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도협조 2020-05-01호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사 무 소

(03147)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56 운현하늘빌딩7층 

Tel 02-774-5518 H-page www.518seoul.org

Fax 02-774-5519 E-mail 518seoul@hanmail.net

담    당 감독 김용만 010-8845-1750 518seoul@hanmail.net

배 포 일 2020.5.7.(목) 보도자료 구성 총6쪽(2쪽, 붙임문서4쪽)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바랍니다

“5·18민중항쟁 제40주년기념 서울행사 개최”

-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5.18서울기념식’ TBS tv 생중계 外 -

○ ‘(사)5.18서울기념사업회’는 ‘5․18민중항쟁 제40주년기념 서울행사’를 개

최한다.

○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는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이 199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2002년부터 매년 공식 서울기념식 및 기념

행사를 개최해왔다. 

   

○ 올해는 5.18민중항쟁 4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특별시와 민관합동으로

   ‘5.18민중항쟁 제40주년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5.18민중항쟁 제40

주년기념행사를 함께 진행한다.

○ ‘5.18민중항쟁 제40주년기념 서울기념식’은 서대문형무소 제10옥사 옆 

마당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정관계 인사와 

5.18유공자 총 50여분이 참여해 TBS tv 생중계와 518tv 유튜브 채널

을 통해 진행한다.

○‘5 .18서울분향소’를‘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홈페이지 

www.518seoul.org에 온라인 분향소를 운영해 시민추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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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5.18서울행사는 5월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축소 진행하되

   디지털 컨텐츠로 만들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하였  

   고, 5.18정신 계승의 의미를 담은 행사들은 10월로 연기해 서울특별시

   국제평화주간에 함께 진행한다. 

 끝.

[붙임1] 5.18민중항쟁 제40주년기념 서울행사 안내

[붙임2] 5.18민중항쟁 제40주년기념 서울기념식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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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5·18민중항쟁 제40주년 서울 기념행사 안내 

주최 : 5·18민중항쟁 제40주년 서울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박원순, 박석무)

기념식 주관 :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후원 : 교육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지방보훈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5·18기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용채널 518tv 개설(네이버tv 및 youtube) 2020.5.1.~
 www.518seoulspring.org, www.518seoul.org, TBS 채널, 서울시 SNS 연
동

○5월평화페스티발 “서울의 봄 광주의 빛”(518tv에서 컨텐츠 제작 순서대로 방영)
상세문의: 서울기념위 사무국 최준미 02-2133-9654 momo90712@naver.com

- 서울기념위원회 온라인발족식(5.1~)

- 국제컨퍼런스(5.4~) “우리 시대의 민주화란 무엇인가” 세계 유명인사 온라인 

강연

- 5·18음악극(5.30~) 김덕수, 앙상블 시나위, LDP무용단 출연 

- 서울의 봄 콘서트 : KBS 1TV 열린 음악회(5.17 오후 6시) 대체

- 서울-광주 협력 오월낭독회 : 광주 505보안부대, 국군광주병원, 서울마루 낭독 

녹화

- 해원을 위한 창작무용 : “십일, 맨드라미처럼 붉은” 창무회, 알티밋무용단, 돋

움무용단 

- 영화제 : “시네광주 1980” 온라인 영화상영 29편, 온라인 포럼 및 토크

- 영상 다큐멘터리 : ‘왜 나를 쐈지?“ TBS TV 5·18 방송

○5·18민중항쟁 제40주년 서울 기념식
TBS-TV, 네이버tv 동시 생중계, 518tv 녹화중계
2020.5.18.(월) 10:00~11:00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광장

- 개식사(사회 김소영 아나운서)

- 국민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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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헌화분향 : 민관공동 기념위원장 박석무, 박원순

- 항쟁사보고 및 40주년기념선언 : (사)5·18서울기념사업회장 최수동

- 기념사1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 기념사2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신원철

- 기념사3 : 서울지방보훈청장 오진영

- 추모사 :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동익

- 추모공연 : “좋은 나라” 한충은(KBS국악관현악단 대금 부수석)

- 5·18유자녀 장학금 수여식 : 80동지회장 유춘열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선창 (사)5·18서울기념사업회 부회장 김청식, 정찬우

- 만세삼창(5·18만세,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 : 선창 (사)5·18부상자회 

서울지부장 최형호 외 

- 폐식사

- 추모헌화분향 및 5·18주먹밥 나눔 

○5·18민중항쟁 제40주년 종단별 추모제(518tv 녹화중계)
2020.5.18.(월) 12:00~17:00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광장

-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 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기독교 복음주의 목회자와 평신도연합

- 원불교 서울교구 

○5·18민중항쟁 차량시위 기념 경적이벤트(TBS FM)
2020.5.18.(월) 오후 5:18 TBS FM 청취하는 운전자 대상

“이은미와 함께라면” MC 멘트 따라 경적 울리기 

○시민추모행사
온라인추모관 www.518seoul.org 

○5·18사적지 및 40주년 부활제 순례
2020.5.27.(수)~28(목) 광주 5·18민주광장, 국립5·18민주묘지 등 5·18사적지

○10월 연기행사 1) 제16회 서울청소년대회
5·18문예공모전(글, 그림, 사진 부문)
작품공모 : 2020.8.15.~9.20 www.518seou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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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 2020.10.13.(화) 서울광장 14:00

수상작 전시회 : 2020.10.12.~14 서울광장

5·18골든벨대회(518tv 녹화중계)
참가신청 : 2020.8.15.~9.20 www.518seoul.org 

경연대회 : 2020.10.13.(화) 서울광장 11:00

진행 : 노정렬, 황미경

시상식 : 2020.10.13.(화) 서울광장 14:00

○10월 연기행사 2) 모의재판 “그날 이후 40년”(518tv 녹화중계)
주제 : 그날 도청광장 학살에서 발포한 병사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개정 : 2020.10.13.(화) 서울광장 17:00

○10월 연기행사 3) 특별전시회 “세계의 5·18”
주제 : 택시운전사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까지 5·18의 진실을 세계로 알리려

는 노력들 

개막 : 2020.10.1.~3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제10옥사

○10월 연기행사 4) 광장전시회 “1980-2020 5·18의 40년
주제 : 40년을 관통하는 그날의 진실들, 전두환의 표정들, 문예공모전 역대 수상

작 

개막 : 2020.10.12.~14 서울광장(서울시청앞)

○10월 연기행사 5) 국제학술대회 “세계의 5·18 최신연구동향”(518tv 녹화중계)
주제 : 세계의 차세대 5·18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결과물을 접하는 학술대회 

개막 : 2020.10.7.~8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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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5.18민중항쟁 제40주년기념 서울기념식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