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DB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민주화운동 DB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kdemo.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A동 6층
전화: 02)3709-7618 팩스: 02)3709-7520

비매품/무료

ISBN 979-11-87593-44-7

민주화운동 DB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2017. 12.

연구책임자 이영제(한국민주주의연구소)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요약문
Ⅰ. 연구개요
○ 6월 항쟁 30주년을 맞이하지만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국가
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의 준거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조사·연
구가 필요

Ⅱ.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 현황과 문제점
○ 민주화보상법은 피해자,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중심으로 제한된 민주화
운동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6월 항쟁 관련 인정자는 73건에 불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나 민주화운동을 추가로 인증하는
유일한 제도적 방법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해산으로 민주화운동
추가 인증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음

Ⅲ.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방향의 변화
○ 2016년~2017년 촛불집회는 국민 다수가 민주화운동 내지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
에 참여한 경험을 갖게 됨으로써 기념·계승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
○ 민주주의는 사치재, 보통재를 넘어 필수재·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게 됨
○ 이에 따라 기념·계승사업은 과거의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현재의 민주주의 실
천 참여자, 미래의 민주주의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전환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의 기반 및 준거 마련이 필요

Ⅳ. 민주화운동 DB 구축 방안
○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연구·교육·전시 등의 준거가 되는 LOD기
반의 DB 시스템 구축이 목표
○ 민주화운동 사전과 연계하여 구축하는 방안과 연표 사업과 연계하여 정리하는
방안이 있음.

Ⅴ. 활용방안
○ 민주화운동 등재 시스템, 시민아카이빙, 민주화운동 위키피디아 등 시민이 주
도적으로 자신의 민주적 실천을 기록·정리하는 참여형 사업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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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2017년 6월 항쟁 30주년이자 민주화 30년이 되는 해지이만 민주운동의 기념·
계승이 되는 기초 자료(사건·인물·단체 등)에 대한 국가적·공적 차원의 정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
◦ 한국 민주화운동 관련 기초 DB 부재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은 물론 관련 연
구·서비스 등이 어려움
◦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사업들이 개별적, 분산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비효율성 및
사회적 갈등을 야기
◦ 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자산인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체계적·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의 준거
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이를 위한 조사·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민주화운동 기념·계승관련 자료정리 실태 분석과 DB구축의 필요성 제시
◦ 민주화운동 DB구축 사업 추진 및 활용방향 연구

2

수행범위

❑ 민주화운동의 적극적 기념·계승으로서 민주화운동 DB 필요성
◦ 기존 민주화운동 정리 현황 분석과 대안 제시
◦ 민주화운동 DB의 필요성 제시

❑ 민주화운동 DB 구축 및 활용방향
◦ 사업 환경에 기초한 민주화운동 DB 구축 진행 방향
◦ 민주화운동 DB를 활용한 기념·계승사업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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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 현황과 문제점

1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률적 대상의 문제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인정
◦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법률로 정의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
한 사례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과 그에 따른 ‘민주
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위원회 심의·결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두
가지임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 제2조(정
의) 제1항에서 민주화운동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
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됨
◦ 민주화보상법 제정당시에는 대상이 되는 민주화운동의 시기가 1969년 8월 7일
이후 즉, 3선 개헌 반대운동 이후였으나 2007년 개정을 통해 시기적으로는
‘한일회담반대운동(6·3항쟁)’까지 포괄하고, 내용적으로는 ‘헌법이 지향하는 이
념 및 가치의 실현’이 추가
◦ 같은 법에 제2조 제2항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①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
람, ②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③민주화운동으로 인
하여 대통령령으로 종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
정되는 사람, ④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
계를 받은 사람 중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
정된 사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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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인정
◦ 민주화보상법에 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법률의 목적상 민주화운동을
보다 적합하게 정의할 수 있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제1조(목적)에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고 하여, 민주화운동 일반에 대한 대해 접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민주화운동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
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
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
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으로 정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를 함에 있어 대표적
사건을 앞부분에 나열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이러
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제정당시 민주화운동의 사례
로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을 들었으나 이후 2.28대구민주
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등이 추가되는 개정이 진행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
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①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
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
운동 및 6·10항쟁, ②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한 사례가 있는 민주화운동, ③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률적 접근의 한계
◦ 법·제도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는 민주화운동을 전체적으로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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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기념·계승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차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의는 법제정 또는 개정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실도 반영하
고 있는데, 아직까지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또는 사회적 차원의 개념이나 가
치 등의 정립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주고 있음
◦ 민주화보상법은 제1조(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
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
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하고 있음. 즉, 민주화운동 전반에 걸친 조사와 연구를 통한 역사적 정립과
그에 따른 기념과 계승이 아닌 민주화과정에서의 희생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
정과 복지향상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이상에서 살펴본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는 기능적·행정적 필요에 의해 내려지
고 있음. 민주화보상법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그 시기와 범위를 정하고 있
음. 따라서 민주화보상법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와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법에 의해 명예회복 및 보상하고자 하는 특정한 대상으로서 민주화운동과 민
주화운동 관련자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는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사건과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자를 포괄하고 이외의 활동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하
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고시된 민주화운동의 사례가 없고, 정당성을 부
여할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조항에 머무르
고 있음
◦ 민주화운동사업회시행령 제정당시에는 관련된 법에 명시된 민주화운동과 민주
화보상법에 의한 활동 이외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 소속하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심의위원회’를 두어 민주화운동의 심의하도록 했음. ‘민주
화운동기념사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고 위원장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맡도록 했으나 2008년 장기
간 미구성을 이유로 폐지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활동이 진행 중이었고,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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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체계적으로 정리·연구되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위원회는 폐지되기
보다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이었음. 특히 위원회 설치의 취지가
법률로 인정된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위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례 이외의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2015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였음.
◦ 이처럼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률적·기능적·행정적 접근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의 민주화운동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의 부족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
상심의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국가 차원의 민주화운동 관련 활동과 관련자에
대한 추가 인정을 사실상 봉인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2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대상의 불완전성

❑ 민주화운동에 대한 소극적 접근의 문제
◦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계승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
위원회법 등에서 드러나듯이 소극적 접근이라는 특징
◦ ‘민주화운동관련자’에서 ‘관련자’라는 용어는 ‘유공자’에 비해 상당히 소극적인
개념. 민주화운동 참여자의 광범위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한국에
서 민주주의 성취와 발전에 기여한 인사에 대한 희생자, 피해자적 접근은 민주
화운동에 대한 소극적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임.
◦ 사실상 민주화운동 관련 개별사건과 관련자를 국가적으로 인정한 민보상위에
서의 민주화운동관련자 심의·결정은 이와 같은 소극적 접근의 문제점을 고스란
히 드러내고 있음. 특히 민주화보상법에서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심의·결정
을 하는 신청자주의, 자기입증의 원칙, 신청기간의 제한 등의 문제는 민보상위
가 발간한 민주화운동 백서에 잘 드러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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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 정리 현황: 6월 항쟁 사례
◦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으로 꼽히고 있는 6월 항쟁
은 전국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참해 민주주의를 쟁취한 사건임. 6월 26일 진행
된 ‘국민평화대행진’의 경우 전국 37개 도시 269곳에서 국본추산 130만 명,
경찰추산 5만8천 명이 참석한, 촛불시위 이전 최대의 전국적 시위로 알려져
있음. 당시 자료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3,467명, 서울에서만 2,139명이 연행
되었음(6월 민주항쟁 , 241)
국민평화대행진 지역별 참가 인원
지역

주 시위장소

참가 인원

서울역광장, 서부역, 영등포역, 동대문, 남대
서울

문, 안국동로타리, 광교, 신세계, 세종문화 뒷

255,700명

골목, 민추협앞, 을지로입구 외 30개 지역

경기

수원 역전, 시외버스 터미널 북문

30,000명

안양 중앙로, 경찰서, 시청앞

10,000명

성남

종합시장, 시청앞, 인하병원앞, 주종점, 성호
시장

안산
인천

300명
부평역, 백마장, 중앙로, 롯데리아 앞, 부평시
장, 개선문예식장, 송림동로타리, 청천시장

춘천 8호광장, 국민은행앞, 강원은행앞, 명동입구
강원 원주 농협앞, 시청광장

충남

전남

2,000명
300명

중앙로, YMCA앞 원동4거리, 카톨릭 문화회
관 앞, 선화교등

천안 역광장
충북 청주

25,000명

1,000명

태백 구영암운수 종점, 시청앞
대전

40,000명

50,000명
3,000명

국민은행앞, 남궁병원앞, 터미널, 수아사, 육
거리

5,000명

순천 시청앞, 시외버스터미널

10,000명

여수 중앙동로타리 진남관앞

15,000명

완도 완도경찰서앞

5,000명

목포 카톨릭센터앞, 시청앞 2호광장, 중앙시장,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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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명

비고

포극장
금남로 3,4,5,6가 태평극장~광주공원,
광주

중앙4거리 – 하일은행, 서현교회앞

500,000명

유동삼거리, 도청 800미터밖 전지역
안동 목성동성당앞, 시청앞, 시외터미널, 안동역앞
경북

군민 합세

30,000명

영천
김천
포항 국민은행 4거리, 6거리, 시청앞
전주

전북

인근지역 시

팔달로, 전주역, 관통로, 금암동로타리, 코아
백화점, 중앙성당앞, 서중앞로타리, 시청앞

3,000명
150,000명

군산 시청앞, 군산역, 경찰서앞, 법원앞

15,000명

이리 장인동성당앞, 이리역, 모현동

15,000명

대구

중앙통일대, 대구고운동장, 제일극장, 대한극
장, 아카데미극장, 반월당앞, 동아백화점앞

마산 마산역 – 불종거리(?)

20,000명

경남 진주

20,000명

울산 학성동, 역전시장
부산
제주도

40,000명

2,000명

범내골, 부전시장, 중앙시장, 남포동일대, 가
야시장, 부산진시장
중앙로

50,000명
1,000명

합계

1,308,300명

◦ 민주화운동 백서는 민보상위가 그 활동과 결과를 정리한 자료임.
◦ 민보상위에 신청된 사건은 156건이었으며, 이중 인정된 것은 73건, 불인정은
83건이었음. 불인정건 다수는 보상건 및 불기소, 수배, 훈방 등 민주화보상법
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인정된 건들임. 신청인들의 지역분포를 보면 서울
53건, 광주 39건, 부산 23건, 대구 10건, 대전 3건, 인천 1건, 울산 1건, 강원
2건, 경기 4건, 경남 6건, 경북 1건, 전남 4건, 전북 6건, 충북 2건, 제주 2건
임.(민주화운동 백서 177)
◦ 6·10민주항쟁은 국가기념식이 진행되는 중요한 민주화운동도 불구하고 6·10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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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항쟁관련 인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는 73건에 불과함.
구분

신청건

건수

156

인정
명예회복

보상

22

61

불인정
83
불기소, 수배, 훈방은 요건

비고

미해당

◦ 부산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김
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문익환 목사, 국본 상황실장이었던 이해찬 전
총리 등은 6·10항쟁 관련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지 않은 미 인정자이거나
구체적인 피해사실 부재로 인한 비관련자임.
◦ 구체적인 예로, 이해찬 총리의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이지만 민청학련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로 국한되어 있음.

이해찬 전 국무총리 민주화운동 인정 사례
이해찬(52. 7. 10.), 명예, 1974･11980, 민청학련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1973. 11.경부터 학생운동가들을 규합, 1974. 4. 3. 교내에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명의의 “유신이란 해괴한 쿠데타와 1･8 조치 등의 폭
압정치로 언론을 탄압하고 학원과 교회에서 억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유
인물을 배포하고 반정부 시위 등을 계획하는 등 민청학련 활동과 관련하여 9.
28. 긴급조치위반, 내란음모죄로 징역 10년(비상고등군법회의) 및 12. 3. 학사징
계(정학, 재입학 불허조치); 1980. 5. 2.~5.17. 서울역 등지에서 계엄철폐 요구시
위 중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하여 1980. 7.28. 학사징계(제명) (2004. 12.
27. 제128차)
◦ 그 외에도 1985년 ‘학원안정법 반대투쟁’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건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전두환반대운동 등으로 분류되고 있음.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위원회 활동 백서 또는 심의·결정 백서가 되
어야할 자료집이 민주화운동 백서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문제도 있음

- 8 -

Ⅲ.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방향 변화
1

민주화운동 관련 환경의 변화

❑ 촛불집회와 국민 다수의 민주화운동 참여자 시대 도래
◦ 역사상 유례없는 다수의 국민이 참여한 촛불집회는 지금까지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과 계승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
◦ 4·19, 6·3, 5·18 등 기존의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들은 희생자 내지 피해자, 참
여자들이 특정되거나 시공간적으로 제한적인 반면 소위 ‘촛불혁명’으로까지 불
리는 촛불집회는 그 참여자나 관련자가 국민 대부분이 해당 될 만큼 포괄적임
◦ 촛불집회는 참가의 규모나 민주적 성취에 있어 기존의 민주항쟁이나 혁명을
능가하지만 그 직접적인 희생자나 주도자(지도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계승의 패러다임으로는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
음
◦ 희생자와 피해자 중심의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를 넘어 전 국민적 참여와
성취를 이룩한 촛불집회 이후 기념·계승의 개념이나 대상의 측면에서 새롭게
고민 되어야할 것으로 보임
◦ 희생자, 피해자 중심에서 국민의 참여와 민주주의의 성취에 대한 집단적 기념
과 계승과 개인적 차원의 병행이 필요함(다층적 수준의 기념계승)

❑ 민주화 후 세대의 증가와 다양한 가치의 수평·병렬화
◦ 민주화 30년은 민주주의의 성취와 후퇴, 민주화세력과 권위주의 세력의 공존
이라는 현실과는 별도로 역설적으로 민주화운동을 역사의 한 장면으로 만들었
음.
◦ 최근 10년간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와 권위주의적 통치의 부활은 민주화운동과
같은 저항을 필연적으로 재생산했음. 그것은 분명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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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도 과거의 민주화운동과 일치하지는 않는 새로운 특징과 성격을 갖고
있음
◦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촛불집회인데, 사드배치, 인권, 양극화, 청년 등 참여의
이유나 방식이 다양해졌고, 지도부대신 집회를 운영하는 주최측이 있었음
◦ 시민들은 스스로 촛불집회(Candle assembly)라는 광장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를 통해 연대하고, 심의하고 향후 진행 방향을 결정하였음
◦ 민주대 반민주화 같은 거시적, 진영적, 양자대립적이거나 또는 주요모순, 기본
모순과 같이 계층적이거나 선후차적이지 않고, 다양한 가치와 과제들이 수평적
이고 병렬적임.
◦ 민주화 후 세대의 증가와 다양한 가치의 수평·병렬화는 민주화세대에서 민주주
의 세대로의 변화를 의미함

❑ 민주주의의 성격변화와 민주화운동의 공동 자산화
◦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민주주의를 ‘사치재’처럼 여겼음. 그러나 민주화 이
후에는 ‘보통재’적인 성격으로 중요한 가치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발전과
안보 등에 양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가 촛불시위 이후에는 다른 것을 희생
하더라고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음.
◦ 민주주의의 필수재화에 따라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했
음. 이에 따라 민주주의는 소위 민주·진보세력뿐만 아니라 모든 세력이 공유하
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게 됨
◦ 동시에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지방자치의 확대와 더불어 모든 관련 지역에서
정치·사회·문화·경제적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음. 4.19관련 사건의 경우 대구
2.28, 대전 3.8 등이 지역적 노력으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으
며, 다양한 지역에서 기념시설 등이 들어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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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패러다임의 전환

❑ 소극적 기념·계승에서 적극적 기념·계승으로
◦ 민주주의의 필수재, 공공재 시대 기존의 피해자·희생자 중심, 선별적, 제한적
기념·계승에서 다수 참여자를 포괄하는 상시적이고, 체계적, 유연적, 참여적,
통합적, 미래지향적인 기념·계승으로 발전해야 함
◦ 적극적 기념·계승은 민주화보상법에서 피해자·희생자 중심의 접근과 민주화운
동기념사업회법의 소극적 해석에서 벗어나 민주화운동 참여자에 대한 국가적
명예부여를 포함한 다층적 기념·계승을 통한 민주주의 강화·발전에 초점
◦ 기념·계승의 대상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저항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한 다양
한 활동을 포함해야 하며, 그 목적은 과거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기념·
계승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민주주의를 위한 적극적 실천으로 확대
◦ 적극적 기념사업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적인 조사와 그에 기반을 둔 관련 인
물, 사건, 단체 인증, 기념체계 구축,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등
을 포함하여 현재와 미래,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으로서
민주시민교육과 국제 민주주의교류, 과거의 민주화운동과 현재의 민주주의가
만나고, 미래의 민주주의를 그리는 민주주의 전당의 건립 등
◦ 소극적 기념사업에서 적극적, 국민참여적 기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
주화운동관련 조사 및 연구에 기반을 둔 자료체계의 구축을 통해 기념·계승에
대한 국가적 준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다층적·다차원적 기념·계승: 기념·계승 체계의 구축
◦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한 실천의 누적과 촛불시위와 같은 전 국민적 참여에 의
한 민주주의의 구원, 제도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등은 과거의 소극적 기념·계승의 개념으로 담을 수 없음
◦ 다양한 대상, 규모, 의미, 지역, 과제, 시기를 아우르는 다층적, 다차원적 기념·
계승으로 전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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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자·피해자, 유공자뿐만 아니라 참여자, 일반시민, 미래세대, 국가(사회)를
한축으로 하고 다른 축으로는 배상·보상, 명예회복(부여), 치료(치유), 인증, 기
념, 교육, 교류 등을 다른 축으로 하는 다층·다차원적 기념·계승사업의 망 구축
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민주주의를 담아내야 하는 과제
◦ 다층·다차원적 기념·계승사업의 예
- 유공자·기여자에게 국가적 포상과 예우
- 피해자에게 개인적 배상, 보상
- 참여자들에 대한 집단적 명예부여
-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치유
-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보상
- 민주화운동 및 참여자 인정위원회를 통한 상설적 참여자 인증
- 민주주의(민주화운동) 기념관
- 시민교육 센터
- 민주화운동 관련 공적 차원의 조사·연구를 통한 능동적 민주화운동 정리
- 시민아카이빙 등 참여형 기념·사업의 진행

