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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열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께

추모사업 35년, 사단법인 출범 11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언제나 방향을 제시해주시던 어머님도 안 계시고, 운영진도 대폭 변한 상황에서 2022년 정기
총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오늘 상황이 많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동안 열사기념관을 짓고, 사단법인 이한열기념사업회를 만들고, 부설 박물관을 
설립하고, 각종 전시회와 행사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열사가 추구했던 민주주의의 가치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학습의 장을 제공해온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한열기념사업회의 사회적 
역할을 되새기고 거기에 부응하는 활동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목적한 성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위해 모든 후원회원님과 이사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회원구성원이 특정 집단
에 고착화되어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념사업회 운영에 저조한 회원참여 문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여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연세민주동문회와 87학번 전후에 집중되어있는 회원구조를 전 연세대 동문으로 확
대하고, 후원회원 누구라도 기념사업회의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하여 운영력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유사한 몇 기념사업회를 벤치마킹하여 이한열기념사업회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
한 합의를 도출하여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머님의 유지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에 그간 활동해온 유관 단체와 연대하고 입
법활동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내야겠습니다. 

한결같은 후원과 참석으로 기념사업회와 늘 함께해주시는 후원회원님들,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제
반 회의에 참석하여 운영에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시는 이사님들, 이 모든 일들을 용의주도하게 준비
하여 모든 행사와 회의가 잘 진행되게 해주시는 실무자들 그리고 헌신적인 활동으로 자랑스러운 오늘
이 있게 앞서 활동해주신 기념사업회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는 우리와 유명을 달리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님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기념사업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유지를 받들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2022년 2월 15일 
(사)이한열기념사업회이사장 한동건 



2022년 총회 식순             
사회 :  이인웅 이사
1. 개회사 / 묵념        ------------------------ 사회자
2. 이사장님 인사말  ---------------------- 한동건 이사장
3. 서기 선출         --------------------------- 사회자
4. 사업보고, 사업감사의 건    --------------- 김익태 감사
5. 결산보고, 재정감사의 건    --------------- 위진오 감사
6. 임원선출의 건          ----------------------- 사회자
8.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사회자
9. 예산안 승인의 건          --------------------- 사회자
10. 기타 안건          -------------------------- 사회자
11. 회의록 채택          ------------------------ 사회자
12. 폐회 선언           ------------------------- 사회자

                      

제 27회 이한열장학금 수여식

1. 경과보고 및 심사평        --------------------  심사위원 

2. 장학증서 수여  
 위 학생이 이한열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지지하며 이한열장학금을 드립니다. 

김채린(연세대 사학과), 박세희(서울여대 경제학과), 송수진(중앙대 사회
학과), 이로운(경희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이혜민(성균관대 글로벌리더학
부), 정예지(전남대 초등특수교육학과), 채예원(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최
진실(연세대 중어중문학과), 하현수(한국외대 생명공학과)

3. 장학생 이야기  
4. 가족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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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보고 
1) 이한열 추모 및 기념사업

이한열 추도식 이한열 기일 추모제

    

일시 : 2021년 6월 9일 오후 2시 
장소 : 연세대학교 내 한열동산
- 이한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 교목실 진행
-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지키며 진행
- 성악가와 전문 연주팀의 추모 공연
- 학생회관에 〈한열이를 살려내라〉 게시
- 마스크 등 답례품 제공
- 이상우 무악로터리 회장 참석 

일시 : 2021년 7월 5일(열사 기일) 
장소 : 광주 5.18 구묘역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공식행사 취소
- 개별 방문자를 유족, 이사장, 관장이 맞음
-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지키며 진행
- 연세대 동문, 광주 시민사회 인사, 진흥고 동

문, 재학생 등 참석 
- 답례품 제공

● 코로나19로 대면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한열추모제를 현장에서 진행하여 감사드림 

● 학생추모기획단이 이한열 영상 상영, 이한열
굿즈공모 등 활동

● 이한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회의가 늦게 
열려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광주전남지역 시민들과 함께 이한열 추모
● 광주진흥고 동문, 주말에 별도 추모 행사 개

최

1. 2021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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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열 font 개발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활동 

 

- 6월 9일, 제34주기 이한열 추모식에 맞추어  
‘이한열체’ 폰트 공개 

- 1984년 1월 아버지 어머니께 보낸 편지글에 
남긴 육필을 바탕으로 복원, 제작. 한글 2,350
자와 확장 글씨 224자, 영어, 숫자, 특수문자
로 구성

