함께 펴내는 과거사 청산운동 전문 학술
지. 8호에서는 ‘과거사 재심과 국가손해배상 소송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2차피
해’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역사와 책임 8호 
연2회 발행·13,000원(회원가 11,050원)

허씨 일문을 따라 서간도로 망명한 독립투사 이상룡 선생의 손부 허은 여사 회고
록. 시할아버지, 시아버지,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온갖 고난을 함께 한 여사는 
1920년대 만주 독립운동의 역사와 한인 여성들의 애환을 진솔하게 들려준다.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독립투사 이상룡 선생 손부 허은 여사 회고록

구술 허은·기록 변창애·280쪽 12,000원(회원가 10,200원)

지청천 장군의 딸이자 한국 광복군의 여전사 지복영 여사의 파란만장했던 26년
간의 기록. 만리타향에서 조국을 되찾고자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항일전사들의 
애환을 가슴깊이 공감할 수 있다. 전문가의 치밀한 주석과 20여 점의 사진 수록. 

민들레의 비상
여성 한국광복군 지복영 회고록

지복영 지음·이준식 정리·303쪽 15,000원(회원가 12,750원)

191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제 식민지배의 실상과 과거사청산운동을 유물 
사진과 도표, 상세한 해설을 붙여 개괄적으로 조명한 도록집. ‘일제, 조선을 삼키
다’ 등 4부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소 소장 자료를 포함한 800여 개의 도판을 실었다.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
강제병합 100년 특별전 도록 

285쪽 25,000원(회원가 21,250원)

민연이
만든책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201-271908
민연주식회사

누리집에서
카드결제 가능

일제에 의해 징병 1기로 끌려갔다가 히로시마에서 원폭피해를 입은 곽귀훈 선
생의 회고록. 선생은 1998년 일본정부에 ‘피폭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1
년과 2002년 판결에서 모두 승소, 일본원폭지원법의 대상자 자격을 쟁취한 최
초의 한국인 원폭피해자다. 

나는 한국인 피폭자다
원폭피해자 곽귀훈의 삶과 투쟁 

곽귀훈 저·285쪽 15,000원(회원가 12,75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