3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의 기반 및 준거 마련

◦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국가정책은 희생자(피해자) 중심의 한시적
보상과 명예회복이라는 소극적 기념사업에 국한됨(국가적 수준에서 민주화운동
에 대한 공식적인 보상 및 명예회복 종료). 따라서 6월 항쟁이 30년이 지났지
만 현재 6월 항쟁 관련 국가의 인정이 73건에 불과(신청 156건 중)할 정도로
기념 및 계승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 민주화관련 국가의 공식 자료인 민보상위 자료가 국가기록원에 봉인되어 있고,
각 지역과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을 진행하는 등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들이 개별적, 분산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사회적 갈등야기 및 비효
율성을 내포
◦ 따라서 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자산인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체계적·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주화운동기념 및 계승의
준거가 될 수 있는 시스템, 즉 기초 DB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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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민주화운동 DB 구축 방안

1

기존 관련 사업 분석

❑ 민주화운동 기초조사 사업 진행 현황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에서는 그 동안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2003년), 지역민주화운동사발간을 위한 기초조사 연
구(2004년~2006년), 민주화운동 사전편찬을 위한 항목 조사연구(2007) 등 기
초조사 사업을 진행했음
◦ 200년대 중·후반 이후 예산 축소와 관련 사업 및 예산의 미배정 등으로 관련
작업이 진전되지 못했으며, 기초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민주화운동사 연표
, 개설서인 한국민주화운동사, 지역민주화운동사 등이 진행되었음

❑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의 성과와 한계
◦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2006, 이하 민주화연표)는 기존 성공회대에서 진행한
민주화운동 일지작업을 토대로 보완 작업을 거쳐 발간되었음
◦ 민주화연표는 발간 당시 상황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을 집대성했다는 의
미에서 민주화운동 연표 발간이 자체로 성과였으나 향후 민주화운동 연구의
진전과 온라인·DB시스템의 발전 등으로 한계에 직면 추가 제작을 중단하였음
◦ 온라인 기반 재작업과 기존 민주화연표 개정판 발간 중 후자를 선택, 지속적으
로 인력과 예산을 투여했음. 민주화운동사와 지역운동사가 발간된 지역에 대한
사건이 추가되었으나 추가로 인력과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는 개정판 발간이
어려운 상황임
◦ 기존 연표작업은 워드프로세서 기반 작업으로 DB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
료 및 기념계승사업과 연계 등이 어려움. 특히 단행본 출판 위주의 작업은 아
직 민주화운동 관련사건, 단체, 인물, 용어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연구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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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출판즉시 오류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음(수정불가능성의 한계)
◦ 중요한 민주화관련 사건들을 연도별로 정리하는 것이 목표인 민주화연표는 정
리된 지역에 한해 반영되었고,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 나열식 구성으
로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고 지역별로 왜곡된 형태로 보여준다는 문제
가 있음.
◦ 집회·시위 중심의 기술로 대표되는 연표를 구성하는 시각과 철학의 미정립은
‘미국의 수입개방 관련 고위 공무원의 방한’과 같은 설명없이 ‘대학생이 한미
은행 앞에서 시위’를 일방적으로 벌인 것으로 기록되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 정당 및 양김씨, 정부대응 등에 대한 기술이 없는 등의 문제로
이어짐
◦ 90년대 전후로 한 시민운동의 출현과 같은 운동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지 못하
며 노동운동의 경우 87년 전후로 한 임금투쟁 등은 포함하고 있으나 그 이전
과 이후에는 노동운동관련 사례가 급격히 줄거나 생략되는 경향성도 보임
◦ 특히 민주화운동 연표는 작업 방식이 기초 데이터에 대한 출처, 작성자 없이
일자와 해당 사건을 기입하는 형태로 자료의 검증이 불가능하며, 1987년 7월
9일 이한열 장례식과 같은 주요한 사건이 빠져있다는 한계가 있음.

❑ 사료 및 일지 정리 사업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서 진행 중인 역사정리 사업은 연도별로 역사
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정리(일지) 및 서비스를 제공
◦ 연도별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민주화운동에 대한 일지 서비스가
제공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일지정리 사업이 DB와 연표정리 사업에 도움되는 측면과 역으로 용어, 단체,
사건, 인물 등의 정리를 포함하는 DB 및 연표정리 사업이 일지정리 및 사료서
비스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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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화운동 DB 구축사업 개요 및 관련 사례

❑ 현황 및 필요성
◦ 한국 민주화운동 관련 기초 DB의 부재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연구, 자료정리, 기념의 어려움
※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움
Q. 6월 항쟁에는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구속자·연행자·희생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Q. 사업회 자료에서 부마항쟁 사망자가 있다고 하는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Q. 6월 항쟁의 영문 표기는 어떻게 합니까? struggle? movement? uprising?
Q. 5.3 사건, 5.3인천사태, 5.3항쟁, 어느 것이 맞습니까?

◦ 민주화운동 영역의 경쟁화(red ocean)에 따라 토대 연구 DB 구축을 통해 민
주화운동 관련 중심 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보 필요
◦ 한중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구
술· 연표 등 연구·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민주화진전 따라 4·19, 5·18 이외
의 민주화 관련 유적 등에 대한 보훈처의 영역 확대(보훈처 직원에 대한 민주
화관련 교육이 이천민주공원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됨)
◦ 연구재단, 한중연 토대 연구·DB(장기·대형프로젝트)의 주요한 대상으로 민주화
운동(정치, 경제 등의 영역에서는 이미 많은 부분이 정리·구축되어 있기 때문
에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 대상으로)영역 관심 증대
◦ 민보상위 보고서 이외의 민주화전반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 부재

❑ 민주화운동 DB 구축사업 개요
◦ LOD(Linked Open Data: 개방형 연결 데이터)기반 민주화운동관련 가장 권위
있는 DB 구축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는 민주화운동관련 가장 권위있는 기관의 민주화
운동 DB로 중·장기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연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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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등의 준거가 되는 DB 시스템 구축
◦ 온라인 기반의 민주화운동 정리, 인정 시스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내의 위키피디아 방식의 작업을 통해 연구·사료·기념
사업 등의 결과가 자료로 축적
- 차등적 권한부여와 등재시스템 등을 통한 관리
- 위키디피아식, 시민아카이빙 등 시민참여 역사정리 사업 등으로 확대 모색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다양한 민주화관련 사업의 공통기반 시스템
-각 사업의 통합적 체계 구축으로 향후 연계 서비스 기반 마련
- 연구소의 연표, 인물·사건·단체 사전, 사료관의 오픈아카이브, 일지정리사업
및 서비스, 기획관리실의 6월 항쟁 사이트 등 온라인 서비스, 사업본부의
기념·추모사업, 기념관추진단의 역사기념시설 조사 등의 데이터를 연계, 공
유되도록 함으로써 공유성과 활용성 제고

❑ 관련 사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콘텐츠
◦ 인물, 사건, 유물유적, 조직 등 주요 역사용어의 링크드 데이터(LOD)를 활용
한 입체적인 자료 접근 및 역사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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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D 예시: 손병희(관련인물)→최시형(관련사건)→동학농민운동(관련사건)→무단
통치(관련조직단체)→ 동양척식주식회사→관련유적 ...

◦ 인물 서비스 예시(국사편찬위에서 연계 검색된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사업회 오픈아카이브도 연계 서비스 되고 있으나, 사료제공 중심(사료 이외의 민
주화 관련 정보는 사업회에서 제공하고 있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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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화운동 사전 연계 DB구축 방안

❑ 민주화운동 사전 연계 DB 구축사업 개요
◦ DB 구축을 위해서는 기초 자료에 대한 조사·연구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대사전(가칭)과 연계한 DB 구축
◦ 사전 구성: 총 12권(개념·정의, 사건, 단체, 인명, 부록)
- 민주화운동연구총서 1_개념·정의 편(1권)
- 민주화운동연구총서 2_사건 편(3권)
- 민주화운동연구총서 3_단체 편(3권)
- 민주화운동연구총서 4_인명 편(3권)
- 민주화운동연구총서 부록(2권)
◦ 사업기간: 2018~2027년(10년간)
- 6월 항쟁 40주년, 촛불혁명 10주년 기념 편찬 완료
◦ 사업예산: 60억 원

❑ 추진방법
◦ 국가지원,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추진
◦ 민주화운동대사전편찬위원회, 연구위원회 등 사회적 참여와 전문연구자의 집필
로 추진
◦ 사업회 내에서는 부서 협조 체계로 추진, 관련 규정 등 제도 정비 추진
◦ 민주화운동 DB 구축과 병행
◦ 민주화운동 일지 정리사업 등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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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예산
구분

2018

1
단계
2019
준비
기초
조사
2020

2021
2
단계
2022
원고
집필
2023
3
단계

2024

사전
발간

2025

추진내용

항목예산 연도별예산
(천원)
(천원)

․ 민주화운동 연표, 백서 분석(현황 등)
․ 민주화운동 일지(1970~80년대)
․ 사전편찬 토대 연구 및 기록 수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편찬위 구성 준비 및 운영
편찬위 구성 및 운영
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민주화운동 개념·정의 연구’
민주화운동 일지(1970~80년대)
기록수집 및 분석(기초자료 정리)
기초 자료(연표, 민보상, 일지 등) DB
민주화운동 일지(1970~80년대)
집필기준(항목, 대상, 분류 등) 연구
DB 관리 시스템 설계/도입/운영
기록수집 및 분석(기초자료 정리)
사건 기초조사 및 DB 구축
원고 집필(사건): 800면*12매*3권
편찬위, 토론회 등 운영비
단체 기초조사 및 DB 구축
원고 집필(단체): 800면*12매*3권
편찬위, 토론회 등 운영비
인명 기초조사 및 DB 구축
원고 집필(인명): 800면*12매*3권
편찬위, 토론회 등 운영비
원고 감수, 교정, 부록 등
편찬위, 토론회 등 운영비
공람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원고 감수, 교정, 교열, 인쇄
편찬위, 토론회 등 운영비
편찬 기념식, 배포 등

80,000
50,000
50,000
20,000
20,000
50,000
30,000
50,000
150,000
100,000
50,000
150,000
150,000
50,000
600,000
3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
700,000
100,000
200,000
800,000
100,000
100,000

❑ 장단점
◦ 사전편찬사업과 연계됨으로써 풍부한 기초 DB확보 가능
◦ 용어, 사건, 인물, 단체 등에 대한 체계적 정리 가능
◦ 큰 예산이 소요되는바 이에 대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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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300,000

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비고

❑ 사전편찬 사례
구
분
주
관

한국민족문화대사전

친일인명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공공)

민족문제연구소(민간)

-초판본 12년(1982~1991)

편
찬
기
간

-보유편(1992년)
-증보판, CD 출판(1995년)
-개정증보판 진행중

독립운동가인명사전
독립기념관(공공)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사전(책): 8년
(2001~2009)
-디지털버전출시

-5년(2015~2019)

(2012~13)

(2007~2017)
-초판본 총 27권:
65,000항목, 도록 4만류

내
용

(본책

25권,

부록

2권, -친일문제연구총서 ‘인명’편

25,000 면), 보유편 1권

-3권(3,000면)

-27권(예정)
-독립운동가 16,000여 명

-1980~1987년(준비기간: -인명 4,776명 수록

수록

원고집필, 자료 수집 등)
-1988~1991( 편찬기간)

예
산

초판본 175억 원
-박정희 대통령 지시,

비
고

-1만 명 교수 서명, 국민 -1996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모금
편찬사업추진위원회규정」

-재단

-연구자 7,000여 명 참여

구성

4

약 62억

약 50억

한국독립운동사

사전 총론편
설립,

편찬위원회 -2004년 운동·단체편 발
간

민주화운동 연표 연계 DB 구축 방안

❑ 민주화운동 연표 연계 DB 구축사업 개요
◦ DB 구축을 위해서는 기초 자료에 대한 조사·연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작업과 연계한 DB 구축
◦ 사업기간: 3년
◦ 사업예산: 2억(전산비용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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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법
◦ 시스템 구축·자료 정리에 막대한 연구인력·예산이 소요(연구재단 기준 대형 또
는 토대과제 해당, 연구인력 10~15명 내외, 연도별 예산 3억~5억 내외)되는
바 연표 데이터와 연계한 기초 DB 구축
◦ 주요 사건·인물 중심의 나선형식 데이터 구축 및 순차적 공개
- 민주화운동사전(사건/단체)편찬을 위한 항목조사연구 등을 반영하여 중요도
순으로 기초 DB를 구축·확장하는 나선형식 사업 진행
- A급 사건 11항목, B급 항목 29항목, C급 항목 81항목, D급 항목 265항목,
F급 사건 1,987항목
◦ 기존 연표데이터의 재가공 및 보완
- 자료 근거 확보 및 편집·수정 용이성 확보(사업회 연표 등 과거 콘텐츠의
경우 참고문헌·작성자 불명으로 신뢰성 등에 있어서 문제 내포)
-엑셀 시트를 활용하여 후속작업을 위한 항목 작성 등
◦ 사업회 전사적인 LOD 시스템 고려한 작업 진행
- 사업·부서별 개별 시스템 구축의 경우 공유 및 활용에 제한
- 원문사료, 연구 성과, 일지, 연표, 운동사 정리 기조연구, 관련 유적 등을
연계한 풍부한 정보제공
◦ 3개년 계획: 연표 DB 중심으로 주요 사건·단체(A~D급)에 대한 정리

❑ 장단점
◦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단기간에 진행 가능
◦ 용어, 사건, 인물, 단체사전 제작을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함
◦ 가장 기본적인 자료 구축으로 토대 기반 구축으로서는 제한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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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활용방안
❑ 민주화운동 인정을 위한 등재 시스템 구축
◦ 민주화운동 DB 등재 시스템 운영으로 민주화운동 DB에 등재된 인물, 사건,
단체 등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임을 인증
◦ 민주화운동관련 DB 등재 시스템을 통한 사료 및 고객확보
◦ 등재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위원회 구성 필요
◦ 민주화운동 등재 시스템은 향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
안정부 장관의 고지에 의한 민주화운동 인정 작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 민주화운동 위키디피아 및 시민아카이빙 활성화
◦ 민주화운동관련자는 물론 촛불집회 등 시민 참여자들이 직접 자신이나 관련
단체, 사건의 관련 자료를 정리 및 그에 대한 지원
◦ 촛불집회에 대한 기념·계승은 과거의 제도화된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그 방식과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시민아카이빙의 오프라인 공간으로서 민주주의 전당 구축도 가능

❑ 전사적 민주화운동 LOD 체계 구축
토대연구

사료 DB

(연표)DB
민주화운동
DB(LOD)
유적지

기념사업

DB

DB
민주화운동
등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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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민주화운동 DB 구축 시트(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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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를 활용한
민주화운동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 방안 연구

윤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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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2017년은 6월민주항쟁 30주년이며 6·10민주항쟁 국가기념일 10주년이 되는 해로 대
중적이고 개방적인 민주화운동 콘텐츠 서비스가 필요함
◦ 2006년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출간 이후 MS 워드 파일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연
표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관리 및 콘텐츠 서비스를 고려한 융통성 있고 확장 가능한
DB 설계
◦ 연표를 활용한 콘텐츠 구축 모델 및 대국민 서비스 방안 연구

[그림 1]

연구개요: 민주화운동 DB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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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범위 및 절차

❑ 연구 수행범위
◦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연구
-연표 구조를 분석하여 데이터 관리를 위한 DB 설계(안) 제시
-향후 콘텐츠 서비스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고 확장 가능한 DB 구축 방안 연구
◦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를 활용한 콘텐츠 구축 모델 및 대국민 서비스 방안 연구
-연표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연표를 활용한 콘텐츠 구축 방안 연구
-LOD(Linked Open Data) 등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연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
동 관련 정보공유 및 연결을 통한 정보서비스 방안 연구
-‘오픈아카이브’의 사료컬렉션, 사진아카이브, 사료콘텐츠, 구술아카이브 및 ‘사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과 연동한 연표 기반 콘텐츠 서비스 구축 연구

❑ 과제 수행 절차
◦ 사례 연구
-연표 구축 및 서비스
-연표 활용 콘텐츠 서비스
◦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DB 설계 연구
-연표 구조 및 내용 분석
-연표 데이터 입력, 수정, 관리를 위한 DB 구조 설계(안)
-‘오픈아카이브’, ‘사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 콘텐츠와 연동을 고려한 DB 구조 설계
◦ 연표 활용 콘텐츠 서비스 구축 방안 연구
-연표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정보서비스 방안
-민주화운동 정보공유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한 연표 LOD 서비스
-‘오픈아카이브’ 및 ‘사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과 연계한 연표 활용 콘텐츠 서비스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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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연구 및 사례 연구
1