- ‘독립서체, 박용준투사회보체’ 등 육필복원을 
비롯, 다양한 한글폰트를 개발해 온 다온폰트
의 제안으로 개발 

- 이한열기념사업회 홈페이지와 다온폰트 홈페
이지에서 공개, 무료배포 중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유공
자법)’ 제정 위한 다양한 활동

- ‘민주유공자법’을 논의할 정무위 소속 국회의
원들 면담

- 7월 16일(금)부터 매주 1인 시위 참여 
- ‘민주유공자법’ 제정 위한 TF팀 구성
- ‘유가협디딤돌’ 모임에 참여하여 ‘민주유공자

법’ 제정 위한 노력

● 이한열 열사를 비롯하여 민주화 과정에서 희
생된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공감대 
더욱 확대해야 -> 6월 여론조사에서 국민 
75%가 민주화운동도 보훈 대상이라 응답

● 입법 과정이 진행되도록 해당 상임위 등 국
회의원에게 적극 설명 -> 정무위 소위 안건 
상정하도록 노력

● 사실과 다른 주장에 적극 대응 필요 -> 사망
자, 행방불명자, 부상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해
당되는 국회의원이 없다. 청년 시기에 희생되
어 자녀가 없는 분이 대부분이다.

● 기념사업회 내에 TFT구성하였으나, 기존 추
진주체와 접점 형성 어려움. 활동미비.

● 이한열 필사 유고집 제작에 이어, 젊은 세대
들이 이한열을 가깝게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의도로 진행 

● 추모식과 맞물려 공개하며 언론의 조명을 받
음 (한겨레, 연합뉴스, 노컷뉴스 등 기사화)

● 사업회에서 만드는 홍보물, 전시 등에 이한열 
폰트 활용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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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한열기념관 관리 운영

《여기에 잇다》 전
일곱 번째 《보고 싶은 얼굴 - 

1991년 5월을 깨우다》 전

기간 : 2021년 3월 2일 ~ 10월 15일

목적 : 이한열 정신과 6월항쟁의 현재적 의미를 
기억, 추모, 만남의 장으로 되살린다.
전시 내용 : 
- 오늘의 청년들과 함께 이한열과 유월항쟁을 

만나고 추념하며, 현재화하는 전시
- 〈2020 온라인문화제〉 출품작 영상 제작 및 아

카이브 전시
- 朱立熙 대만 前 외신기자, 동은의학박물관 기

증 사진 전시
- 대만 2·28기념관 《1987 국민의 각성 : 한국민

주주의 산 증인의 사진전》 영상 상영
- 학생들 인터뷰 영상 상영 및 《한열, 그대  고

운 이름이여》 필사유고집 체험공간
- VR기념관, 오디오 갤러리 제작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 

지원 
* 오프라인 698명 관람, 온라인 469회 관람

기간 : 2021년 10월 21일 ~ 2022년 2월 18일  
내용 : 1991년 5월투쟁 30주년을 맞아 5월투쟁
에 함께했던 열세 분을 회화, 드로잉, 설치 퍼포
먼스, 사진 작품으로 제작 · 전시 
 < 얼굴과 참여 작가 >
- 강경대 : 4월 26일, 강영민 작가
- 박승희 : 4월 29일, 최호철 작가
- 김영균 : 5월 1일, 최호철 작가
- 천세용 : 5월 3일, 최호철 작가
- 박창수 : 5월 6일, 최호철 작가
- 김기설 : 5월 8일, 정택용 작가
- 윤용하 : 5월 10일, 최호철 작가
- 이정순 : 5월 18일, 전강희 작가
- 김철수 : 5월 18일, 허윤희 작가
- 정상순 : 5월 22일, 최호철 작가
- 김귀정 : 5월 25일, 서은애 작가
- 손석용 : 8월 18일, 최호철 작가
- 양용찬 : 11월 7일, 최호철 작가
 * 오프라인 140명 관람, 온라인 30회 관람

● 랩 뮤직비디오, 피아노 자작곡, 인터뷰 등 학
생들의 전시 참여 촉진

● 태블릿 작품 감상으로 온라인전시 공간 마련
● VR기념관과 오디오갤러리를 제작해서 온라인 

관람 활성화
● 대만 2·28기념관 전시 리플릿 배포 - 해외에 

소개된 이한열과 6월 항쟁의 의미 전달

● 설치퍼포먼스로 온라인 가상공간 마련
● 〈1991, 봄〉, 열사 다큐 5편 상영
● SNS에 열세 분의 이야기, 작품, 작가 인터뷰  

게시물 게재
● 리플릿, 도록 제작으로 전시 아카이브 구축 
● VR기념관 · 오디오갤러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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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온라인컨텐츠 제작지원 사업 2021 기증 유물  

