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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 at the Jeonnam Provincial Hall square. (May 15, 1980.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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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 안내
·로마자 표기는 한국 정부의 로마자 표기법(2000)을 기준으로 함. 다만 대통령 등 이미 알려진 인물의 성명 표기는 공식 영어 표기법을 따름.
·띄어쓰기 규칙은 국립국어원 및 국립국어원 누리집 ‘우리말샘’을 참조.
·이어 썼을 때 발음이 달라지는 이름에는 이음줄(-)을 사용함(Hangeum 대신 Han-geum).
·5·18민주화운동은 May 18 Democratic Movement도 자주 사용되나 May 18 Democratic Uprising으로 통일
·한국어 5·18을 영어로 옮길 때에는 모두 May 18으로 통일함.
·전라남도와 전남대학교는 각각 Jeonnam Province와 Jeonnam National University를 사용해서 두 이름의 관계를 보여 주면서 로마자 표기법을 따름. Jeollanam-do와 Chonnam은 찾아보기의 괄호 안에 포함.
Romanization Guidelines
·Korean government guidelines (2000) are used in transcribing names of people and organizations in the Roman alphabet.
For names of public figures such as Presidents, their official names were used.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s was referenced for correct word spacing.
·Hyphen - is added to avoid confusion of pronunciation of names(Han-geum instead of Hangeum).
·May 18 Democratic Uprising was chosen over May 18 Democratic Movement.
·May 18 is used for English version, and 5·18 for Korean version.
·Jeonnam Province and Jeonnam National University are used instead of and Jeollanam-do and Chonnam respectively to show the relation of the two names and to follow the government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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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앞 광장 분수대를 중심으로 모인 시민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1980. 5. 15. 사진 나경택)

Citizens at the Jeonnam Provincial Hall Square calling for democracy with clenched fists. (May 15, 1980.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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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Preface

진실을 기록하다
중국 진시황은 기원전 213년 자신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막기 위해 민간의 모든 서적을 불태우고 심지어 학자들을 구덩이에 묻어 죽였다. ‘분서갱유’가 그것이다.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이 이끄는 반란군부
쿠데타에 정면으로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항거하였다. 군사 정권은 민간의 5·18민주화운동 자료 수집도 ‘유언비어 유포죄’를 적용하여
엄단했다. 제5공화국 정권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철저하게 봉쇄했다. 광주 시민들이 만들어 낸 어떤 종류의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이라도 용납하지 않았다. 진실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끔찍히도 두려웠을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립된 도시에 갇힌 시민들은 외부 세계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매일 성명서를 작성했고, 대자보를 만들었으며,
투사회보를 돌려보았다. 기자들은 몰래 숨어서 사진을 찍었고, 취재수첩에 숨 가쁜 순간들을 기록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목격한 참상을 일기장에 남겼다.
병원의 부상자 진단서나 사망자 검시 기록은 그 날의 참상을 여과 없이 보여 준다.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의 작전 서류들에서는 격렬했던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광주시 동구청 상황 일지는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 직전 긴박했던 5·18민주화운동 전개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 목사가
병원에서 찍은 희생자 사진들은 두개골이 쪼개지고, 신체의 일부가 훼손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모습이다. 이런 기록물들은 그 때 공수부대의
시위 진압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침묵으로 웅변하고 있다.
1988년 5·18광주청문회를 대비하기 위해 군에서는 ‘5·18 대책반’을 만들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군 내부 문서를 조직적으로 훼손하여 불리한
증거를 없애 버리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비밀리에 여기저기서 피 묻은 자료들이 모아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방대한 분량의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이제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 됐다. 독자들은 이 도록에 수록된 기록물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Recording the Truth
In 213 B.C., Chinese emperor Qin Shi Huang burned books and buried scholars alive to bar political criticism on himself.
Record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ent through similar difficulties. In May 1980, citizens of Gwangju fought to the end to preserve
democracy against the military coup regime. The military regime had ruthlessly prohibited collection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records
by citizens on the charges of 'spreading false rumors'. The 5 th Republic regime completely blocked spreading the truth of the Uprising. They
never allowed any kind of record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to be published by citizens of Gwangju. They must have been afraid for the
truth to be known by many..
During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itizens trapped in the blockaded city desperately tried to bring the truth to the outside world. Every day
they issued statements, wrote wall bulletins, and circulated fighters' newsletters. Reporters secretly took pictures and recorded tense moments
in their notebooks. Some wrote in their diaries about the atrocities they witnessed. Hospital records of the wounded or coroner's reports are raw
testimonies of the brutality of the day. Operational documents of the Martial law forces mobilized by the military coup regime reveal vivid
depictions of the intense situation. Breathless developments immediately prior to the paratroopers' opening fire are recorded in the daily reports
by the East District Office of Gwangju City. Photos of the victims taken by a foreign missionary at the hospital show horrible wounds like smashed
heads or mutilated bodies. All these records silently point to the brutality of the paratroopers' actions.
In 1988, the military formed the 'May 18 Response Team' to prepare for the Gwangju Hearings by the National Assembly to systematically destroy
or contaminate documents to get rid of or manipulate the evidence against themselves. However, even in the midst of these methodical
cover-ups, documents and files were secretly gathered from diverse sources.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록한 나경택의 필름 2,000여 컷