연표 서비스

❑ 연표 서비스 동향
◦ 연표는 역사상 발생한 사건을 순차적으로 기입하여 연대순으로 구성한 표로 역사교과
서를 비롯한 책자 형태에서부터 검색 기능이 강화된 온라인 서비스, 그리고 모바일앱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음
◦ 웹의 링크라는 특징을 이용하여 연표에 등장하는 인물, 사건, 조직/단체, 유물/유적,
지명 등 목적에 따라 관련 정보나 사료를 연결, 재구성하여 연대기적인 콘텐츠 서비
스도 가능함
◦ 현재 웹 상에서 가장 일반적인 연표 서비스 형태는 표나 리스트 형태로 나열하고 단
순 링크를 이용하여 세부 내용을 제공하거나 관련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는 형태임
◦ 최근에는 시각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인포그래픽을 이용한 연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
음
-인포그래픽이란 Information과 Graphic의 합성어로 수많은 정보와 수치를 정리해
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프레젠테이션을 비롯해서 팜플렛, 포
스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인포그래픽은 요즘과 같은 SNS 시대에 정보를 매우 빠르게 퍼뜨릴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전달 방법임

❑ 연표 서비스 사례
◦ 책자형 연표

[그림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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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사편찬위원회 편

◦ 인포그래픽 연표

[그림 4] 한국사연표

[그림 5] 인포그래픽 세계사연표

[그림 6] 인포그래픽 한국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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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표 웹 서비스
-책자형의 단순 온라인 버전 형식
-연월일 선택 검색 제공
-연대순으로 각 항목의 상세 내용이나 관련 정보 혹은 사료를 일방향으로 제공

[그림 7] 국가기록원 연표

[그림 8]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연표

[그림 10] 두산백과사전 연표

[그림 9] 우리역사넷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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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OD 발행 서비스

❑ 링크드 데이터
◦ 링크드 데이터(Linked Data)는 시맨틱 웹이 표방하는 데이터의 웹(Web of Data) 세
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웹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의미 있고 확장성 있
게 연계하는 기술임
◦ 링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공유 및 연결을 통한 정보간의 연관관계를 구축하여 지
능화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 정보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타 정보기관과
의 풍부한 어휘 교류와 정보유통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음
◦ 링크드 데이터는 RDF 형식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들도 손쉽게 융합과 연계가 가능하여 정보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임
◦ 평면적 검색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정보공유 및 정보
통합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LOD 발행 서비스
n 공공부문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정보를
LOD(Linked Open Data) 방식으로 공개, 발행하고 있음

서비스명

국가서지 LOD

생물 LOD

산업재산권 LOD

주요 데이터셋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 및 저자, 주제명과 해외 도서관
인터링킹 정보 등
국립수목원, 국립중앙과학관의 거미, 곤충, 균류, 식물,
포유류, 조류 등의 생물정보
특허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정보와
심판정보, 행정정보, 분류코드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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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SL LOD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NDSL의 저널, 논문, 보고서, 특허,
저자 정보 중 일부

부산 영화∙문화관광

부산시 내 관광명소, 숙박, 맛집, 쇼핑, 유적지, 축제 등의

LOD

문화관광 정보와 관련 영화, 공연, 전시, 촬영지 정보

한국사 LOD

국사편찬위원회 인물,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문화재청 유물 등의 정보

수자원 LOD

K-water에서 보유하고 있는 댐, 수도, 지하수 등의 정보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문화관광

LOD

데이터셋에 대한 LOD 제공

공공시설물 안전정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본 정보 및

LOD

안전정보 제공

스마트관광정보 LOD

한국관광공사에서 보유한 관광지, 문화시설, 레포츠, 숙박,
쇼핑, 음식점, 축제/행사/이벤트 등 스마트관광정보 제공

[그림 11] 공공데이터포털의 LOD서비스(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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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문화자원 Link(경기도사이버도서관. http://gglod.library.kr)
-2014년 경기도 기록자료 디지털아카이브 '경기도 메모리(memory.library.kr)'를 오
픈하고 아카이브의 기능 및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Linked Data 시범구축사업
을 진행함
-향후 시스템 효용성 검토를 통해 데이터 규모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2016년
정식으로 오픈할 계획에 있음

[그림 12] 경기문화자원 Link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학술정보 LOD(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data.riss.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웹으로 개방한 Linked
Open Data(LOD)서비스
-KERIS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 공유하여 타 분야 등 KERIS의 데이터가 필요한 분
야에서 데이터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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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학술정보 LOD 발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사 LOD 발행 서비스
-2013년부터 한국사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LOD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
-온톨로지 표준 용어집 (Dublin Core, FOAF, SKOS 등) 및 표준 모형(FRBR,
European Data Model 등) 을 활용하여 LOD 모델 개발
-인물, 사건, 유물유적, 지리정보, 조직단체로 분류를 정하고 역사교과서, 사전, 연표 등
에서 주요 키워드를 선별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국사편찬위원회 인물 온톨로지,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
과사전, 문화재청 유물·유적데이터, 그리고 각 유관 기관의 역사 데이터를 통합 혹은 링
크 형태로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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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한국사LOD 발행 (국사편찬위원회)

◦ 인문지리정보(국토지리정보원)
◦ 제주도 인문지리정보(제주도)

n 민간부문
◦ 성경 온톨로지(서울대학교 Linked Data 연구센터)
◦ 데이터허브(OKFN Korea)
◦ 데이터허브(주식회사 리스트-Kdata)
◦ 주소데이터(주식회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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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OD 활용 콘텐츠 서비스

❑ 콘텐츠 서비스
◦ 전문연구자 중심의 원문 DB구축에서 탈피하여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
는 대중적 콘텐츠 구축은 현재 여러 기관, 포털, 그리고 일부 개인을 중심으로 구축되
고 있으나 대부분 정보 공유 및 활용성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구축
◦ 일부 서비스는 원문사료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
여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 선택이 어려움
◦ 원문사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공유 및 연결을 통한 정보유통 체계를 확보하여 웹
상의 다양한 데이터와의 연결로 풍부한 정보제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LOD 기
반 콘텐츠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음

❑ 한국사콘텐츠
◦ LOD 공개 플랫폼을 통해 약150만 트리플 데이터를 공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한국사콘텐
츠 서비스를 구축함
◦ LOD 기반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 인물, 사건, 유물유적, 조직 등 주요 역사용어의 링크드
데이터를 활용한 입체적인 자료 접근 및 역사정보를 제공

[그림 15] 한국사콘텐츠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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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문화자원 Link 콘텐츠 서비스
-공개한 LOD를 활용하여 콘텐츠 서비스를 구축

[그림 15] 경기문화자원 Link 콘텐츠 서비스(경기도사이버도서관)

◦ 학술정보 LOD 활용 서비스
-Linked Data 중에서 일부를 외부의 타 Linked Data를 연계하여 실제 서비스로 구현

[그림 16] RISS LOD 활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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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1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구조 분석

❑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관리 현황
◦ 2006년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출간 이후 MS 워드 파일 형태로 유지되고 있어 연
표 데이터의 입력, 수정, 삭제 등의 관리가 쉽지 않음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표 데이터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향후 연표를 활용한 다양한 민주화 운동 관련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 뿐 아니라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
할 수 있음
-‘오픈아카이브’, ‘사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 그리고 외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표 관
련 정보 및 사료와 연동이 가능함

[그림 17]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MS-워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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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구조 분석
◦ 연표 구조 분석 과정
-연표 구성 항목간 명확한 구분을 위해
-먼저 워드 파일을 엑셀파일로 변환한 후 구조 및 내용을 분석하고
-연표 관련 정보 및 사료의 유형을 파악한 후
-(이 연구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DB 구조를 설계
-연표 데이터 샘플을 대상으로 MS 액세스를 이용하여 DB를 구축함

[그림 18]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

◦ 연표 구조 분석
-연표의 기본 구조는 연월일, 내용 항목으로 구성
-동일 일자에 대해서는 일자는 생략하고 두 번째 항목부터는 내용 앞에 가운데 점(·)을
글머리표로 표시함([그림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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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연표의 일자와 내용 배치 방식

◦ 연표 내용 분석
-내용에는 인명, 사건명, 조직/단체명, 지명, 관련 법령명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년

월

일

내용

1987

1

5

김원표(한마당),‘불온서적’판매 혐의로 구속. 국가보안법 위반

1987

1

10

치안본부,‘안산 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 사건’과 관련하여 11명
구속. 20명 수배.

1

치안본부, 대학 전임강사·공무원·회사 대표 등 사회
직장인들인 남춘호·박재균·윤윤규·김종명·성두현·강상호 등
14
11명을 연행. 이적단체인 노동운동후원회를 결성하였다는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발표.

1

박종철,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수배자 박종운(서울대 사회학과
14
4년 제적)의 소재 파악을 위한 조사를 받던 중 수사요원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의 고문으로 11시 20분경 사망.

1987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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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표 관련 정보 분석
-연표를 활용한 서비스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관련 정보 및 사료를 대상으로 함
-‘오픈아카이브’의 사료컬렉션 : 주요 민주화운동의 사건별, 연대별 사건으로 그룹화
하여 각 사건에 대한 내용 기술과 관련 사료정보(사진 및 문서이미지)로 구성
-‘오픈아카이브’의 사진아카이브 : 각 사건별로 내용 기술과 관련 사진으로 구성
-‘오픈아카이브’의 사료 콘텐츠 : 사료이야기, 오늘의 아카이브, 영상콘텐츠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테마별 내용 기술과 관련 사료정보(사진 및 문서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상콘텐츠는 주요 사건에 대한 간략 정보와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음
-‘오픈아카이브’의 구술아카이브 : 구술 파일과 구술내용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 : 테마별 주요 사건에 대한 동영상과 학습지, 혹은 동
영상, 내용 기술, 학습지로 구성되어 있음
-연표 내용의 사건, 인물 등과 관련된 각 사건 및 사료정보의 연계 URL 혹은 각 사
료의 식별기호를 연표 관련 정보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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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표 DB 설계

❑ 연표 데이터베이스 구성
◦ 연표 구조 및 내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체와 개체간의 관계성을 파악([그림 20])

[그림 20] 개체 관계성도(Entity-Relationship Diagram)

n 1안
◦ 연표내용을 기본으로 용어리스트, 연표-용어, 관련 정보 테이블로 구성([그림21])

[그림 21] 연표 데이터베이스 설계 1안
◦ ‘연표내용’ 테이블
연표내용(연표항목ID, 연표 년도, 연표 월, 연표 일, 연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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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내용을 하나의 테이블로 구성
-ID는 ‘연월일기사번호’로 구성
-일자는 년, 월, 일로 구분하여 구성하거나 연월일을 하나의 데이터로 구성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활용을 고려하여 전자를 선택함
-내용 항목에 등장하는 인명, 사건, 조직단체, 지명, 법령과 같은 용어는 각각 식별
을 위해 내용 태깅으로 처리
예) 원데이터

1.5

김원표(한마당),‘불온서적’판매 혐의로 구
속. 국가보안법 위반

1.10

치안본부,‘안산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사건’
과관련하여11명구속.20명수배.

1.14

치안본부,대학전임강사·공무원·회사대표등
사회직장인들인남춘호·박재균·윤윤규·김종
명·성두현·강상호등11명을연행.이적단체인
노동운동후원회를결성하였다는혐의로구속
하였다고발표.
·박종철,치안본부남영동대공분실에서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사건관련수배자박종운(서
울대사회학과4년제적)의소재파악을위한조
사를받던중수사요원조한경경위와강진규경
사의고문으로11시20분경사망.

--> 테이블 레코드 데이터
ID

19870105001

년

1987

월

일

1

<index type=“인명”
id=“0005”>김원표</index>
5 (한마당),‘불온서적’판매 혐의로 구속.
<index type=“법령”
id=“0001”>국가보안법</index> 위반

19870110001

1987

1

19870114001

1987

1

내용

<index type=“조직”
id=“0001”>치안본부</index>,<index
10 type=“사건” id=“0001”>‘안산
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 사건’</index>과
관련하여 11명 구속. 20명 수배.
<index type=“조직”
id=“0001”>치안본부</index>, 대학
14
전임강사·공무원·회사 대표 등 사회
직장인들인 <index type=“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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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0010”>남춘호</index>·<index
type=“인명”
id=“0011”>박재균</index>·<index
type=“인명”
id=“0020”>윤윤규</index>·<index
type=“인명”
id=“0002”>김종명</index>·<index
type=“인명”
id=“0015”>성두현</index>·<index
type=“인명”
id=“0001”>강상호</index> 등 11명을
연행. 이적단체인 <index type=“사건”
id=“0002”>노동운동후원회</index>를
결성하였다는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발표.

19870114002

1987

1

<index type=“인명”
id=“0012”>박종철</index>, <index
type=“조직”
id=“0001”>치안본부</index> <index
type=“지명” id=“0012”>남영동
대공분실</index>에서 <index
type=“사건” id=“0010”>서울대
14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index> 관련
수배자 <index type=“인명”
id=“0013”>박종운</index>(서울대
사회학과 4년 제적)의 소재 파악을 위한
조사를 받던 중 수사요원 조한경
경위와 <index type=“인명”
id=“0002”>강진규</index> 경사의
고문으로 11시 20분경 사망.

◦ ‘용어리스트’ 테이블
용어리스트(용어속성_용어id, 용어, 용어설명)

-각 용어는 용어리스트 테이블을 별도로 구성하여 연표내용과 연결
-식별기호는 용어속성과 id를 결합
예)

<index type=“인명” id=“0005”>김원표</index>
<index type=“법령” id=“0001”>국가보안법</index>

- 48 -

--> 테이블 레코드 데이터
type_id

term

note

인명_0005

김원표

한마당

법령_0001

국가보안법

◦ ‘연표-용어’ 관계 테이블
용어리스트(연표항목ID, 용어type_id)

-연표내용과 용어 관련 정보 연결을 위한 연표-용어 관계 테이블로 구성
예)
ID

type_id

19870105001

인명_0005

19870105001

법령_0001

◦ ‘관련 정보’ 테이블
관련 정보(용어속성_용어id, 관련정보 URL, 관련정보 ID)

-오픈아카이브 등 내외부 관련 정보 및 사료 연계정보는 관련 정보 테이블로 구성
예)
type_id

link_URL

인명_0012

http://db.kdemocrac
y.or.kr/collections/vi
ew/10000074

인명_0012

http://db.kdemocrac
y.or.kr/contents/view
/88

인명_0012

http://db.kdemoc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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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_id

note

y.or.kr/collections/vi
ew/10000076

인명_0012

http://contents.kdem
o.or.kr/sub08/sub08_
03.html

n 2안
◦ ‘용어리스트’ 테이블을 용어 속성별로 구분한 경우
◦ ‘용어리스트’ 테이블 -> ‘인명’, ‘조직/단체’, ‘사건’, ‘지명’,‘법령’ 의 5개 테이블
-용어 속성별로 분리하는 정규화를 실행하면 각 속성별 활용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
-그러나 각 속성별로 구분하여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데이터 량이 유의미할 정도로
크지 않은 경우에는 테이블을 분리하는 정규화 과정이 필요 없음

[그림 22] 연표 데이터베이스 설계 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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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표 활용 콘텐츠 서비스 방안
1

연표 LOD 발행

❑ 연표 LOD 구축 과정

[그림 23] LOD 구축 과정

n 연표 LOD 구축
◦ 관련 데이터 분석 및 공개 데이터 범위
-링크드 데이터의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링크드 데이터로 변환할 구체적인 데이터나
도메인 결정해야 하는데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타 분야의 데이터 연계를 위해 해당 데이터의 적합도 검증
민주화운동사 전문가의 도메인 지식을 이용해서 연계 및 구축될 온톨로지의 클래
스와 클래스간 관계, 속성의 역할을 정의하고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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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D 모델 개발
-LOD 발행을 위해서는 먼저 연표 활용 민주화 운동사의 링크드 데이터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온톨로지 모델을 설계해야 함
-온톨로지 표준 용어집 (Dublin Core, FOAF, SKOS 등) 및 표준 모형(FRBR,
European Data Model 등) 을 활용하여 지식 확장성 및 연계성이 보장되는 LOD
모델 개발
-사용자를 고려하여 적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LOD 모델 개발
◦ 연표 LOD 데이터 구축
-연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구조화된 형태의 정형데이터를 RDF 변환
-데이터 간 연관 정보 생성 및 RDF 변환

[그림 24] 링크드 데이터 구축 전체 공정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 52 -

n 연표 LOD 서비스 프레임워크 개발
◦ LOD 모델 관리 및 검증 기능 개발
-관리도구를 통해 온톨로지 모델에 대한 등록과 조회를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설정된 온톨로지를 추가, 수정, 삭제
-온톨로지에 설정된 클래스, 프로퍼티의 기본 및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하거나
삭제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LOD 인스턴스 저장 및 데이터 검증 기능 개발
-관리도구를 통해 사용자가 정의한 온톨로지 규칙에 대한 문법 및 내용에 대한 적합
성 검증
-정의한 추론 규칙에 표현된 인스턴스들이 실제로 구축된 온톨로지에 포함되어있는
지 등의 내용에 대한 적합성 검증
-전방 추론 규칙 및 후방 추론 규칙 두 부분에 대한 적합성 검증 수행
◦ SPARQL 지원 기능 개발
-사용자들이 SPARQL이라는 질의 언어를 통해 공개된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그림 25] LOD 서비스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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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LOD 공개 플랫폼 개발
◦ 연표 LOD 발행 및 관리 기능 개발
◦ 연표 LOD 통계 정보 서비스 개발
◦ 연표 LOD 검색, 브라우징, 다운로드 서비스