제목 : 예술가와 함께 만드는 이한열기념관TV
기간 : 2021년 4월 1일 ~ 10월 31일
- 이한열 애니메이션 제작 
- 너드커넥션 밴드가 음원을 만들고 오성윤 영

화감독이 그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애니에이션
으로 제작하여 이한열기념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 예정

- 이한열기념관 소장품 소개
- 이한열의 글과 편지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

작하고 이한열기념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
개

- 학예사 브이로그 영상
- 《보고 싶은 얼굴》 전시에 참여한 작가를 찾아

가 인터뷰하는 브이로그 영상을 직접 촬영, 편
집하여 이한열기념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
개

 

- 기증자(단체) : 장숙희
- 기증일 : 2021년 6월 22일 / 7월 19일
- 기증내용 : '이한열 열사의 사망 이후 장례    

자료' 파일 (장례사진, 언론 기사, 연세동문회
보, ‘한열이를 살려내라’ 가슴판화, 이한열 친
필 복사본과 사진 복사본 등) 

- 기증분량 : 95점

- 기증자(단체):KSCF(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도임방주 사무국장 

- 기증일 : 2021년 7월 26일
- 기증내용 : 6월항쟁 당시 자료
- 기증분량 : 이미지파일 4점

● 이한열에 대한 인지도 증가
● 이한열과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효과 증대
● 온라인에서도 쉽게 이한열기념관을 만날 수 

있도록 함
● 이한열기념관 유튜브 채널 구독자 확대
● VR기념관 방문자 수 증가

● 이한열 친필 자료 확보와 원본 확인에 도움
  되는 자료 다량 입수
● 6월항쟁에 대한 현장감 있는 사진 자료 반입
● 유물 저장 위치 및 번호 지정 작업
● 사진 촬영 및 포장 관리
● 문화유산관리시스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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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월항쟁정신 계승을 위한 연구 교육 사업 및 연대사업

이한열 학술제 민주 인권 단체와 연대사업

      

일시 : 2021년 10월 28일(목) 오후 6시~8시
장소 : 온라인으로 진행
주최 : 연세대학교 이한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 : (사)이한열기념사업회, 연세민주동문회 
주제 : 언택트 시대 새로운 세대의 연대와 협력 
<발표> 
-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 / 신진
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다양한 취향과 느슨한 연대 : 성북 청년 시민들
의 목소리 /이민혜민 사단법인 성북청년시민회 
사무국장 
<토론>
 강정수 익사익팅에프엑스 대표 
 이종걸 옥바라지선교센터 사무국장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노력

- 마석 모란공원 정비 사업 참여
- 추모연대 : 추모연대 운영위원으로 참여
- 전태일 재단 운영위원으로 활동
- (사)이한열기념사업회, 전태일 재단, 박종철기

념사업회와 함께 유가협 지원 활동 

● 행사 자체는 무난하게 진행되었음. 그러나 학
교 측과  함께 하고 학생 참여를 고려한 기존
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함. 

● 학교측과 함께 진행하는 기념행사라는 취지
에 맞게 학술제라는 형식을 넘어선 기획이 필
요함.

●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활동을 통해 상호 역량 
강화   

● 마석 모란공원 정비 사업에 연세민주동문회
와 함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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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학사업                            5) 조직 강화 및 홍보 사업

장학생 모집 및
장학금 수여

회의, 회원 관리 및 홍보 

 

- 2월 2일 9명에게 장학금 1,220만 원 지급
- 8월 17일 9명에게 장학금 1,220만 원 지급
- 1명의 학생, 인턴으로 활동. 학기당 150만 원, 

연간 300만 원 지급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장학금 수여식  

온라인으로 진행
- 장학금 수여식 당일에 장학생 사전 교육 진행 

: 이한열과 이한열기념사업회 소개, 장학생 선
배와의 대화 진행 

- 김복영 위탁 장학금 : 3명에게 600만 원 지급
- 2021년 12월까지 263명에게 3억 7천 5백 7십

만 원 지급

■ 각종 회의 
- 총회 : 2월 2일 장학금 수여식과 함께 개최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
- 이사회 : 연 5회 개최 
- 운영위원회 구성, 매달 개최
■  조직관리 
- 후원회원 606명으로 시작, 69명 증가, 25명 

