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이화 선생 조문 마지막 날...각계 애도 잇따라
지난 18일(수) 별세한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의 빈소에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의 애도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장례는 민족사 정립과 역사 대중화에 헌신해온 선생의 의지를
기려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빈소는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조문 첫날에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등 정계 인사들의
조화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의 근조기가
빈소에 도착해 유족을 위로했다.
고인을 기리기 위한 본격적인 조문행렬이 이어진 것은 이튿날(19일)부터였다. 이날 오
후 1시경,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한 데 이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등의 정·관계 인사들이 조문했다. 오후
7시경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아 유족 및 조문객들을 인사를 나누며 고
인을 애도했다.
무엇보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애도가 끊이지 않았다. 빈소를 가장 먼저 찾은 이들은
고인이 생전에 헌신하며 몸담아 오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역사문제연구소와 민족
문제연구소의 동료와 후학들이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과 윤경로 전 한성대총
장,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은 일찍부터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도와 조문객을
맞았다. 이어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과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장 등이 조문했다. 그 밖에 선생이 관여한 단체와 기관의 동료들과 지
인, 전국 각지의 한국전쟁민간인학살 유족들과 동학농민군의 후손, 일반 시민들의 조
문 행렬이 이어졌다.
조문 마지막 날인 20일 오전 11시 30분경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로
부터 추서된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을 고인 영전에 바쳤다. 앞서 19일, 문화체육
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 연구와 학술·교육 발전에 큰 공적을 세
운” 고(故) 이이화 선생을 기리기 위해 국민훈장 추서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문은 마지막 날인 오늘(20일), 늦은 시각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고인을 기리는 시민들의 관심에 감사하다”면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간소함을 원하는 유족들의 뜻을 감안하여 추모식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
례 행사는 생략할 것”임을 밝혔다. 대신 연구소는 조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19일
오후부터 연구소 홈페이지(www.minjok.or.kr)에 추모사이트를 개설, 운영 중이다. 추

모사이트에서 선생의 생애와 저술활동, 사진과 동영상을 살펴보고 직접 추모글을 남
길 수 있다.
한편 발인은 21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장지로 출발하기에 앞서, 유족 및 고
인과 각별한 친분을 가졌던 인사들이 간소한 영결식을 거행한다. 빈소를 떠난 운구행
렬은 고인의 자택이 있는 헤이리 마을을 거쳐 장지인 파주 동화경모공원으로 이동한
다.
*문의: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방학진(010-8638-8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