❑ LOD 모델 개발
n 온톨로지 모델링 지침서
◦ 목적 확인, 개념화, 기호화, 기존 온톨로지 통합, 평가, 문서화로 이루어진 온톨로지
모델링 지침 작성

◦ 목적 확인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어느 분야나 시스템에서 온톨로지 사
용에 대한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구체적으로 향후 이용대상 및 특성 파악
-적합 질문 목록을 작성 및 개발환경 확인
◦ 개념화
-어떤 주제 영역에서 핵심적인 개념 및 개념간의 관계설정
-각각의 개념 및 개념간의 관계를 문맥에서 정확하게 산출하고 관련 단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개념과 용어를 정의하고 확인
-개념화는 범주화, 정의 생성, 검토, 메타 온톨로지 작성으로 세분화
-범주화 작업은 주제 영역에 관련된 단어들을 최대한 나열하며 나열된 단어들은 대
략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중복개념 등은 배제하고 유사어 등은 통합
-정의 생성에서는 해당 주제 영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들을 정의
-메타온톨로지는 기호화 단계의 기초가 되는 산출물로 자연언어 정의를 사용하는 기
초 온톨로지를 의미
◦ 기호화 단계
-자연언어로 작성된 메타온톨로지를 가지고 온톨로지 표현언어로 기호를 생성
-온톨로지 표현언어는 현재 OWL(Web Ontology Language)을 표준으로 권고
-기존 온톨로지 통합은 개념화와 기호화 과정에서 기존에 생성된 온톨로지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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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온톨로지의 기술적인 측면을 판별해보고 관련 소프트웨어 환경을 살펴보는 과정
◦ 문서화
-온톨로지의 목적에 적합한 개별 지침을 작성
-효율적인 지식의 공유가 가능

n 온톨로지 인스턴스 구축 지침서
◦ LOD 인스턴스 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별도의 구축 지침서를 작성

n 용어사전 구축
◦ LOD 서비스를 위하여 각 정보들을 처리하기 위한 용어 사전 구축
◦ 각 클래스에 대한 용어 사전 구축
◦ 프로퍼티에 대한 용어 사전 구축

❑ 온톨로지 모델링
n 온톨로지 스키마
-LOD 활용 콘텐츠 서비스 구축을 위해 연표 LOD를 위한 스키마 구성

[그림 26] 6월민주항쟁 연관어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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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개념모델 구조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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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표 LOD 활용 콘텐츠 서비스 구축(예시)

❑ 오픈아카이브 연계 연표 콘텐츠 구축
◦ 연표 LOD 활용 콘텐츠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시나리오 및 웹 사이
트를 개발
◦ 오픈아카이브와 연계한 연표 LOD 활용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모듈형(기본정보, 연관
정보, 관련 원문 등) 웹 인터페이스 개발
◦ LOD 기반 시맨틱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시각화(그래프, 브라우징) 지원

◦ 사료컬렉션, 사진아카이브, 사료콘텐츠, 구술아카이브 연계 콘텐츠 구축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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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예시
❑ 박종철 등장 연표 내용(1987년 ~ 1992년)
년

월

일

내용
박종철,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1987

1

14

사건 관련 수배자 박종운(서울대 사회학과 4년 제적)의 소재 파악
을 위한 조사를 받던 중 수사요원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의
고문으로 11시 20분경 사망.

1987

1

23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소속 9개 대학생 700여
명, 고려대에서‘고 박종철 학우 추모제’후 시위.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한국노협)·한국기독노동자총연맹(기노련) 등

1987

1

25

9개 노동운동단체,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고박종철동지 추모식
및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가두시위.

1987

1

27

1987

2

7

1987

3

3

각계 민주인사 9,000여 명,‘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
구성.
‘고 박종철 군 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 서울 등 전국 16개 지역
에서‘고 박종철군 범국민 추도대회’를 개최.
‘고 박종철 군 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 전국 주요 도시에서‘고
박종철 군 49제’와‘고문 추방 국민 대행진’을 진행.
표정두(호남대 중퇴, 하남공단 (주)신흥금속 노동자),“내각제개헌

1987

3

6

반대”·“장기집권음모 분쇄”·“박종철을 살려내라”·“광주사태 책임
지라”는 구호를 외치며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분신.[8일 사망]
민족미술협의회, 종로구 관훈동에 위치한 ‘그림마당 민’에서‘고

1987

3

14

박종철 군 추도 반(反) 고문전’개최. 경찰, 작품들을 강제로 입수
하고자 시도하며‘그림마당 민’폐쇄 조치.

1987

5

18

1987

5

23

1988

1

16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진상 폭로.
재야 인사 134명,‘박종철 고문살인 은폐 조작 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발족.
국본,‘고 박종철 열사 및 민주영령 추모제’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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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열 등장 연표 내용(1987년 ~ 1992년)
년

월

일

1987

6

9

내용
연세대생 이한열, 교내시위 도중 직격 최루탄에 피격.[7월 5일 사
망]
국본, 전국 주요 도시에서‘최루탄 추방대회’개최. 이한열이 직격

1987

6

18

최루탄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진 것에 분노하고 독재정권의 초강
경 시위 진압을 규탄하며 시위. 전국 150만 명이 참가.

1987

7

5

이한열, 사망.

1987

7

5

국본, 이한열 추모 기간( ~11일)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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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백서』관련인물 예시
❑ 6월민주항쟁 관련인물
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강귀선

65.12.27.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경원대 ‘호헌철폐 및 독재타
도를

위한

애국경원투쟁위원장’으로

1987. 6.경 성남시청 앞에서 군사정권 퇴
진 및 대통령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 중 경찰과의 충돌 시 입은 상이
(2007. 9. 3. 제216차)
강기갑

53.6.7.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가톨릭농민회 경남연합회회
원으로 1987.6.10. 마산시 3･15 의거탑
앞에서 “직선제 개헌, 군사독재 타도” 등
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6.11.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5일(마산지방
법원) (2005.10.31. 제151차)

강용재

53.8.3.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 ’91년 5월투쟁’ 천주교신
자로서

전남

광양에서식당

운영

중,

1987. 6. 26. 광양천주교회앞에서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헌법쟁취 국민평화대행진
광양 군민 집회를 주도한 활동과 관련하
여 광양경찰서로 연행, 조사 중폭행당하
여 입은 상이; 가톨릭 농민회 전남연합회
부회장으로 1991. 5. 19. 광주시운암동에
서 경찰에게 빼앗긴 명지대 강경대 장례
식 영정과 시신운구 차량을 탈환하는 과
정에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은

상이 (2010.1.18. 제296차)
강호철

57.8.23.

명예

1987

‘87년

노동자대투쟁’ 포항민주화운동연

합 사무국장으로1987.7.9. 포항시내에서
‘6월민주항쟁 중 사망한 이한열의 추모모
임’을 가지고 차도를 점거, 시위하고,
7.19. 경주시내 택시운전사 200여명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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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로조건의 개선을요구하며 동맹파업중인
연좌농성 현장에서 지지･연대 발언을 한
사실로

11.4. 일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

정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대
구지방법원)(2001.1. 29. 제11차)
고광업

64.11.14.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전남대

용봉문학회 회장으

로 1987. ‘박종철고문살인 규탄, 5･18진
상규명, 직선제 개헌’등의 시위를 수차례
주도한 사실로 1988.12. 5. 학사징계(제
적) (2004.1.13. 제93차)
고일수

43.5.25.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1987. 6. 26. 부산 소재 서
면 방면 도로상에서 “전두환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하고 성
가병원 앞 노상에서 시위 학생들에게 인
근 가게에서 빵과우유, 참외를 구입하여
전달하던 중 전투경찰들의 폭행에 의해
입은 상이 (2007. 8.27. 제215차)

고희권

66.11.11.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제주대

총여학생회 부학생

회장으로 1987.3.2. 입학식 행사 중 �신
입생에게 드리는글�이라는 유인물을 배
포하고

3.3.~11.10.사이 ‘고 박종철군

49제 행사’, 직선제 개현 요구 시위 등
수차례 집회에 참여한 사실로 1989.2. 교
원임용에서
구쌍모

53. 9.15.

보상

1987

제외 (2004.7.6.제111차)

6월민주항쟁 1987.

6.경 경남 마산에서

통일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회원과 함께
‘이한열 열사사망 책임자 처벌 및 진상규
명, 군부정권퇴진운동을 위한 마산집회’에
참가 중 경찰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입은 상이(2005. 9.12, 제147차)
구용기

64. 3. 26.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1987. 6. 9. 광주시 충장로
2가 소재 광주우체국 앞에서 박종철 치사
사건과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시위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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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가 중 진압경찰관이 발사한 최루탄과 폭
력행위에 의해 입은 상이 (2007. 4.16.
제203차)
권용혁

61. 9.15.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회사원으로

직장에 다니던

중, 1987. 6.20. 서면 부근에서 진행되던
전두환 독재정권 반대 시위에 참여하여,
진압경찰 3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입

은 상이 (2001. 4.3. 제16차)
김금덕

37. 1. 30.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1987.

6. 10. 서울 덕수궁

앞 노상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규탄 및
호헌철폐’ 집회, 6.26. 서울 중구 소재 민
추협 사무실 앞 노상에서

‘국민평화 대

행진’ 집회, ‘이한열국민장 실시 요구 집
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 집회에 참가
시 진압경찰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은 상
이
김기수

42. 5. 5.

명예

1987

및 후유증 (2001. 6. 12.제21차)

6월민주항쟁 1987.

6. 10. 서울시청 부

근에서 개최된 ‘6.10. 민주항쟁 집회’에
참가하여 “직선제개헌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한 사실로 6.

12. 집시법

위반으로 구류 10일(서울지방법원 남부지
원) (2006. 6. 12, 제170차)
김기영

54. 2. 21.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농어민

신문 기자로 1987.

6. 26. 인천 부평네거리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 등을외치며 시위 중 진압경찰
관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입은

상이

(2006. 3. 13. 제162차)
김기천

67. 9. 8.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전남대 학생으로 1987. 6.

17. 광주미문화원앞에서 “독재타도, 호헌
철폐” 등을 외치며시위를 한 사실로 6.
19.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2일(광주지방

법원) (2011. 10. 31. 제354차)
김명주

66. 1. 11.

명예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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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민주항쟁 부산대

총학생회 기획홍보

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부 차장으로1987. 6월 ‘6월민주항쟁 ’ 관
련 시위를 주도하고 대선 시 노태우 당선
을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하는 등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사실로 1989. 2. 25. 교
사임용에 제외 (2004.6. 29. 제110차)
김민곤

53. 1. 1.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한신증권

근로자로 1987.

6. 10. 서울 남대문로 신세계 백화점 앞
에서 열린 직선제개헌 등을 요구하는 시
위 참가 중 진압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5.9. 12, 제147차)
김상길

67. 11. 10.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숭실대

학생으로 1987. 6.

15. 교내에서 개최된 ‘해방주간 선포식’에
참여하여 “호헌철폐, 군부독재타도, 민주
헌법쟁취”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중 진
압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
이 (2004. 6. 15. 제109차)
김상진

62. 8. 3.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광주보건전문대

학생으로

1987. 6. 10. 광주시 금남로 중앙교회 앞
도로에서 대통령직선제실시를 요구하는
집회 및 가두시위참가 중 진압경찰이 발
사한 최루탄에 의해입은 상이 (2002. 2.
25. 제38차)
김석곤

57. 8. 4.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울산지역 직선제 개헌쟁취
및 호헌철폐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으로
1987. 6. 24.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
서 ‘직선제 개헌 쟁취 및 호헌철폐

범국

민 평화대회’ 홍보물을 배포한 사실로 6.
25. 불법유인물배포죄로 구류 15일(울산
지방법원) (2012. 3.19. 제367차)
김승일

66. 1. 1.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충남대 학생으로 1987. 6.

4. 동 대학 민주광장에서 ‘군부독재종식
및 민주정부 수립투쟁위원회’ 결성식 등
각종 학내외 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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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고, 11. 20.

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노태우는 광주학살의 원흉으로 대통령
후보자격이 없다�는유인물을 제작･배포
한

사실로 1988. 2. 3.집시법위반 등으

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대전지방법원)
(2001. 3. 20. 제15차)
김용덕

52. 4. 17.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평민당

조직1부장으로

1987. 6. 26.경 광주 동구 대인동 소재
구 시민회관 앞에서 “호헌철폐, 대통령직
선제 개헌”을 주장하며 시위

중 진압경

찰로부터 최루탄 총 개머리판에 맞아 입
은 상이 (2008. 1. 12. 제229차)
김용만

48. 10. 8.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1987.

6. 27.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개최된 ‘전두환 독재정권
장기집권 반대와직선제를 위한 민주화운
동’ 집회 및 시위에 참가 중 진압

경찰

이 쏜 최루탄에 맞아입은 상이 (2001. 4.
17. 제17차)
김윤세

65. 7. 2.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대구대 학생으로 1987. 6.

23. 교내 및 대구백화점 앞 광장 등지에
서 “호헌철폐 및 직선제쟁취”를 요구･주
장하며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 중 진압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의해 입은 상이
(2003. 12. 2. 제89차)
김일해

57. 6. 1.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이발관 경영 중 1987. 6.

20. 부산 서면에서개최된 6월 민주항쟁에
참여하여 시위 중입은 상이 (2001. 10.
17. 제29차)
김장수

49. 8. 19.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경남항운 노조원으로 1987.
6. 26. 마산시 육호광장에서 ‘민주화 사랑
의 대평화운동’에참가, 행진 중 경찰이 쏜
최루탄 파편에 맞아 상이 (2007. 1. 22.
제194차)

김태복

68. 2. 12.

보상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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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민주항쟁

제주대 학생으로 1987. 6.

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23. 같은 학교에서‘4. 13 호헌철폐 및 민
주헌법 쟁취’를 요구하는 학내시위에 참
가 중 진압경찰이 쏜

최루탄에 의해 입

은 상이 (2001. 4. 17. 제17차)
김현숙

65. 7. 23.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부산대 학생으로 1987. 6.

경까지 수차례 “군부독재 타도”, “직선제
개헌” 등을 주장하며 시위에 참가하고
�철학에세이� 등의 서적으로 학습한 사
실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유로 1989. 7.

19.교사임용에서

제외 (2004. 6. 29. 제110차)
남동화

60. 5. 7.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대구대 졸업생으로 1987.

6. ‘대통령직선제개헌 요구시위’에 참여하
여 연행되는 과정에구타를 당하여 입은
상이 (2002. 5. 22.
노옥희

58. 5. 15.

명예

1986･1987

제43차)

�교육민주화선언�, 6월민주항쟁 울산현
대공고 교사로 1986. 5. 10. �교육민주
화선언�에 참가하고 9. 6. ‘한국YMCA
중등교육자협의회영남지역보고회’에서 김
진경 시인의 ‘백두산 사진을 보면’이라는
시를 낭독하는 등의활동 사실로 10. 24.
해임; 울산사회선교실천협의회에서 활동
중 1987. 6. 26.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
부의 �노동생존권 압살하는 군부독재 몰
아내자� 등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실
로 구류 3일; 1987. 4. 20.�울산노동소
식� 창간호를 발행하고, ‘6. 10범시민
결의대회’ 등의 시위 참가 및 현대그룹
계열사의 노동운동을 지원한 사실로1988.
4. 14. 집시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
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2003. 8. 26. 제79차)

문선명

38. 3. 23.

보상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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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민주항쟁 부산에서 건축 목수일을 하

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던 중 1987. 6. 27.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을 반대하는 6월항쟁 집회에 참가하여 부
산 서면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가두행진

을 하던 중 경찰이발사한 최루탄 파편에
의해 입은 상이(2001. 4. 3. 제16차)
문현승

65. 1. 12.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전남대 학생으로 1987. 2.

7.~6. 21. “살인고문자행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수차례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1990. 2. 1.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광주
지방법원)) (2003. 7. 8.제74차)
민을식

35. 12. 12.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민주화추진협의회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 1987. 6. 10.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앞 광장에서 “호헌철폐, 독재타
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중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2005. 1. 10. 제129차)

박상일

57. 11. 15.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통일민주당

중앙당 조직국

당직자로 1987.6. 26. 국민운동본부가 군
부독재에 항거하기 위하여 주최한 ‘국민
평화대행진’에 김영삼 의장을 수행

탑골

공원으로 진행하던 중경찰에 연행되어 경
찰의 고문과 구타로 입은 상이 (2001. 4.
17. 제17차)
박정근

68. 10. 23.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전남대

학생으로 1987. 광

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호헌철폐와 직
선제 개헌을 위한집회･시위, 군사정권 반
대를 위한 집회･시위 등에 참여한 사실로
1987. 6. 22.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3일;
같은 이유로 1987.10. 30. 구류 2일
(2007. 7. 9. 제213차)
박종희

56. 5. 12.