탈퇴, 2021년 12월 말 후원회원 650명
- 후원회원에게 《보고 싶은 얼굴》 전시 엽서와 

총회 보고서 우편 발송 
- 신입회원에게 감사편지, 총회 보고서, 꿈 열쇠

고리 우편발송
■ 홍보
- 이한열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지속적 개편
- 총 12회 웹진 한열사랑 발행
- 년초 총회자료집 발행 및 발송
-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투브, 인스타를 통한 홍

보 

● 지속적인 장학생 증가
● 연세대학교 내 이한열 장학금 집행
● 인턴 장학생 배치로 기념사업과 장학생 연결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장학생 모임 취소
● 김복영 장학금 등 위탁 장학금 활성화

● 코로나로 대면 회의를 하지 못해 아쉬움
● 회원들과 대면 기회가 적었으나 온라인으로 

꾸준히 연락, 소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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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입 지출 결산서
1) 2021년 수입 결산 

 수    입  항  목 

(1) 전기 이월금 171,096,405 　

(2) 후원회비    94,821,500

 월 후원회비    94,821,500

(3) 후원금 27,937,295

 특별후원금 　     26,803,755

 기타후원금 　     1,133,540 

(4) 지원금  105,650,000　 0　

인건비 지원 49,650,000

전시지원 5,000,000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51,000,000

(5)수익사업     15,384,600 　

 임대료 　      15,000,000 

 잡수익 　         384,600

(6)기타수입       　

 이자 　 　 1,682,718　

잡이익 308,369

법인세 환급 261,660       

 예수금  1,520,000

합    계 418,662,547

순수입 247,56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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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지출결산

항 목 금    액

(1) 경상비 131,156,684

급여 98,326,400

사무국급여 16,177,720

열사기념사업급여 2,482,180

기념관급여 79,666,500

퇴직연금 5,168,738

퇴직연금 5,168,738

일반관리비 27,661,546

운영비 27,661,546

(2) 목적사업비 126,641,603

열사기념행사 2,222,500

6.9제 + 기일 1,903,300

기타 319,200

기념관 관리운영 80,836,800

온라인콘텐츠제작 51,505,300

잇다전 438,270

얼굴전 19,787,970

박물관운영 3,218,570
교육비 1,083,800

일반관리 4,407,390
보수공사 395,500

유월항쟁계승 4,706,530

연대사업 4,135,530

학술제 571,000

장학사업 34,722,300

일반 28,722,300

김복영장학금 6,000,000

조직강화 및 홍보 4,153,473

각종회의 3,035,393

조직관리 395,880

광고선전 722,200

(3) 법인세 256,250 256,250

(5) 차기 이월금 160,608,010

합계 418,662,547
순지출 258,05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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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수입지출결산(2021. 12. 31. 현재)

수  입  항  목  지    출  항  목 

이월 171,096,405 경상비 43,839,266
회비 122,758,795  인건비 　  16,177,720

 월 후원회비 94,821,500 운영비 　 27,661,546

특별후원회비 　  26,803,755 　 　 　

 그외후원금 　    
1,133,540 퇴직연금    5,168,738 　

출연금  　 　 법인세     256,250 　

과실소득 　 　 열사 기념사업  4,704,680

수익사업 15,384,600 　  6.9제+기일 　  1,903,300

 임대료 　  15,000,000 인건비 2,482,180

 기타 　 319,200

 잡수익 　   384,600 기념관 관리운영 160,503,300 　

　 　  온라인콘텐츠 제작 　 51,505,300

　  잇다전 　 438,270

　 　 　  얼굴전 　 19,787,970

기타수입 109,161,087  박물관 　 3,218,570

 인건비 지원 　 49,650,000  교육비 　   1,083,800

 전시 지원  　 5,000,000  일반관리 　  4,407,390

 그외보조금 　  51,000,000  보수공사 　  395,500

 이자 　  1,682,718  인건비 　 79,666,500

 잡이익 　   308,369

 예수금 등  　 1,520,000

　 　 　 유월항쟁 계승 4,706,530 　

법인세 환급액  261,660    연대사업 　   4,135,530 

　 　 　  학술제 　    571,000 

　 　 　  장학사업 34,722,300  

　 조직강화  홍보  4,153,473 　

　 　 　  각종 회의  3,035,393

　 　 　  조직 관리 　 395,880

　 　 　  광고 선전 　  722,200

　 　 　 　