명예

1984･1987

전두환정권 반대, 6월민주항쟁 청주기독
교청년협의회총무로 1984. 11. 10. 청주
시내에서 국회의원 박준병 후보자가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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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민주화운동 진압책임자임을 알리는 유인
물을 배포하고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1.
13. 인근소란 등으로 구류 20일; 1985.
1. 21. 광주항쟁 진상규명 등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 29. 유언비어날조･유포
혐의로 구류 10일; 울산사회선교협의회
간사로 울산노동상담소를 개설하여 현대
그룹 계열사 노조투쟁을 지원하고 1987.
6. 10. 범시민결의대회 등 각종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88. 11. 7.노동
쟁의조정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2001. 8. 14. 제25차)
박지홍

67. 7. 11.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서강대 학생으로 1987. 6.

10. 위 대학 정문 앞에서 “전두환정권 타
도, 연행학생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던 중 전투경찰이 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4. 17.제17차)
박형룡

65. 11. 17.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경북대

총학생회장으로

1987. 6. “직선제개헌, 호헌철폐” 등 시
위 등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1988. 12. 2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2001.
7. 18. 제24차)
박희례

39. 3. 5.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으로 1987.6. 10. 서울 명동성당에서
직선제쟁취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호
헌철폐 및 민주헌법쟁취

국민대회’에 참

가하여 서울 시내에서 시위를 하던 중 진
압경찰이 쏜 최루탄에 의한 상이 및 후유
증 (2001. 3. 6. 제14차)
백성현

65. 2. 9.

명예

1983

6월민주항쟁 감리교신학대 총학생회장으
로 1987. 6. 26.교내 학보사 앞 등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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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4천만이 단결하여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선창하는 수차에 걸쳐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1988. 1. 26. 집시법위
반으로 벌금 40만원(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4. 17. 제17차)
변청준

51. 4. 6.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부산시 소재 한창운수 택시
운전기사로1987. 6. 18. 부산 서면로타리
에서 ‘호헌철폐, 대통령 직접선거 쟁취’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입은 상이 (2001. 4. 3.
제16차)
서진석

73. 11. 5.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부산서중학교

학생으로

1987. 6. 13.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직선
제 촉구 집회에 참석하던 중 안면부에 최
루탄을 맞아 안면부화상 등 상이 (2001.
4. 3. 제16차)
성삼영

68. 1. 7.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청주대 학생으로 1987. 6.

10. 청주중앙공원에서시민들과 함께 “독
재타도, 호헌철폐”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중 진압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
은 상이 (2004. 1. 6.제92차)
소정남

50. 10. 15.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한일은행

근로자로 1987.

6. 23. 광주 금남로에서 “군사독재 물러
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중 진압경
찰이 발사한 최루탄에의해 입은 상이
(2004. 6. 8. 제108차)
손재우

62. 12. 4.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서울 중구 소재 가나안숙녀
복 의류재단사로1987. 6. 13. 대통령 직
선제 개헌을 위한범국민 운동 집회 참가
중 최루탄에 의해입은 상이

(2001. 7.

18. 제24차)
송철원

42. 4. 3.

명예

1964･1987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6월민주항쟁 서
울대 학생으로1964. 5. 20. 학내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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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린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과 6. 3. 열
린 ‘한일회담반대투쟁’등 각종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6. 30. 학사징계(무기정학);
건국대 강사로 1971. 10.15. 『민주전선』
등에 군사정권을 비판하는글을 투고한 사
실로 1975. 해직; 신설동 청산학원 강사
로 1987. 6.~같은 해 8. 사이에대통령 직
선제를 위한 ‘6월 항쟁’에 참여하고, 전국
학원 강사들을 모아 13대 대선 후보로 김
영삼을 지지한 사실로 1987. 10. 해직
(2011. 4. 24. 제341차)
안월록

41. 3. 15.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민족자주평화통일부산회의

회원으로 1987.6. 17. 부산진구 조흥은행
앞길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시위 중 진압경찰이 투척한 최루탄에 의
해 입은
양광자

66. 7. 15.

보상

1987

상이(2006. 7. 10. 제174차)

6월민주항쟁

경북대 학생으로 1987. 6.

26. 대구 남구 대한극장 사거리에서 “호
헌철폐, 독재타도”를외치며 연세대 이한
열 열사 추모시위 참여중

경찰진압과정

에서 입은 상이 (2001. 2.19. 제13차)
오년근

54. 12. 14.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광주 소재 정형외과 임상병
리사로 1987. 6.23. 광주은행 본점 앞에
서 ‘6월 민주항쟁’시위 중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3. 7. 2.

제73차)
오상은

67. 11. 18.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부산

동의대

학생으로

1987. 6. 19. 부산시남포동 소재 대각사
앞에서 군부독재정권타도를 위한 시위에
참가

중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3. 6. 제14차)
오정규

67. 5. 17.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전남대

학생으로 1987. 6.

20. 광주광역시소재 중앙대교와 태평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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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사거리에서 “4･13호헌조치 철폐, 구속자
석방하라” 등의구호를 외치는 집회에 참
가 중 전투경찰이발사한 직격탄에 맞아
입은 상이 (2007. 9.10. 제217차)
유승완

68. 3. 2.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7.

6. 16. 교내에서호헌철폐와 직선제 개헌
을 주장하며 시위중 최루탄을 쏘며 교내
로 진입한 전경들로부터 구타 및 폭행을
당하여 입은 상이(2007. 6. 25. 제211차)
윤경호

58. 8. 30.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군포시

소재 삼화교통합자

회사 근무 중1987. 6. 20. 안양시 중앙로
서울병원 앞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
시위에 참가시 경찰의 직격 최루탄에 의
해 입은 상이(2001. 5. 2. 제18차)
이건은

61. 12. 26.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원광대

학생으로 1987. 6.

10. 익산시 익산역 앞 도로에서 개최된
‘민주화를 위한 전국민 총궐기대회’에 참
가하여 시위 중 진압경찰관이 발사한 최
루탄의 파편에 맞아 상이 및 후유증
(2006. 5. 22. 제168차)
이경훈

62. 4. 18.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노회

소속 청년연합회 회원으로 1987. 6. 22.
서울 광화문 소재 새문안교회에서 국민운
동본부와 한국기독교청년 학생연합에서
개최한 호헌철폐･군부독재타도를 위한 집
회에 참가하여 가두행진 중 진압경찰로부
터 구타를 당하여입은 상이 (2001. 6.
12. 제21차)
이기영

65. 9. 4.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충남대 총학생회 총무부장

으로 1987. 6.4.~6. 12. 사이 ‘군부독재종
식 및 민주정부수립’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를주도하고, “노태우는 광

주학살의 원흉”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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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을 13대 대선 유세장에서 배포한 사실로
1988. 2. 3. 집시법위반, 대통령선거법위
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대전지방
법원) (2006. 10. 22. 제184차)
이동기

61. 8. 17.

명예

1985･1987

전두환정권 반대, 6월민주항쟁 영남대 학
생으로 1985.5.경 대구지방국세청 부근에
서 ‘광주학살진상 규명을 위한 범시민 궐
기대회’ 홍보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이
무렵 구류 20일(대구지방법원); 1987. 6.
10. 대구 동아백화점 앞에서 개최된 ‘6･
10 국민대회’에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
로 이 무렵 구류2일(대구지방법원); 1986.
11. 5. 대구 청송기계공업사에 위조한 이
력서를 제출하여위장취업, 1987. 8. 19.
노조원들의 쟁의물품을 구해주는 등 쟁의
에 개입한 사실로12. 12. 사문서위조죄,
노동조합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원);1989. 2.경 대구 반월
당 사거리에서 ‘노동악법철폐와 독재정권
타도를 위한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시
위한 사실로 1989. 2.경 구류 2일(대구지
방법원); 1989. 3.~같은해 9. 사이에 『노
동자의 길』등 유인물을구입 소지한 사실
로 1991. 2. 12.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서울
형사지방법원) (2006. 6. 19.제171차)

이동인

65. 11. 21.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경북대

학생으로 1987. 6.

23. ‘호헌철폐, 직선쟁취 및 최루탄추방을
위한 평화대행진’에 참가 중, 대구대학생
이 최루탄에 맞아 경북대병원에

입원하

였으나 경찰이 경찰병원으로 옮기려하자
이를 저지하며 시위 중 입은 상이 (2004.
3. 16. 제9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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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이사문

60. 11. 17.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타일

시공업에 종사 중

1987. 6. 26. 직선제 개헌 및 호헌철폐를
요구하는 시위에참가 중 진압 경찰이 발
사한 최루탄에 맞아 입은 상이

(2001.

7. 18. 제24차)
이상백

67. 10. 15.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동의대

학생으로 1987. 6.

21. 부산 시내에서 호헌철폐 요구 시위
중 최루탄에 의해입은 상이 (2001. 8.
14. 제25차)
이상열

55. 4. 16.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한남대

총학생회장으로

1987. 6. 10. 대전중구 소재 충청은행 본
점 앞에서 ‘6. 10 항쟁’에 참가하여 군부
독재타도와 4. 13 호헌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 중 진압경찰의 방패에 맞아 입
은 상이 (2009. 10. 12.제284차)
이세구

39. 10. 25.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부산시
업에

부산진구에서 자영

종사하면서“민족민주평화통일협의

회”에 가입하여 활동 중 1987. 6. 20. 직
선제 개헌 요구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경찰에

연행,

구타당하여

입은

상이

(2001. 4. 3. 제16차)
이웅범

67. 2. 1.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전남대 학생으로 1987. 6.

23. 광주 금남로5가 한일은행 앞 사거리
에서 “호헌철폐 및독재타도”, “광주학살
배후조종 미국 몰아내자”

등 구호를 외

치며 시위 중 진압경찰이 발사한 최루탄
에 맞아 입은 상이 (2001.6. 12. 제21차)
이윤복

67. 9. 5.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국민대

학생으로 1987. 7.

1. 서울 가리봉5거리에서 ‘제헌의회소집
을 위한 민중대회’에 참여하여 “제헌의회
소집”, “군부파쇼타도”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8. 31.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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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형사지방법원) (2004. 1. 13.제93차)
이은영

66. 1. 31.

명예

1986･1987

건국대 점거농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6
월민주항쟁 ’ 경기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개최된 ‘전국 반외세반독
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
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
자” 등 구호를 외치며 본관 등을 점거･농
성한 사실로 1987. 2.17. 집시법위반, 폭
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
울형사지방법원); 1987. 6.10. ‘6월 민주
항쟁’ 시위를 주도, 6. 11. 당시 노태우
대통령후보의 유세 중 반대 시위를 주도
한 활동과 관련하여 수배 중 1988.2. 29.
학사징계(제적) (2001. 12. 11. 제33차)

이재신

68. 1. 15.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충북대 학생으로 1987. 6.

26. 청주시 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 등을 외치며 시위
중 진압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상이

(2006. 10. 16. 제183차)
이재용

64. 10. 7.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사망) 한국외국어대 학생으
로 용인성남지역 호헌철폐 및 군부독재타
도

학생협의회공동의장으로

수배

중

1987. 6. 25. 경원대에서 철야농성 계획
회의를 마친 후 같은학교 앞 도로에서 경
찰의

검문을

피하다교통사고로

사망

(2001. 7. 3. 제23차)
이정상

38. 4. 29.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자영업

종사 중 1987. 6.

26. 부산진시장에서 “군부독재 타도, 전
두환정권 물러가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

의해 입은 상이 (2001.4. 3. 제16차)
이태춘

60. 2. 7.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사망) 태광고무산업㈜ 관리
직 사원으로1987. 6. 18. 부산시 동구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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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천동 고가도로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
를 외치며 시위중 경찰이 쏜

최루가스

분말을 뒤집어쓰고계단 근처에서 떨어져
머리 부분을 다쳐병원으로 후송, 치료 6.
24. 뇌출혈 등으로 사망 (2001. 4. 3. 제
16차)
이필기

63. 1. 10.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동국대 학생으로 1987. 6.

17. 성남시 신흥동종합시장에서 “전두환
군사독재 퇴진과 직선제개헌”을 요구하는
시위 중 최루탄에의해 입은 상이 (2005.
3. 14. 제133차)
이한열

66. 8. 29.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사망)

연세대 학생으로

1987. 6. 9. 동 대학 민주광장에서 개최
된 ‘구출학우 환영 및6. 10총궐기를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 참가후 정문

앞으로

진출하여 경찰과 대치하면서 시위 중 같
은 날 17:00경 경찰이 발사한SY-44 최루
탄에 후두부를 맞아 7. 5. 02:05경 사망
(2001. 3. 20. 제15차)
임영수

61. 8. 21.

명예

1984･1987

한주통상노동민주화

부산대

학생으로

1984. 8. 15.교내 및 8. 19. 해운대에서
‘전두환 방일 반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8. 28. 학사징계(유기정학); 1986. 5.경
부산시 한주통상에위장 취업, 1987. 6월
민주항쟁 및 7, 8월 ‘노동자대투쟁’ 시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 3권보장” 등을 주
장하면서 파업을 주도한 사실로 1987. 8.
20. 해직 (2006. 7. 10. 제174차)
임점용

54. 4. 7.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1987.

6. 18. 부산 서면로

타리 부근에서 열린 직선제 개헌 시위에
참가하여 진압경찰에게 집단구타를 당하
여 입은 상이 (2006.1. 23. 제157차)
장문호

68. 11. 7.

보상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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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민주항쟁 전남 목포 문태고 학생으로

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1987. 6. 26.경목포 산정2동 소재 목포소
방서 앞에서 “군사정권 타도” 등의 구호
를 외치며 시위 중경찰이 발사한 최루탄
에 의해 입은 상이및 후유증 (2008. 9.
1. 제246차)
장운기

46. 1. 30.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1987.

6. 21. 광주 태평극

장 앞에서 “호헌철폐”, “직선제 개헌”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중 진압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맞아 입은상이

(2001. 8. 14.

제25차)
전순복

55. 8. 4.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1987.

6. 10. 박종철 고문

치사 규탄시위에참여하고, 6. 11. 명동성
당에 들어가 전두환정권 비판 발언을 하
고 시위에 참가한사실로 6. 15.

집시법

위반으로 구류 10일(2001. 9. 12. 제27
차)
전인영

66. 12. 9.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부산대

학생으로 1987. 6.

10. 직선제 쟁취시민발대식에서 “호헌철
폐”를 주장하는 등시위에 참가하고 ‘한국
민중사’ 등을 구입탐독한 사실로
23.

12.

국가보안법위반으로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유로 1989. 7. 19.교사임용에서
제외 (2004. 6. 29. 제110차)
정경호

64. 6. 20.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1987.

6. 20. 광주 금남로

태평극장 4거리에서 ‘호헌철폐 및 직선제
요구’ 등 6월 항쟁 시위 참가 중 진압경
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4. 17. 제17차)
정기남

65. 10. 30.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전남

나주 농민으로 1987.

6. 28. 광주시서구 서현교회 앞에서 “대
통령직선제 쟁취”를 요구하는 집회 및 시
위에 참가한 사실로 6. 28.

집시법위반

으로 벌금 1만원(광주지방법원) (20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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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16. 제116차)
정인환

47. 10. 6.

명예

1974･1987

유신정권반대, 6월민주항쟁 중앙대 학생
으로 1974.10.경 ‘유신헌법 반대’ 교내시
위를 주도하고, 영등포역 등지에서 시위
를 한 사실로그 무렵 집시법위반으로 구
류 27일(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7.
6. 10. 서울 종로일대에서 열린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 조작규탄 및 민주헌법쟁취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
로 그 무렵 구류 5일 (2006. 12. 4. 제
190차)

정태환

63. 2. 13.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서울민족민주통일연합(서민
련)

회원으로1987. 6. 12.경 서울 명동

사보이호텔 부근에서 대통령직선제를 요
구하며 시위 중시위진압 경찰이 쏜 최루
탄에 맞아
정홍근

67. 2. 18.

보상

1987

상이(2006. 6. 19, 제171차)

6월민주항쟁

고교를 졸업, 입시를 준비

중 1987. 6. 10. 대구 동성로 소재 한일
극장 건너편에서 ‘호헌철폐 직선제 쟁취
를 위한 범시민운동’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 중 경찰의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
은 상이 (2001. 3. 20. 제15차)
진광현

64. 10. 17.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마산대

학생으로 1987. 6.

북마산 파출소일대에서 “군사독재 타도”,
“직선제 개헌”등을 요구･주장하며 시위
중 진압경찰에의한 구타 및 최루탄에 의
해 입은 상이(2004. 8. 16. 제116차)
채희관

69. 4. 12.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숭신공업고

학생으로 전남

민주주의청년연합회 회원으로 활동 중
1987. 6. 21. “군부독재 타도, 직선제 개
헌 쟁취” 등의 구호를외치며 시위를 하던
중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7.
18. 제2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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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최갑성

54. 9. 2.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임상교회 목사로 1987. 6.

22. 전주 경원동에서 ‘호헌반대 직선제개
헌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여하여 시위 중
최루탄에 의해 입은상이

(2001. 8. 14.

제25차)
최수뢰

42. 11. 11.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건축업체

현장책임자로

1987. 6. 10. 광주시내에서 개최된 ‘박종
철 고문은폐 규탄 및호헌철폐 국민대회’
에 참가하여 시위 중 진압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과정에서 입은 상이 (2001. 7.
18. 제24차)
한석호

64. 12. 24.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서울시립대 학생으로 1987.
6. 10.경부터“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명동성당 농성에 참가하고 7. 26. 명동성
당에서 ‘6･10명동투쟁동지회결성토론회’
등을개최하고9.6.성명서‘우리는새로운질서
를요구한다’등을배포한사실로12.21.집시법
위반,국가보안법위반으로징역1년,집행유예
2년,자격정지1년(서울형사지방법
원)(2005.1.10.제129차)

한형수

38. 11. 23.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민추협

회원으로 1987. 6.

10. 종로구 일대에서 ‘직선제 쟁취’ 등을
요구하는 시위 중진압경찰관과 백골단에
전신을 구타당하고1991.경까지

각종 시

위에 참여 중 수회 진압경찰에게 구타를
당한 사실로 입은 상이(2010. 5. 17. 제
308차)
황찬중

68. 3. 13.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한림대

학생으로 1987. 6.

19. 교내에서“호헌철폐”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 중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8. 14. 제2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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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사건 관련인물
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강정구

65.6.10.

명예

1986･1987

전두환정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6. 2. 4. 서울대 광장에서 개최된 ‘85
년 투쟁평가 및 개헌서명운동본부 발족식
서울지역 대학연합집회’에 참여한 사실로
학사징계(학사경고) 및 1987. 1. 1. 학사
징계(근신 2월); 1987. 1. 28. 박종철 고
문치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문살인 자행하
는 파쇼공화국 분쇄하자”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3. 30.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
방법원 동부지원) (2001.12.11. 제33차)
고광업

64.11.14.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전남대 용봉문학회 회장으로
1987. ‘박종철고문살인 규탄, 5･18진상규
명, 직선제 개헌’등의 시위를 수차례 주도
한 사실로 1988.12. 5. 학사징계(제적)
(2004.1.13. 제93차)

고희권

66.11.11.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제주대 총여학생회 부학생회
장으로 1987.3.2. 입학식 행사 중 �신입
생에게 드리는글�이라는 유인물을 배포
하고 3.3.~11.10.사이 ‘고 박종철군 49제
행사’, 직선제 개현 요구 시위 등 수차례
집회에 참여한 사실로 1989.2. 교원임용
에서 제외 (2004.7.6.제111차)

구용기

64. 3. 26.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1987. 6. 9. 광주시 충장로
2가 소재 광주우체국 앞에서 박종철 치사
사건과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시위에 참
가 중 진압경찰관이 발사한 최루탄과 폭
력행위에 의해 입은 상이 (2007. 4.16. 제
203차)

김경민

67. 2. 10.

명예

1987･1988

전두환정권 반대 등 경성대 학생으로
1987. 2. 7. 부산 국제시장에서 열린 ‘박
종철 열사 고문치사 규탄대회’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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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사실로 2. 9.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3일(부
산동부지원); 1988.8. 15. 연세대에서 ‘남
북 청년학생회담 성사를 위한 시위’에 참
여한 사실로 8. 17. 구류 3일(서울지방법
원); 1989. 4. 9. 부산대에서 ‘노조탄압저
지 및 노동운동탄압분쇄결의대회’에 참여,
시위를 한 사실로 7. 18.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부산지방법
원); 1989. 10. 17. ‘부마항쟁 계승제’에
참가, 시위한 사실로 1993. 8.11.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부산
지방법원) (2005. 1. 24. 제130차)
김경희

65. 9. 12.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5. 1. 19. “민주총선 쟁취”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집시법위반
으로 구류 7일; 1985.4. 19. ‘4･19추모집
회’에 참석하여 “독재정권 퇴진”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사실로 집시법위
반으로 구류 3일; 1986. 2.4. ‘전학련 범
국민파쇼헌법철폐 서명운동추진본부 발대
식(서울대 연합시위)’에 참여하여 집회를
주도한 사실로 6. 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1987. 1. 28. ‘고 박종철고문치사규탄대
회’에 참여하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3.
3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서울지방
법원 동부지원) (2001. 11. 13. 제31차)
김영도

59. 5. 10.

명예

1987

구로구청 점거농성 사건 목포 소재 향토
중고등학교 교사로 서울 구로구 동부제강
㈜에 위장취업, 1985. 9. 23. 산재 사망사
고가 발생하자 규탄활동을 주도하는 등
노동민주화 활동사실로 해직(징계면직);
1987. 2. 7 명동성당에서 고 박종철 사망
관련 유인물을 낭독후 “박종철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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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추도집회 보장하라”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6. 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서울지방법원);
1987. 12. 17. 제 13대 대통령선거 구로
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점거하여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주도한

사실로

1988. 2. 1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2004.
12. 6. 제126차)
김용호

66. 1. 15.

명예

1986･1989

민족해방활동가조직 사건 서울대 학생으
로 1986.경부산미문화원 점거농성에 참가
한 사실로1986. 6. 18. 학사징계(유기정
학); 1987. 3.3. 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의 49제를 기하여 ‘고문추방 민주화 대행
진’에 참가하여을지로에서 시위를 한 사실
로 6. 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의 선
고유예(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8. 사
회과학대 학생회장으로 ‘학원민주화’, ‘등
록금인상 반대’등의 내용으로 교수에게 항
의한 사실로6. 29. 학사징계(무기정학);
1989. 2. 1.~5.19. 사이에 ‘민족해방 활동
가 조직’에 가입하여 선전부장으로 기관지
�전진하는 동지� 준비호, 2호 등을 제
작･배포한 사실로1992. 2. 11. 국가보안
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육군고등군사법원) (2007. 1.
22. 제194차)

김재호

65. 3. 27.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광운대 학생으로 1986.
11. 16.~11. 17.�하나가 되자, 분노의 함
성, 투쟁의 깃발�이라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1987. 3.3. ‘박종철군 49제 추
모제’에서 “살인고문중지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사실로 1987. 10.
28.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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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
사지방법원) (2002. 5. 22.제43차)
김전승

60. 4. 24.

명예

1982･1987

전두환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0.
11. 전두환정권 퇴진을 위한 시위에 참여
한 사실로1981. 2. 12. 학사징계(직권휴
학); 1982.10. 15. 유인물을 배포하고,
“전두환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28. 학사징계(제
적) 및 1983. 6.2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광주지방법원); 1986. 3. 30. ‘헌
법개정추진위원회전남도지부 결성식’에 참
가 후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9. 2.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70만원(광
주지방법원); 1987.2. 7. ‘고 박종철군 추
도집회’에 참여하여유인물을 배포하며 시
위한 사실로 7. 8.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70만원(광주지방법원)(2001. 11. 13. 제31
차)

김정섭

66. 8. 29.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전남사대

학생으로

1986. 2. 5. 광주 동구의 대인시장 앞에
서 “호헌철폐, 직선제쟁취”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2. 6. 집시법위반으
로 구류 7일(광주지방법원); 1986. ‘박종
철 열사 고문치사사건규탄대회’를 계획하
는 등 사실로 1987. 3.13. 학사징계(지도
휴학) 및 1992. 2. 26. 졸업 후 국립사대
출신 우선임용에서 제외(2004. 7. 19. 제
113차)
김종호

66. 1. 28.

명예

1987

민학련 활동･사건 국민대 학생으로 1987.
2. 7. ‘박종철추도회’에서 “살인정권 물러
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고, 5. 2.
‘반제반파쇼 민족민주학생연맹 경인지역평
의회’가 주관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1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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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3. 8. 26.
제79차)
김창수

64. 11. 9.

명예

1986･1989

고려대 애국학생회 사건, 평화연구소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6. 9. 고려대 애국학
생회에 가입하여 ‘전국애국학생투쟁연합’
중앙실무자로활동 중 1987. 2. 7. 서울
세운상가 일대에서 ‘박종철 추도식’을 개
최, “‘파쇼타도”, “고문철폐” 등을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8. 24. 국가
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
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지방법
원); 평화연구소 간사로 1988. 12.경부터
�노동자의 진실비판� 등 표현물을 교부
받아 탐독･보관한 사실로 1990. 2. 19.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5. 8. 29. 제146차)
박용모

48. 4. 12.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

혜림정사의

승려로

1987. 2. 7. 서울 을지로 입구에서 “박종
철 살려내라”, “고문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등의 구호를외치며 ‘박종철 추도
집회’에 참가한 사실로5. 18.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
원 남부지원) (2005. 11.21, 제153차)
박정기

29. 3. 11.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대 고문치사당한 서울대 박
종철의 아버지로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으로활동 중 1991. 7. 4. 서울지방법
원 서부지원에서 개최된 ‘고 강경대 상해
치사사건’관련 재판정에서 “노정권 물러가
라”는 등구호를 외치며 재판심리과정을
비판한 사실로 10. 14. 특수법정소동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2002. 6. 26.제4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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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박종철

65. 4. 1.

명예

1985･1986

전두환정권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대학문
화연구회(대문)에 가입･활동 중 1985. 5.
26. 서울 사당동에서 미문화원 점거농성
에 대한 지지를표명하며 “학살원흉 전두
환 처단하자,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미국은공개 사과하라”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같은 날 도로교
통법위반으로 구류 5일(서울지방법원 남
부지원); 1986. 4. 11. 서울 왕십리동에서
청계피복노조와 연계하여‘장시간 노동철폐
및 노동운동 탄압하는 독재정권 퇴진 촉
구대회’ 및 가두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7.
1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2001. 3. 20.
제15차)

박종철

65. 4. 1.

보상

1987

민추위사건조사중 고문치사(사망) 서울대
학생으로 대학문화연구회(대문)에 가입･활
동 중 1986.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사
건으로 수배중인 대학선배의 소재파악을
위해 1987. 1.14.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강제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
관들이 위 선배의소재를 추궁하며 물고문
을 자행, 같은 날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
로 사망 (2003. 11.18. 제88차)

박홍기

51. 12. 8.

명예

1987･1989

전두환정권 반대 범한화재(현LG화재) 마
산지점 근로자로 ‘고 박종철군 진상규명
경상남도규탄대회’ 집행위원으로 활동 중,
1987. 2.경 박종철 49제 추모시위에 참가
한 후 경미한 교통법규위반 사건 관련 구
속된 사실을 빌미로, 1987. 6.경 안기부의
압력을 받은 회사 간부로부터 정치범이라
는 이유로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아 7. 1.
해직; 1988.12.경 고려증권의 경력자 모
집시험에 합격한 후 공안당국의 압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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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1989. 1. 18.입사취소 (2006. 7. 3. 제
173차)
배신주

61. 10. 19.

명예

전두환정권반대 경북대 학생으로 1986.
“대통령 직선제 개헌”,

송경숙

42. 3. 5.

보상

1994

부천서 성고문규탄대회 참여 신민당 여성
부장 등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1986. 7.
4. 서울 명동성당 인근에서 열린 ‘부천 성
고문 규탄대회’에 참가하여 명동성당에 진
입하는 도중 대치 중이던 경찰이 쏜 최루
탄에 왼쪽 다리를 맞아 상이; 1987. 2. 9.
서울 중구 도로상에서‘고 박종철군 추도
식’에 참가하여 시위 도중 진압경찰의 곤
봉에 왼쪽 손가락을 맞아상이 (2005. 7.
18. 제143차)

송은수

63. 5. 5.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서강대 학생으로, 한창㈜
에 생산직 근로자로 위장취업, 1987. 3.
3. 서울 구로구 시흥본동 소재 대명시장
부근에서 근로자, 학생 30여 명과 “살인
고문 자행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박종철
살려내라, 고문철폐민주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90. 5.
4. 집시법위반으로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6. 12.
제21차)

송향란

63. 6. 13.

명예

1985･1987

삼도물산노동민주화, 전두환정권 반대 부
산대 제적생으로 부산 의류제조업체 삼도
물산에 위장취업, 1985. 1. 31. “강제 잔
업철폐, 어용노조간부 교체,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하며 잔업을 거부한 사실
로 1985. 3. 1. 해직; 1987. 2. 17. 부산
시 아카데미극장 일대서 ‘고 박종철군 고
문치사진상규명 및 규탄대회’에 참가, “독
재정권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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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에 참여한 사실로 1987.7. 11. 집시법위
반으로 선고유예(부산지방법원) (2005. 5.
30. 제139차)
안선미

66. 5. 8.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부산대 학생으로 1985.
3.경부터 박종철고문치사 규탄 및 군부독
재 타도 등을 주장하는 시위에 참가하고
이념서적 등을 구입, 같은 책자로 학습한
이유로 1987. 3.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
유예처분을 받은사실로 1989. 2. 교원임
용에서 제외 (2004.6. 29. 제110차)

안철흥

64. 8. 3.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고려대 학생으로 1987.
3. 1. 부천역 광장에서 열린 ‘고 박종철
추모 진혼굿’에 참가, 부근 건물 옥상에서
‘고문정권 타도하고 민주정부 쟁취하자’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독재정권 타도”,
“민주정부 수립” 등을 외치며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987. 10. 5.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서울고등법원)
(2007. 3. 5. 제198차)

양창욱

61. 12. 2.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 1987. 3. 3. 부천북부역
광장에서 열린‘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규탄
대회’에 참가하여 “군사독재정권 타도” 등
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7. 10. 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서울고등법원) (2001. 6.
12. 제21차)

오창헌

65. 9. 9.

명예

1985

민정당 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 성균관
대 학생으로 1985.11. 18. 서울 성동구
가락동 소재 민정당연수원을 점거하여 직
선제 개헌 등을 요구하며 농성한 사실로
1986. 1. 28. 학사징계(유기정학); 1987.
1. 28. 서울 성동구 소재화양시장 앞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등을 규탄하고 “제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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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회 소집”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3. 3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10월 집행유
예 2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 1.
28. 제94차)
이강원

64. 9. 16.

명예

1986･1987

전두환정권 반대 서강대 학생으로 1986.
10. 30. ‘건국대투쟁 진압 및 진상규명과
토론 및 실천대회’, 1987. 1. 20. 교내서
‘제2회 열린터 토론회 및 고 박종철 학형
추모 및 고문살인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차에 걸쳐 학내･외 집회, 시위를 주관한
사실로 1987. 5. 18.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9. 6. 29. 제275차)
이건수

66. 7. 5.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한양대 학생으로 1987.
2. 7. ‘박종철 추도회’에 참가하여 “박종
철 살려내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5. 7. 집시법위반 징역 8
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3. 10. 21. 제85차)
이광수

53. 6. 1.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영남공업대

학생으로

1987. 3. 4. 민주쟁취및 박종철 고문치사
조작에 대한 규탄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3. 5.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2일 (2001.
12. 11. 제33차)
이기원

62. 10. 11.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충남대 학생으로 1987.
1. 27. 대전 동양백화점 앞 도로에서 유
인물을 배포하고“살인고문정권 타도”, “박
종철을 살려내라”등을 외치며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5. 12.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벌금 5만원(대전지방법원 및 같은
해 2. 28. 학사징계(제적) (2004. 3. 30.
제101차)

이덕순

51. 4. 20.

보상

1991

- 87 -

노태우정권 반대 1991. 4.시위 중 사망한

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명지대생 강경대의 어머니로 1991. 7.
11. 서울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강경대 타
살사건 왜곡과 재판규탄, 강경대 아버지와
고 박종철 아버지구속에 항의하는 연좌시
위 중 전투경찰의구타에 의해 입은 상이
(2004. 1. 6. 제92차)
이인섭

44. 1. 13.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 민주헌정연구회 홍보위
원으로 1987.3. 3. ‘고 박종철 고문치사사
건규탄 및 49제 대행진대회’에 참여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3. 3. 집시법위반으
로 구류 7일(2001. 11. 27. 제32차)

이현상

65. 3. 17.

명예

1985･1987

전두환정권 반대 고려대(조치원) 학생으로
1985. 5.23. 조천역 등지서 “독재정권 타
도, 민중생존권 보장” 등을 주장하는 벽보
를 부착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
로 10. 31.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대전지방법원); 1987. 2. 7. 명
동성당에서열린 박종철 추모집회에서 “박
종철 살려내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6. 13.집시법위반으로 징역 6월(서
울지방법원)(2004. 2. 3. 제95차)

임동성

66. 2. 6.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전남대 학생으로 1987.
2. 7. 광주 동구 충장로5가 입구에서 “박
종철을 살려내라” 등구호를 외치며 시위
하고, 3. 3. 광주시 동구 조흥은행 앞에서
「100만 애국시민에게드리는 글」 제하 유
인물을 배포하는 등 수차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5. 1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및 1986.
8. 16. 학사징계(제적);1988. 11. 9. 광주
시 광산구 하남공단 청진산업에 위장취업,
노조편집부장으로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들을 위해 활동한사실로 198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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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27. 해직 (2004. 12. 27. 제128차)
장윤종

63. 4. 15.

명예

1987

신민당사 점거농성 사건 동국대 학생으로
1987.2.2.~2.7. 신민당사를 점거, “박종철
사망 사건 진상규명” 등을 주장하며 농성
을 주도한 사실로 5.7.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3.9.23. 제82차)

전순복

55. 8. 4.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1987. 6. 10. 박종철 고문치
사 규탄시위에참여하고, 6. 11. 명동성당
에 들어가 전두환정권 비판 발언을 하고
시위에 참가한사실로 6. 15. 집시법위반으
로 구류 10일(2001. 9. 12. 제27차)

정경준

64. 4. 3.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7.
12. 17.~1988. 1.25. 사이에 광주 동구
등지에서 ‘애국학생고 박종철 열사 혁명정
신 계승 및 살인폭력 정권 응징대회’ 등의
집회에 참가하여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7.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06.
11. 6. 제186차)

정명호

68. 7. 17.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대 동국대 학생으로 1990.
1.~1991. 5. 사이에 ‘농활보고 및 박종철
열사 추모 노정권퇴진을 위한 동국인 총
궐기대회’ 등 수회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고
여의도동 민자당중앙당사에서 “국가보안
법철폐”, “양심수석방” 등을 요구하며 점
거농성을 시도한 사실로 1991. 11. 15.
집시법위반,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
격정지 2년(서울고등법원) (2010. 3. 29.
제302차)

정인환

47. 10. 6.