　 　 　  차기 이월금 160,608,010

 합    계  418,662,547 합   계 418,662,547

순수입 247,566,142 순지출 258,054,537

순지출 중 
목적사업 비율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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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 수입 이행률

 
1) 회비
  - 월후원 : 21년 총회에서 2,320만 원의 회비 증액을 의결하였으나, 회비 증액 활동이 

전개되지 않음. 
  - 특별후원 : ‘1991년열사투쟁30주년기념사업회’에서 21년 《보고 싶은 얼굴》전시를 위

해 500만 원, 김복영장학회에서 장학금 지급을 위해 600만 원 후원해주셨습니다. 12
월, 시민들이 1천만 원가량의 특별후원회비 보내주셨습니다. 

   - 그외 후원금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기념관을 휴관하게 되어 그 외 후원
금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2)수익사업 
 - 임차인 알바상담소, 아리에뜨 및 연세민주동문회 임대료 수입과 도서 ‘1987이한열’ 인

세와 사진저작권료 등 잡수익입니다. 
  
3) 기타수입 
- 지원금 : 한국박물관협회에서 학예인력 2인 인건비 11개월, 교육인력 1인 인건비 10개

 항  목  수입 예산 수입 결산 이행률(%) 

전기 이월  전기 이월 171,096,405   171,096,405     100 

회비 1)  월후원회비 116,800,000   94,821,500 81.2

　  특별후원회비 20,000,000   26,803,755       134

　  그외 후원금 5,500,000 1,133,540        21 

수익사업 2)  임대료 15,000,000    15,000,000    100 

　  잡수익 500,000 384,600 77 

법인세환급액  법인세환급액              - 261,660  - 

기타수입 3)  인건비 지원 30,500,000   49,650,000 163 

　  전시 지원  12,800,000   5,000,000 39

　  기타 지원 -　      51,000,000 　

　  잡이익 2,000,000      1,991,087 99 

　  예수금 등 1,800,000      1,520,000 84 

　합계 　 375,996,405  418,662,547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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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원받았습니다. 온라인콘텐츠 제작사업으로 오천백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마포문화
재단에서 전시지원금 오백만 원을 받아 《보고 싶은 얼굴》 전시 준비에 사용했습니다. 

- 잡이익 : 은행 이자 168만 원과 공과금 분납 등 잡이익 31만 원입니다. 

3) 그 외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7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2021. 3. 2. (화) ~ 2021. 10. 15.

(금)까지 진행한 《여기에 잇다》 전시 준비에 사용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29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2021년 《보고 싶은 얼굴》 전시에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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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1년 지출 이행률

 항  목  지출 예산  지출 결산 이행률(%) 

경상비  인건비1) 25,990,000 16,177,720 62.2 

　  운영비 31,000,000 27,661,546 89.2 

퇴직연금  퇴직연금 7,045,000 5,168,738 73.4 

법인세  법인세 1,500,000 256,250 17.1 

열사 기념사업  6.9제, 기일2) 3,000,000 1,903,300 63.4 

　  인건비1) 14,580,000 2,482,180 17.0

　   기타  1,000,000 319,200 31.9

기념관 온라인콘텐츠제작 - 51,505,300  - 

관리운영 3) 잇다전 1,000,000 438,270 43,8 

　  얼굴전 20,000,000 19,787,970 98.9 

　  박물관 3,000,000 3,218,570 107.3

　  교육비 2,500,000 1,083,800 43.4 

　  일반관리 5,000,000 4,407,390 88.1 

　  보수공사 4,000,000 395,500 9.9

　  인건비1) 53,138,000 79,666,500 149.9 

유월항쟁계승  연대사업 3,500,000 4,135,530 118.2

학술제 1,000,000 571,000 57.1

장학사업  이한열 장학금4) 36,000,000 34,722,300 96.5 

조직강화 · 홍보5)  각종 회의 2,000,000 3,035,393 151.8 

 조직 관리 1,000,000 395,880 39.6 

　  광고 선전 2,000,000 722,200 36.1 

예비비  예비비 5,000,000 - 

차기이월금  차기이월금 152,743,405 160,608,010 105.1 

합  계  375,996,405 418,662,547 　

 순지출 258,05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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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지출항목 변화
- 21년 예산 수립 당시에는 사무국장 1인의 인건비는 경상비- 인건비, 기념관장의 인건

비는 목적사업-열사추모-인건비로 예산을 책정하였음. 22년 3월부터 사무국장이 한국
박물관협회의 인건비지원을 받게 되어 사무국장 인건비를 목적사업-기념관-인건비 항
목으로 이동, 관장 인건비는 경상비-인건비로 이동함.  

- 5인 총 인건비 예산 : 93,708,000원 /지출 : 98,326,400
- 학예인력 2인, 교육사 1인 인건비 지원금 총액 49,650,000
- 기념사업회 인건비 실지출 총액 48,676,400원

 2) 6.9제, 기일

  - 연세대학교이한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이한열기념사업회, 연세민주동문회, 연세
대학교경영대학) 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연세대학교 내 이한열 동산에서 6월 9일 추모
제 진행. 

  - (사)이한열기념사업회는 6.9제에는 참가자들에게 드릴 답례품 제작, 스텝 식사 준비. 
7월 5일 기일에는 참가자들에게 드릴 답례품 제작, 헌화준비, 참가자 교통비를 부담. 
코로나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 행사를 진행하며 예산대비 63%지출. 

3) 기념관 관리운영 
 - 온라인콘텐츠 제작사업은 지원금 오천백만 원, 사업회 지출은 505,300원. 너드커넥션

이 이한열을 추모하는 노래를 만들고 녹음, 애니매이션 제작. 2022년 공개 예정. 
 - <잇다전>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지원금 700만 원 사용, 실제 진행비는 7,438,270원

4) 이한열 장학금 
  - 장학금 지급액은 예산대비 100% 지출, 코로나로 면접과 수여식을 온라인으로 진행

하며 진행비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대비 96.5% 지출. 

5) 조직강화 홍보   
  - 코로나로 인해 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회원 전체에게 자료집을 우편 발송. 우

편발송요금 상승하여 각종 회의비는 예산대비 지출초과. 
  - 조직관리, 광고선전 항목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 활동 감소로 예산대비 적은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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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10-2020년 수입 증감

        순수입                     247,566,142           239,849,828       103.2

 수    입 2021년  2020년 증감(%)

 이월   171,096,405 321,058,577 53,3

　 　 　 　

 회비   122,758,795  134,021,765 91.6

 월후원회비 94,821,500 93,939,505 100.9

특별후원회비 26,803,755 39,558,960 67.8

그외 후원금     1,133,540 523,300 216.6

　 　 　 　

수익사업  15,384,600   37,398,900 41.1

임대료 15,000,000 17,200,000 87.2

 임대보증금 수입 0 20,000,000 0

 잡수익 384,600 198,900 193.4

　 　 　 　

기타수입 109,161,087 67,723,573 161.2

 인건비 지원 49,650,000 15,510,000 320.1

 전시 지원  5,000,000 36,000,000 13.9

 그외 보조금 51,000,000 8,573,200 594.9

 잡이익 308,369 141,451 212.0

 이자 1,682,718 5,774,922 29.1

 예수금 등  1,520,000 1,720,000 88.4

　 　 　 　

 법인세 환급액 261,660 705,590 37.1

　 　 　 　

 합    계   418,662,547 560,908,405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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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1-2020년 지출 증감

          순 지 출                      258,054,537             389,812,000         66

 지    출  2021년  2020년  증감(%) 