명예

1974･1987

유신정권반대, 6월민주항쟁 중앙대 학생
으로 1974.10.경 ‘유신헌법 반대’ 교내시
위를 주도하고, 영등포역 등지에서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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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한 사실로그 무렵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27일(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7. 6.
10. 서울 종로일대에서 열린 ‘박종철 고문
살인 은폐 조작규탄 및 민주헌법쟁취범국
민대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그
무렵 구류 5일 (2006. 12. 4. 제190차)
정재성

64. 6. 7.

명예

1986

고려대 애국학생회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6. 9. 20. ‘애국학생회’에 가입하고
11. 10.경부터 전국학생총연합 건설준비
위 사무국 활동 중1987. 2. 7. 박종철 국
민추도 대회의 “고문추방,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정하는 등 시위를 예비한 사실로
1987. 6. 23. 집시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지
방법원) (2004. 7. 12. 제112차)

정재헌

64. 6. 12.

명예

1985･1987

전두환정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5. 2. 5.YMCA앞에서 공정선거를 요
구하는 시위에참여한 사실로 집시법위반
으로 구류 10일;1987. 1. 28. 화양시장
앞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규탄 및 제
헌의회소집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도하고,
전두환군사정권 퇴진을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3. 3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5. 13.
제66차)
조시형

68. 2. 22.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동국대 학생으로 1990.
1. 13. 교내에서 ‘박종철 열사 3주기 추도
식’에 참가하여“폭력정권 타도하자”는 구
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6. 21.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
울형사지방법원)(2005. 12. 5, 제154차)

최광웅

64. 2. 5.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1987. 3. 3. ‘박종철 49
제 관련 고문 규탄대회’ 및 시위에 참가한

- 90 -

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사실로 10. 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1. 8.14. 제25차)
최기선

50. 3. 30.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총무
국 경리부장으로 1987. 3. 3. 서울시내
일원에서 ‘박종철49제 범국민 평화대행진’
에 참가하여 “독재타도, 고문추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5. 21.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서
울형사지방법원) (2001.10. 17. 제29차)

최수뢰

42. 11. 11.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건축업체

현장책임자로

1987. 6. 10. 광주시내에서 개최된 ‘박종
철 고문은폐 규탄 및호헌철폐 국민대회’에
참가하여 시위 중 진압경찰에 의해 연행
되는 과정에서 입은 상이 (2001. 7. 18.
제24차)
표정두

63. 4. 1.

보상

1987

전두환정권 반대(사망) 광주시 광산구 하
남공단 소재 신흥금속 근로자로 1987. 3.
6. 서울 삼보빌딩부근에서 “슐츠 방한 결
사반대, 내각제 개헌반대, 장기집권 음모
분쇄, 박종철 살려내라” 등 구호를 외치며
분신, 주한미대사관으로 돌진 후 쓰러져
3. 8. 사망 (2001. 8. 28.제26차)

하종삼

66. 8. 14.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7. 1. 28. “살인고문 자행하는 군부독
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규탄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 1. 학사징계(근신) 및 3. 30.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
법원 동부지원) (2001.11. 13. 제3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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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열 사건 관련인물
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강호철

57.8.23.

명예

1987

‘87년 노동자대투쟁’ 포항민주화운동연합
사무국장으로 1987.7.9. 포항시내에서 ‘6
월민주항쟁 중사망한 이한열의 추모모임’
을 가지고 차도를 점거, 시위하고, 7.19.
경주시내 택시운전사 200여명이

근로조

건의 개선을요구하며 동맹파업중인 연좌
농성 현장에서 지지･연대발언을한사실로
11.4.일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

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
법원)(2001.1. 29. 제11차)
구쌍모

53. 9.15.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1987. 6.경 경남 마산에서
통일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회원과 함께
‘이한열 열사사망 책임자 처벌 및 진상규
명, 군부정권퇴진운동을 위한 마산집회’에
참가 중 경찰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입은 상이(2005.

김금덕

37. 1. 30.

보상

1987

9.12, 제147차)

6월민주항쟁 1987. 6. 10. 서울 덕수궁
앞 노상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규탄 및

호헌철폐’ 집회, 6.26. 서울 중구 소재 민
추협 사무실 앞 노상에서 ‘국민평화 대행
진’ 집회, ‘이한열국민장 실시 요구 집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 집회에 참가 시
진압경찰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은 상이
및 후유증 (2001. 6. 12.제21차)
김상호

47. 3. 20.

보상

1987

전두환정권 반대 민주헌정연구회 회원으
로 1987. 7. 9.부산역광장에서 열린

‘고

이한열열사 추모제 및 직선제개헌쟁취기
념 부산시민대회’에 참가하여 시가행진 중
진압경찰의 구타에 의해 입은 상이 (제89
차, 2003.
김윤삼

64. 11. 30.

보상

1987

12. 2.)

전두환정권 반대 제주대 학생으로 1987.
7. 11. 제주시소재 동문로타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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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거행위
이름

생년월일

신청유형

(또는

피해

원인

발생)

사건명 또는 대표적인 항거행위

연도
한열 열사 추모집회’에 참가하던 중 전경
이 던진 돌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4.
17. 제17차)
박정순

29. 12. 3.

보상

1987

전두환정권 반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회원으로 1987.7. 10. 부산역에서 ‘이한열
열사 추모행사’에 참여하여 시위를 벌이는
중 경찰의 구타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4. 3. 제16차)

양광자

66. 7. 15.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경북대 학생으로 1987. 6.
26. 대구 남구 대한극장 사거리에서 “호
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연세대 이한
열 열사 추모시위 참여 중 경찰진압과정
에서 입은 상이 (2001. 2.19.

이태수

60. 1. 20.

보상

1987

제13차)

전두환 정권 반대 부산 소재 이원산업
용접공으로 1987.7. 9. 부산역에서

‘이

한열 열사 추모식’에 참가 중 경찰에 구타
를 당해 입은 상이(2001. 4. 3. 제16차)
이한열

66. 8. 29.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사망) 연세대 학생으로
1987. 6. 9. 동 대학 민주광장에서

개

최된 ‘구출학우 환영 및6. 10총궐기를 위
한 연세인 결의대회’ 참가 후 정문 앞으로
진출하여 경찰과 대치하면서 시위 중 같
은 날 17:00경 경찰이 발사한 SY-44 최
루탄에 후두부를 맞아 7. 5. 02:05경 사
망 (2001. 3. 20. 제1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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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 개념명세서
❑ 명세 - 인물
상위개념 개념(한글명) 개념(영문명)

개념설명

관계(한글명)

관계(영문명)

관계대상

인물

Person

인물 정보

가족관계

hasFamily

Person

인물

Person

인물 정보

형제

hasBrother

Person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자녀

hasChild

Person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첩

hasConcubine

Person

인물

Person

인물 정보

부

hasFather

Person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조부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조모

hasGrandFather Person
hasGrandMoth
Person
er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손자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증조부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외조부

인물

Person

인물 정보

모

hasMother

Person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생부

hasRealFather

Person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생모
hasRealMother Person
기타 친인척관계(외
hasRelative
Person
다수)

인물

Person

인물 정보

누이

hasSister

Person

인물

Person

인물 정보

부인(배우자)

hasWife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서훈 정보

hasBadgeInfo

Person
BadgeInformat
ion

인물

Person

인물 정보

관직

hasCareer

인물

Person

인물 정보

관직 정보

hasCareerInfo

인물

Person

인물 정보

교유/동료

hasCompanions
Person
hip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출생년월일

birthDate

xsd:date

인물

Person

인물 정보

부명

buName

xsd:string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사망년월일

deathDate

xsd:date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종교명

hasReligion

xsd:string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주요활동 시기

occurTime

xsd:string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유학

oversea

xsd:string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장소

place

xsd:string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출생지

birthPlace

xsd:string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사망지

deathPlace

xsd:string

인물

Person

인물 정보

본관

familyPlace

xsd:string

인물

Person

인물 정보

거주지

livingPlace

xsd:string

인물

Person

인물 정보

본적

registerPlace

xsd:string

인물

Person

인물 정보

묘, 장지

tombPlace

xsd:string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제자

hasDiscipl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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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GrandSon Person
hasGreatGrand
Person
Father
hasMaternalGra
Person
ndFather

Career
CareerInforma
tion

RelatedInfor
mation
RelatedInfor
mation
RelatedInfor
mation
RelatedInfor
mation
RelatedInfor
mation
RelatedInfor
mation
RelatedInfor
mation
RelatedInfor
mation
RelatedInform
ation
RelatedInform
ation
RelatedInform
ation
RelatedInform
ation
RelatedInform
ation
RelatedInform
ation
RelatedInform
ation
RelatedInform
ation
RelatedInform
ation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수형기록 정보

hasPrisonInfo

PrisonInformat
ion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스승

hasTeacher

Person

인물

Person

인물 정보

관련 인물

relatedPerson

Person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성별

gender

xsd:string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이름

name

xsd:string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이칭

aliasName

xsd:string

인물

Person

인물 정보

개명

changedName xsd:string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아명

childhoodName xsd:string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초명

choName

xsd:string

인물

Person

인물 정보

자

jaName

xsd:string

인물

Person

인물 정보

호, 아호

nickName

xsd:string

인물

Person

인물 정보

필명

penName

xsd:string

인물

Person

인물 정보

realName

xsd:string

인물

Person

인물 정보

본명
종교명, 하사받은
이름

religionName

xsd:string

저작물 정보

저작/작품

artwork

xsd:string

저작물 정보

저작/작품 년월일

artworkDate

xsd:date

저작물 정보

저작/작품

artwork

xsd:string

저작물 정보

저작/작품 년월일

artworkDate

xsd:date

저작물 정보

저작/작품 설명

artworkExplain xsd:string

저작물 정보

저작/작품 명칭

artworkName

저작물 정보

저작/작품 게재처

artworkPublish xsd:string

저작물 정보

저작/작품 출판사

artworkPublishe
xsd:string
r

저작물 정보

저작/작품 사이트

artworkSite

xsd:string

저작물 정보

저작/작품 유형

artworkType

xsd:string

저작물 정보

저작/작품 URL

artworkUrl

xsd:string

인물 관직 정보

관직

career

xsd:string

인물 관직 정보

임명일

appointDate

xsd:date

인물 관직 정보

관직명

careerName

xsd:string

인물 관직 정보

관직 관계자

careerRelPerson

xsd:string

인물 관직 정보

관직 사이트

careerSite

xsd:string

인물 관직 정보

관직 URL

careerUrl

xsd:string

저작/작품
저작/작품
저작/작품
저작/작품
저작/작품
저작/작품
저작/작품
저작/작품
저작/작품
저작/작품
저작/작품
관직정보
관직정보
관직정보
관직정보
관직정보
관직정보

ArtworkInfor
mation
ArtworkInfor
mation
ArtworkInfor
mation
ArtworkInfor
mation
ArtworkInfor
mation
ArtworkInfor
mation
ArtworkInfor
mation
ArtworkInfor
mation
ArtworkInforma
tion
ArtworkInforma
tion
ArtworkInforma
tion
CareerInformati
on
CareerInformati
on
CareerInformati
on
CareerInformati
on
CareerInformati
on
CareerInformati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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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d:string

❑ 명세 - 사건
상위개념

개념(한글명) 개념(영문명)

개념설명

관계(한글명)

관계(영문명)

EventInform
ation

사건

Event

사건 정보

관련사건

사건

Event

사건 정보

사건과 연관된 기타
hasEtcEvent
사건정보

EventInform
ation

사건

Event

사건 정보

후행사건

hasPostEvent

EventInform
ation

사건

Event

사건 정보

선행사건

hasPreEvent

EventInform
ation

사건

Event

사건 정보

상위사건

hasSuperEvent

EventInform
ation

사건

Event

사건 정보

사건 관련 조직 및
단체

hasRelatedOrganization Organization

사건

Event

사건 정보

사건과 연관된 인물
hasRelatedPerson
정보 (관련 인물)

Person

사건

Event

사건 정보

문화 - 기타 인물

hasCultureEtcPerson

Person

사건

Event

사건 정보

문화 - 반대 인물

hasCultureOppositionPe
Person
rson

사건

Event

사건 정보

문화 - 추진 인물

hasCultureProsecutionP
Person
erson

사건

Event

사건 정보

외교 - 기타 인물

hasDiplomacyEtcPerson Person

사건

Event

사건 정보

외교 - 상대방 인물

hasDiplomacyOpponent
Person
Person

사건

Event

사건 정보

외교 - 우리측 인물

hasDiplomacyOursPerso
Person
n

사건

Event

사건 정보

외교 - 관련국 인물

hasDiplomacyRelCountr
Person
yPerson

사건

Event

사건 정보

경제 -기타 인물

hasEconomyEtcPerson Person

사건

Event

사건 정보

경제 - 반대 인물

hasEconomyOppositioP
Person
erson

사건

Event

사건 정보

경제 - 추진 인물

hasEconomyProsecutio
Person
nPerson

사건

Event

사건 정보

법, 정책, 제도 - 기
hasLawEtcPerson
타 인물

사건

Event

사건 정보

법, 정책, 제도 - 반 hasLawOppositionPerso
Person
대 인물
n

사건

Event

사건 정보

법, 정책, 제도 - 추 hasLawProsecutionPers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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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RelatedEvent

관계대상

Person

진 인물

on

사건

Event

사건 정보

정치 -기타 인물

hasPoliticsEtcPerson

사건

Event

사건 정보

정치 - 주도 인물

hasPoliticsLeadingPerso
Person
n

사건

Event

사건 정보

정치 - 대상 인물

hasPoliticsSubjectPerso
Person
n

사건

Event

사건 정보

사회 - 기타 인물

hasSocietyEtcPerson

사건

Event

사건 정보

사회 - 주도 인물

hasSocietyLeadingPerso
Person
n

사건

Event

사건 정보

사회 - 대상 인물

hasSocietySubjectPerso
Person
n

사건

Event

사건 정보

사회 - 진압 인물

hasSocietySupressionPe
Person
rson

사건

Event

사건 정보

관련사건

relatedEvent

Event

사건

Event

사건 정보

관련 법령

relatedLaw

HistoryLaw

사건

Event

사건 정보

관련 정책

relatedPolicy

HistoryPolicy

사건

Event

사건 정보

관련 제도

relatedSystem

HistorySyste
m

사건

Event

사건 정보

사건 관련 법령

historyLowName

xsd:string

사건

Event

사건 정보

사건 관련 정책

historyPolicyName

xsd:string

사건

Event

사건 정보

사건 관련 제도

historySystemName

xsd:string

사건

Event

사건 정보

사건 발생 위치

occurPlace

xsd:string

사건

Event

사건 정보

사건 발생 종료일

eventEndDate

xsd:date

사건

Event

사건 정보

사건 발생 종료 시기/
eventEndTime
시대

xsd:string

사건

Event

사건 정보

사건 발생 시작일

xsd:date

사건

Event

사건 정보

사건 발생 시작 시기/
eventStartTime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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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StartDate

Person

Person

xsd:string

❑ 명세 - 조직/단체
상위개념 개념(한글명)

개념(영문명)

개념설명

관계(한글명)

관계(영문명)

관계대상

organizationHistor OrganizationHist
연혁
y
ory
조직 구성원(관원 organizationMem OrganizationMe
등)
ber
mber
조직단체 생산기록 producedDocume
Documentary
물
ntary
ProductionRecor
생산기록물
productionRecord
d
relatedOrganizatio
관련 조직단체
Organization
n
상위 조직단체
superOrganization Organization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 주제

organizationTopic xsd:string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 유형

organizationType xsd:string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생산기록 documentaryAuth
xsd:string
물 저자
or
조직단체 생산기록 documentaryExpla
xsd:string
물 설명
in
조직단체 생산기록 documentaryNam
xsd:string
물 명칭
e
조직단체 생산기록 documentaryPubli
xsd:string
물 게재처
sh
조직단체 생산기록 documentaryPubli
xsd:string
물 출판사
sher
조직단체 생산기록
documentaryType xsd:string
물 유형
조직단체 생산기록
documentaryUrl xsd:string
물 URL
설치주체(관련 조
installMainAgent xsd:string
직단체)
조직단체 구성원 memberAchievem
xsd:string
업적
ent
조직단체 구성원
memberDate
xsd:date
연도
조직단체 구성원
memberName
xsd:string
이름
조직단체 구성원
memberRole
xsd:string
역할
조직단체 구성원
memberSite
xsd:string
사이트
조직단체 구성원
memberUrl
xsd:string
URL
국(관)립/공립/사립 organizationDivisi
xsd:string
구분
on
organizationPurpo
목적 및 강령
xsd:string
se

조직단체 웹 사이
트 (조직의 현재
웹 사이트)
조직단체 연혁 내
용
조직단체 연혁 년
월일

organizationWebS
xsd:string
ite
orgHistoryContetn
xsd:string
s
orgHistoryDate

조직단체 연혁 사 orgHistory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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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d:date
xsd:string

이트
조직단체 연혁 시
orgHistoryTime
기
조직단체 연혁
orgHistoryUrl
URL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xsd:string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현재 지명

presentPlace

xsd:string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당시 지명

thenPlace

xsd:string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시작일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조직/단체