 경상비 43,839,266     43,207,519 101

 인건비1) 16,177,720          18,261,560 89 

 운영비 27,661,546          24,945,959 111

 퇴직연금 5,168,738      6,222,685  83 

 법인세 256,250        885,970 29

 열사 기념사업 2) 4,704,680     72,549,770 6 

 저작권료     30,005,980  - 

 6.9제+기일 1,903,300          22,772,880 8 

기타 319,200             161,800 197 

 인건비1) 2,482,180          19,609,110 13 

 기념관 관리 운영 3) 160,503,300   120,666,310 1330 

온라인콘텐츠제작 51,505,300 - 

 상설전(잇다전) 438,270           1,167,180 38

 얼굴전 19,787,970          23,807,224 83 

 박물관 3,218,570           4,519,220 71 

 교육비 1,083,800           1,105,700 98

 일반관리 4,407,390           4,168,970 106 

 보수공사 395,500           5,663,800 7 

 인건비1) 79,666,500          57,377,310  13 

 보증금반환 0       5,000,000  - 

 초대전  0          17,856,906  - 

 유월항쟁 계승 4,706,530 4,028,100 117 

 연대사업 4,135,530 3,483,500  119 

 학술제  571,000 544,600  105 

 장학사업 4) 34,722,300   138,672,980 25 

 조직강화 및 홍보 4,153,473      3,578,666 116 

 각종 회의 3,035,393           1,910,470 159 

 조직 관리 395,880             607,500 65 

 광고 선전 722,200           1,060,696 68 

 차기이월금 160,608,010   171,096,405 94 

 합    계 418,662,547   560,908,40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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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건비
   - 21년 5인 인건비 98,326,400원 / 20년 5인 인건비 총액 95,247,980원 
   - 호봉승급 반영, 추가근무수당 지급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액은 3,078,420

2) 열사기념사업 
  - 20년에는 사진저작권료 3천만 원, 이한열 동산 내 추모조형물 제작비용 1,200만 원, 

만화사랑 날적이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등으로 5천만 원가량의 예년과 다른 지출이 발
생했습니다. 

  - 열사기념사업 인건비 항목으로 21년에는 경상비로 이동하였습니다. 

3) 기념관관리운영 
   - 21년 기념관 관리운영비 총지출은 20년에 비해 4천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 온라인콘텐츠 지원사업, 기념관 인건비 지원 등이 20년 대비 1.5배가량 늘어 기념

관이 실재 부담한 액수는 20년보다 적습니다. 

4) 장학사업 
 - 20년에 광주 진흥고등학교에 이한열장학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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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2년 사업계획안 
1) 이한열열사 기념사업

* 이한열문화제 :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어야 진행 가능 

2) 이한열기념관 관리 운영

2. 2022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계획 비고

이한열
추도식

2022. 
6. 9.

- 일시 : 2022년 6월 9일(목) 오후 2시
- 장소 : 연세대학교 한열동산
- 주관 : 연세대학교 이한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 
가능

이한열길
선포식 6. 9.

- 일시 : 2022년 6월 9일(목) 오후 12시 
- 장소 : 연세로
- 주관 : 서대문구청, 이한열기념사업회

이한열
기일 

추모예배

 
7. 5.

- 일시 : 2022년 7월 5일(월) 오후 1시
- 장소 : 광주 5.18 구묘역
- 주관 : 이한열기념사업회, 이한열민주화운동기념사업

회, 연세민주동문회, 진흥고 동문회

‘민주유공
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노력

연중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이 제정되도록 연관 단

체와 협력 노력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계획 비고

《이한열, 
쓰러져 
일으킨 

민주주의》 
전

2022.03.02
~

2022.12.31

- 현재까지 기증받은 1987년 당시의 사진과 소장품을 전
  체적인 전시 오브제로 구성
- 전시장 벽을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 6월 항쟁 이전의 
  상황과 배경, 이한열의 피격과 6월 항쟁, 그리고 오늘날
  의 민주주의로 구성
- 두 개의 진열장엔 당시 가장 중요한 유인물을 10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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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월항쟁정신 계승사업  

  외로 선정하여 원본으로 전시
- 전시장 정면에는 이한열의 피격부터 민주 국민장까지 
  연세대학교와 전국 곳곳의 급박했던 상황들이 담겨있는 
  당시 사진과 유인물 전시
- 7월 9일의 이한열의 장례식을 태블릿 PC와 오픈소스
  아카이브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람객 체험공간
- 제도적 민주주의를 넘어 진정한 민주시민으로써 미래를 
  살아야 하는 우리를 생각해보는 코너 마련

유물관리
및 

박물관
업무

연중

- 이한열과 유월항쟁 디지털 오픈아카이브 구축
- 유물 등록 및 유물카드 작성
- 유물 관리 : 항온항습, 훈증, 탈산 등 관리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유물 등록
- 한박협, 사박협, 서박협 등과 교류 협력

교육사업 연중
- 《민주주의 탐험대》 수정 2차 발간
- 도슨트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이한열 관련 도서 비치

일반관리 연중 - 보안, 전기, 세금 등

인력 채용 연중 - 학예인력 1인 채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계획 비고

이한열
학술제

2022. 
- 일시 : 2022년 
- 장소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강의실
- 주최 : 연세대학교 이한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주관 : 이한열기념사업회, 연세민주동문회, 경영대학 

이한열
민주화
운동기
념사업
회 논의 
후 결정  

민주 인권
 단체와 
연대사업

연중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위한 노력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

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 노수석 추모사
업회 등과 연대사업 협력․ 추진

- 연세민주동문회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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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한열 장학사업