Organization

사건 정보

xsd:string

organizationEndD
xsd:date
ate
조직단체 종료 시 organizationEndTi
xsd:string
대
me
organizationStartD
조직단체 종료일
xsd:date
ate
조직단체 시작 시 organizationStartT
xsd:string
대
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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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 모델명세서
❑ Ontology Class 명세
상위 class

관련 용어

Class

설명

foaf:Organization

조직

조직 정보

foaf:Person

인물

인물 정보

hlod:Event

사건

사건 정보

hlod:RelatedInformation

hlod:ArtworkInformation

저작물 정보

저작물에 대한 추가 설명 정
보

hlod:RelatedInformation

hlod:BadgeInformation

서훈 정보

서훈에 대한 추가 설명 정보

hlod:RelatedInformation

hlod:CeremonyInformation

행사 정보

관련 행사 정보

hlod:RelatedInformation

hlod:ContentsInformation

컨텐츠 정보

영화,드라마 등 컨텐츠에 대
한 상세 정보

hlod:RelatedInformation

hlod:DocumentaryInformation

생산기록물 정보

관련 생산기록물 정보

hlod:RelatedInformation

hlod:EducationInformation

교육 정보

인물의 교육 정보

hlod:RelatedInformation

hlod:EventInformation

사건 정보

관련 사건 정보

hlod:RelatedInformation

hlod:HistoricalMaterialInformati
사료 정보
on

사료 정보

hlod:RelatedInformation

hlod:HistoryInformation

연혁 정보

연혁 정보

hlod:RelatedInformation

hlod:HomepageInformation

관련홈페이지 정보

홈페이지 정보

hlod:RelatedInformation

hlod:OrganizationInformation

조직 정보

조직 정보

hlod:RelatedInformation

hlod:OrganizationMemberInfor
조직구성원
mation

hlod:RelatedInformation

hlod:PersonInformation

인물 정보

인물 정보

hlod:RelatedInformation

hlod:PrisonInformation

수형 정보

인물의 수형 정보

hlod:RelatedInformation

hlod:RelatedInformation

Interlinking 정보

인터링킹 정보

hlod:RelatedInformation

hlod:SourceInformation

출처 정보

출처 정보

hlod:RelatedInformation

hlod:ThoughtInformation

사상 정보

인물의 사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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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조직 구성원 정보

❑ Ontology Property - 인물
domain

ObjectPropert ObjectPropert
ObjectPropert
ObjectProperty
y
y
y
3Depth
1Depth
2Depth
4Depth

hlod:hsaPerso
foaf:Person nObjectProper
ty
foaf:Person

설명

range

비고

인물

hlod:hasFamil
y

foaf:Person

가족관계

foaf:Person

hlod:hasBrother

foaf:Person

형제

foaf:Person

hlod:hasChild
hlod:hasConcubin
e
hlod:hasFather
hlod:hasGrandFat
her
hlod:hasGrandMo
ther
hlod:hasGrandSo
n
hlod:hasGreatGra
ndFather

foaf:Person

자녀

foaf:Person

첩

foaf:Person

부

foaf:Person

조부

foaf:Person

조모

foaf:Person

손자

foaf:Person

증조부

foaf:Person

외조부

hlod:hasMother
hlod:hasRealFath
er
hlod:hasRealMot
her

foaf:Person

모

foaf:Person

생부

foaf:Person

생모

foaf:Person

hlod:hasRelative

foaf:Person

기타 친인척관
계(외 다수)

foaf:Person

hlod:hasSister

foaf:Person

누이

foaf:Person

hlod:hasWife

foaf:Person

부인(배우자)

foaf:Person
foaf:Person
foaf:Person
foaf:Person
foaf:Person
foaf:Person

hlod:hasMaternal
GrandFather

foaf:Person
foaf:Person
foaf:Person
foaf:Person

foaf:Person

hlod:hasBadg
eInformation

hlod:BadgeInf
서훈 정보
ormation

foaf:Person

hlod:hasComp
anionship

foaf:Person

foaf:Person

hlod:hasPrison
Information

hlod:PrisonInf
수형기록 정보
ormation

foaf:Person

hlod:hasTeach
er

foaf:Person

hlod:PersonI
nformation

hlod:relatedPe
rson

foaf: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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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유/동료

스승

관련 인물

Inverse
Functio
nalProp
erty

❑ Ontology Property - 인물 데이터
domain

DatatypeProperty DatatypeProperty DatatypeProperty
1Depth
2Depth
3Depth

설명

range

hlod:hasPersonDa
tatypeProperty

인물 데이터

foaf:Person

foaf:gender

foaf:Person

foaf:name

xsd:string 성별
xsd:string 이름
xsd:string 이칭

foaf:Person

hlod:aliasName

foaf:Person

hlod:changedNam
xsd:string 개명
e

foaf:Person

hlod:childhoodNa
xsd:string 아명
me

foaf:Person

hlod:choName

xsd:string 초명

foaf:Person

hlod:jaName

xsd:string 자

foaf:Person

hlod:nickName

xsd:string 호, 아호

foaf:Person

hlod:penName

xsd:string 필명

foaf:Person

hlod:realName

xsd:string 본명

foaf:Person

hlod:religionName xsd:string

hlod:ArtworkI
nformation

hlod:artwork

hlod:ArtworkI
nformation

hlod:artworkDate xsd:date

hlod:ArtworkI
nformation

hlod:artworkExplai
xsd:string 저작/작품 설명
n

hlod:ArtworkI
nformation

hlod:artworkName xsd:string 저작/작품 명칭

hlod:ArtworkI
nformation

hlod:artworkPublis
저작/작품 게재
xsd:string
h
처

hlod:ArtworkI
nformation

hlod:artworkPublis
저작/작품 출판
xsd:string
her
사

hlod:ArtworkI
nformation

hlod:artworkSite

hlod:ArtworkI
nformation

hlod:artworkType xsd:string 저작/작품 유형

hlod:ArtworkI
nformation

hlod:artworkUrl

hlod:BadgeInf
ormation

종교명, 하사받
은 이름

xsd:string 저작/작품

xsd:string

저작/작품 년월
일

저작/작품 사이
트

xsd:string 저작/작품 URL
xsd:string 서훈

hlod:hasBadge

hlod:BadgeInf
ormation

hlod:badgeContentxsd:string 서훈내용

hlod:BadgeInf
ormation

hlod:badgeDate

xsd:date

hlod:badgeSite

xsd:string 서훈 사이트

hlod:badgeTime

xsd:string 서훈시기

hlod:BadgeInf
ormation
hlod:BadgeInf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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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일

FunctionalP
roperty

ormation
hlod:BadgeInf
ormation

hlod:badgeUrl

xsd:string 서훈 URL
출생년월일

foaf:Person

hlod:birthDate

xsd:date

foaf:Person

hlod:buName

xsd:string 부명

hlod:CareerIn
formation

hlod:careerName

hlod:CareerIn
formation

hlod:careerRelPers
xsd:string 관직 관계자
on

hlod:CareerIn
formation

hlod:careerSite

xsd:string 관직 사이트

hlod:CareerIn
formation

hlod:careerUrl

xsd:string 관직 URL

hlod:CareerIn
formation

hlod:dismissalDate xsd:date

xsd:string 관직명

면직일
사망년월일

foaf:Person

hlod:deathDate

xsd:date

foaf:Person

hlod:hasReligion

xsd:string 종교명

foaf:Person

hlod:occurTime

xsd:string 주요활동 시기

foaf:Person

hlod:oversea

xsd:string 유학

hlod:PrisonInf
ormation

hlod:prision

xsd:string 수형

hlod:PrisonInf
ormation

hlod:prisionEndDat
xsd:string 수형 종료일
e

hlod:PrisonInf
ormation

hlod:prisionName xsd:string 형벌명

hlod:PrisonInf
ormation

hlod:prisionSite

hlod:PrisonInf
ormation

hlod:prisionStartDa
xsd:date
te

hlod:PrisonInf
ormation

hlod:prisionTime

xsd:string 수형 시기

hlod:PrisonInf
ormation

hlod:prisionUrl

xsd:string 수형 URL

hlod:PrisonInf
ormation

hlod:prisonPlace

xsd:string 수형지역

hlod:PrisonInf
ormation

hlod:prisonReason xsd:string 수형이유

xsd:string 수형 사이트
수형 시작일

foaf:Person

hlod:place

xsd:string 장소

foaf:Person

hlod:birthPlace

xsd:string 출생지

foaf:Person

hlod:deathPlace

xsd:string 사망지

foaf:Person

hlod:familyPlace

xsd:string 본관

foaf:Person

hlod:livingPlace

xsd:string 거주지

foaf:Person

hlod:registerPlace

xsd:string 본적

foaf:Person

hlod:tombPlace

xsd:string 묘, 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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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tology Property - 사건
domain
hlod:Event

hlod:Event

ObjectProperty ObjectProperty ObjectProperty ObjectProperty
1Depth
2Depth
3Depth
4Depth
hlod:hasEvent
ObjectProperty

설명

range

비고

사건
hlod:EventI
nformatio 관련사건
n

hlod:hasRelate
dEvent

hlod:Event

hlod:hasEtcEve
nt

hlod:EventI
사건과 연관된
nformatio
기타 사건정보
n

hlod:Event

hlod:hasPostEv
ent

hlod:EventI
nformatio 후행사건
n

hlod:Event

hlod:hasPreEve
nt

hlod:EventI
nformatio 선행사건
n

hlod:Event

hlod:hasSuperE
vent

hlod:EventI
nformatio 상위사건
n

hlod:Event

hlod:hasRelate
dOrganization

foaf:Organ 사건 관련 조
ization
직 및 단체

hlod:Event

hlod:hasEventR
elatedPerson

사건과 연관된
foaf:Perso
인물 정보 (관
n
련 인물)

hlod:Event

hlod:hasCultur
eEtcPerson

foaf:Perso 문화 - 기타
n
인물

hlod:Event

hlod:hasCultur
eOppositionPe
rson

foaf:Perso 문화 - 반대
n
인물

hlod:Event

hlod:hasCultur
eProsecutionP
erson

foaf:Perso 문화 - 추진
n
인물

hlod:Event

hlod:hasDiplo
macyEtcPerson

foaf:Perso 외교 - 기타
n
인물

hlod:Event

hlod:hasDiplo
macyOpponen
tPerson

foaf:Perso 외교 - 상대방
n
인물

hlod:Event

hlod:hasDiplo
macyOursPers
on

foaf:Perso 외교 - 우리측
n
인물

hlod:Event

hlod:hasDiplo
macyRelCountr
yPerson

foaf:Perso 외교 - 관련국
n
인물

hlod:Event

hlod:hasEcono
myEtcPerson

foaf:Perso 경제 - 기타
n
인물

hlod:Event

hlod:hasEcono
myOppositioPe
rson

foaf:Perso 경제 - 반대
n
인물

- 104 -

InverseFuncti
onalProperty

hlod:Event

hlod:hasEcono
myProsecution
Person

foaf:Perso 경제 - 추진
n
인물

hlod:Event

hlod:hasLawEtc
Person

foaf:Perso 법, 정책, 제도
n
- 기타 인물

hlod:Event

hlod:hasLawOp
positionPerson

foaf:Perso 법, 정책, 제도
n
- 반대 인물

hlod:Event

hlod:hasLawPr
osecutionPerso
n

foaf:Perso 법, 정책, 제도
n
- 추진 인물

hlod:Event

hlod:hasPolitics
EtcPerson

foaf:Perso 정치 - 기타
n
인물

hlod:Event

hlod:hasPolitics
LeadingPerson

foaf:Perso 정치 - 주도
n
인물

hlod:Event

hlod:hasPolitics
SubjectPerson

foaf:Perso 정치 - 대상
n
인물

hlod:Event

hlod:hasSociet
yEtcPerson

foaf:Perso 사회 - 기타
n
인물

hlod:Event

hlod:hasSociet
yLeadingPerso
n

foaf:Perso 사회 - 주도
n
인물

hlod:Event

hlod:hasSociet
ySubjectPerson

foaf:Perso 사회 - 대상
n
인물

hlod:Event

hlod:hasSociet
ySupressionPer
son

foaf:Perso 사회 - 진압
n
인물

hlod:EventI
nformatio
n

hlod:relatedEve
hlod:Event 관련사건
nt

hlod:Event

hlod:relatedLa hlod:Histor
관련 법령
w
yLaw

hlod:Event

hlod:relatedPol hlod:Histor
관련 정책
icy
yPolicy

hlod:Event

hlod:relatedSys hlod:Histor
관련 제도
tem
y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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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tology Property - 사건 데이터
domain

hlod:Event

DatatypeProperty DatatypeProperty DatatypeProperty
1Depth
2Depth
3Depth

range

hlod:hasEventDat
atypeProperty

설명

사건 데이터

hlod:HistoryLow

hlod:historyLowNa
me

xsd:string 사건 관련 법령

hlod:HistoryPolicy

hlod:historyPolicyN
ame

xsd:string 사건 관련 정책

hlod:HistorySyste
m

hlod:historySystem
Name

xsd:string 사건 관련 제도

hlod:Event

hlod:occurPlace

xsd:string 사건 발생 위치

hlod:Event

hlod:eventEndDate

xsd:date

사건 발생 종료일

hlod:Event

hlod:eventStartDat
e

xsd:date

사건 발생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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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Ontology Property - 조직단체
domain

ObjectProperty
1Depth

ObjectProperty
2Depth

ObjectProperty
3Depth

설명

range

hlod:hasOrgObje
ctProperty

비고

조직

foaf:Organizati
on

hlod:organization
History

hlod:Organization
연혁
History

foaf:Organizati
on

hlod:organization
Member

hlod:Organization 조직 구성원
Member
(관원 등)

foaf:Organizati
on

hlod:producedDo
cumentary

hlod:Documentary

foaf:Organizati
on

hlod:productionR
ecord

hlod:ProductionRe
생산기록물
cord

hlod:Organizati
onInformation

hlod:relatedOrga
nization

InverseFu
foaf:Organization 관련 조직단체 nctionalP
roperty

hlod:Organizati
onInformation

hlod:superOrgani
zation

foaf:Organization 상위 조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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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단체 생산
기록물

❑ Ontology Property - 조직단체 데이터
domain

DatatypeProperty DatatypeProperty DatatypeProperty
1Depth
2Depth
3Depth

range

설명
조직단체 데
이터

hlod:hasOrgDatat
ypeProperty
hlod:Documentary

hlod:documentary
Author

xsd:string

조직단체 생
산기록물 저
자

hlod:Documentary

hlod:documentaryE
xplain

xsd:string

조직단체 생
산기록물 설
명

hlod:Documentary

hlod:documentary
Name

xsd:string

조직단체 생
산기록물 명
칭

hlod:Documentary

hlod:documentaryP
ublish

xsd:string

조직단체 생
산기록물 게
재처

hlod:Documentary

hlod:documentaryP
ublisher

xsd:string

조직단체 생
산기록물 출
판사

hlod:Documentary

hlod:documentaryT
ype

xsd:string

조직단체 생
산기록물 유
형

hlod:Documentary

hlod:documentary
Url

xsd:string

조직단체 생
산기록물
URL

foaf:Organization

hlod:installMainAg
ent

xsd:string

설치주체(관련
조직단체)

hlod:Organization
Member

hlod:memberAchie
vement

xsd:string

조직단체 구
성원 업적

hlod:Organization
Member

hlod:memberDate

xsd:date

조직단체 구
성원 연도

hlod:Organization
Member

hlod:memberName

xsd:string

조직단체 구
성원 이름

hlod:Organization
Member

hlod:memberRole

xsd:string

조직단체 구
성원 역할

hlod:Organization
Member

hlod:memberSite

xsd:string

조직단체 구
성원 사이트

hlod:Organization
Member

hlod:memberUrl

xsd:string

조직단체 구
성원 URL

foaf:Organization

hlod:organizationD
ivision

xsd:string

국(관)립/공립
/사립 구분

foaf:Organization

hlod:organizationP
urpose

xsd:string

목적 및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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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foaf:Organization

hlod:organizationT
opic

xsd:string

조직 주제

foaf:Organization

hlod:organizationT
ype

xsd:string

조직 유형

foaf:Organization

hlod:organization
WebSite

xsd:string

조직단체 웹
사이트 (조직
의 현재 웹
사이트)

hlod:OrganizationH
istory

hlod:orgHistoryCo
ntetns

xsd:string

조직단체 연
혁 내용

hlod:OrganizationH
istory

hlod:orgHistoryDat
e

xsd:date

조직단체 연
혁 년월일

hlod:OrganizationH
istory

hlod:orgHistorySite

xsd:string

조직단체 연
혁 사이트

hlod:OrganizationH
istory

hlod:orgHistoryTim
e

xsd:string

조직단체 연
혁 시기

hlod:OrganizationH
istory

hlod:orgHistoryUrl

xsd:string

조직단체 연
혁 URL

foaf:Organization

hlod:presentPlace

xsd:string

현재 지명

foaf:Organization

hlod:thenPlace

xsd:string

당시 지명

foaf:Organization

hlod:organizationE
ndDate

xsd:date

조직단체 시
작일

foaf:Organization

hlod:organizationE
ndTime

xsd:string

조직단체 종
료 시대

foaf:Organization

hlod:organizationS
tartDate

xsd:date

조직단체 종
료일

foaf:Organization

hlod:organizationS
tartTime

xsd:string

조직단체 시
작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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