5) 조직 강화 및 홍보 사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계획 비고

장학생
모집 
및

장학금 
지급

연중

- 이한열장학금 확대 노력 지속
- 연 2회 이한열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이한열장학생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우리 단체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 

지정위탁 장학금 분야도 적극 수용
- 인턴 장학생 배치로 사업과 사람 연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계획 비고

회원확대 연중 - 회원의 고령화, 고착화 해결과 회원 확대

각종 회의 연중
- 정기 총회는 매년 2월에 장학금 수여식과 함께 개최
- 정기 이사회는 연 5회, 기타 안건이 있을 때 임시 이사

회 개최

조직
관리

연중
- 이사회 변경, 운영위 신설
- 회원 조직 관리
- 신입회원 감사편지, 총회 보고서, 선물 우편 발송

광고 
선전

연중

-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인스타 통한 
소통과 홍보

- 매월 한열사랑 발행
- 년 1회 총회보고서 발행 및 발송



23

나. 2022년 예산(안)
  1) 2022년 수입 예산안 

 수    입  항  목  산출근거

(1) 전기 이월금 160,608,010 　 　

(2) 후원회비     93,600,000 

 월후원회비    93,600,000 780만원*12개월

(3)후원금

 특별후원금 　      10,000,000
김복영장학금 

600만원/ 그 외 
400만원　

 기타후원금 　     2,00,000  물품, 책 후원금 

(4) 지원금  　 0　 　

(5)수익사업      15,500,000 　 　

 임대료 　      15,000,000 1,250,000*12 

 잡수익 　         500,000 인세

(6)기타수입       　 　

 이자 　 　 500,000　 　

잡이익 300,000 　

법인세 환급 0        이자 등 

 예수금  1,500,000  부가세 예수금 등 

합    계 284,008,010

 순수입 123,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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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년 지출예산안 

항 목 금    액

(1) 경상비 90,863,642

인건비 51,380,000

사무국장급여 26,380,000

학예사급여 25,000,000

퇴직금 15,483,642

퇴직연금 4,070,000

퇴직금 11,413,642

일반관리비 24,000,000

4대보험부담금 5,200,000

복리후생비 5,200,000

운영비 13,600,000

(2) 목적사업비 71,500,000

열사기념행사 5,000,000

6.9제 + 기일 2,000,000

기타 3,000,000

기념관 관리운영 21,000,000

기획전시 2,000,000

박물관운영 3,000,000

교육비 1,000,000

기념관일반관리 5,000,000

보수공사 10,000,000

유월항쟁계승 4,500,000

연대사업 3,500,000

학술제 1,000,000

장학사업 36,000,000

일반 30,000,000

김복영장학금 6,000,000

조직강화 및 홍보 5,000,000

각종회의 2,000,000

조직관리 1,000,000

광고선전 2,000,000

(3) 법인세 500,000 500,000

(4) 예비비 5,000,000 5,000,000

(5) 차기 이월금 116,144,368

합계 284,008,010
순지출 167,86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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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 신임 승인 요청 
1) 이상우 : 연세대 총동문회 상임부회장
2) 이한열 추모사업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학생대표 1인의 당연직 이사 신임

3. 임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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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본재산 현황(단위 _만원)

                  구 분  
   내 역

전전년도
(2020년도말)

전년도
(2021년도말) 비고

부
동
산

토지
필지, 면적 2필지139.5㎡ 2필지139.5㎡

54,823 54,823 등기가격

건물
개수, 면적 1동 319.97㎡ 1동 319.97㎡

평가액(만원) 24,308 23,635 감가상각반영

소계 평가액(만원) 79,131 78,458

동
산

동산
현금(만원) 3,850 3,850

임대보증금 -3,500 -3,500

소계 350 350

합  계 79,481 78,808

 

 
 나. 운영(보통)재산 현황(2021년도 12월말 현재)

품명
(동산 또는 부동산) 수량 또는 면적 취득 

연월일
평가액(만

원) 용  도

현금 145,569원 운영비

입출금통장 31,958,441원 운영비

예적금 128,504,000원 인건비적립, 목적사업

계 160,608,010
 

4. 회원 변동사항  

구  분 전전년도
(2020년말)

전년도
(2021년말) 증감(Δ) 증감사유 및 기타

정회원 101 101 0 자체증감

준회원 523 549 26 자체증감

계 624 650 26

4. 2021년 재산 및 회원 현황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