This is how the vast amount of record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ere collected. Now they have become part of the precious
documentary heritage of mankind. Readers should be able to get closer to the truth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through the records
collected in this illustrated documentary.

More than 2,000 photos in film strip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by NA Gyeongtaek
were included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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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ing the flag at half mast on the roof of the Provincial Office (May 22, 1980.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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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Mankind Records of the May Uprising

2020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앞에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1980년 5월 19일, 광주가톨릭센터 앞에서 불타는 차량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시민과 공수대원들 (사진 나경택)

May 19, 1980, Citizens and paratroopers confronting each other in front of the Gwangju Catholic Center
with a burning vehicle in between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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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하는 놈, 폄훼하는 놈, 왜곡하는 놈들을 기록하다”「놈놈놈 얼굴展」과 함께하는 시민들

Citizens at the exhibition "'Documenting the Obstructers, the Disparagers, the Distorters' - Faces of Those Nincompoop, Poop, Poops,"
celebrating the 40th anniversary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 front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rchives, 2020.

15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나경택)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족·민주화성회를 열고 있다. (1980. 5. 15. 사진 나경택)

옛 전남도청
1980년
5월15일.
(사진
나경택)
전남도청앞앞광장에서
광장에서질서정연하게
질서정연하게열린
열린민주화대성회,
민족·민주화성회
(1980.
5. 14. 사진
나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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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rderly
"Grand
for Democracy"
at manner
the Provincial
Square,
May
(Photo
by NAProvincial
Gyeongtaek)
A rally
for People
and Rally
Democracy
was held took
in anplace
orderly
in theHall
square
in front
of15,
the1980.
former
Jeonnam
Office

Citizens in a rally call for democracy at the Provincial Hall Square. (Photo by NA Gyeongtaek)
Citizens holding a rally for People and Democracy in the square in front of the Jeonnam Provincial Office.

(May 14, 1980. Photo by NA Gyeongtaek)

(May 15, 1980.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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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로 차량시위 (1980. 5. 20. 사진 나경택)

Protest with vehicles on Geumnam-ro (May 20, 1980. Photo by NA Gyeongtaek)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서

Certificate of the inscription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documents on the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Register, UNESCO

제1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Chapter 1

Inscription o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국제자문위원회(I.A.C) 심사 회의 장면 (2011. 5. 23. 영국 맨체스터)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meeting to examine inscription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documents on the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Register, UNESCO (May 23, 2011. Manchester,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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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2011년 5월 25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시민들이 활동하면서 만든 다양한 자료들과
그 이후의 수습 과정을 담은 문서들이다. 등재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전체 분량은 문서 4,271권, 85만 8천 9백여 페이지의 기록 문서철과 필름 2,017컷,
사진 1,733장 등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 심사 기준은 해당 자료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본’이어야 하고,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유네스코가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이유는 5·18민주화운동이 민주화와 인류의 인권 신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여타 동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냉전 구조가 종식되는 데 기여했다.
1980년대 이후 필리핀, 태국,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여러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5·18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전환점으로 널리 인정된다.”
- 2011년 영국 맨체스터 제10차 IAC 회의록 -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여섯째,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 기록, 일곱째, 국회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여덟째, 국가의 피해자 보상 자료,
아홉째, 미국의 5·18 관련 비밀 해제 문서 등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장엄한 역사에서 광주 시민들의 저항과 희생이
갖는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전 세계인이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인류 공동의 소중한 유산이다.

Memory of the World, Record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Documentary items inscribed on the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Register of the UNESCO include various items created by citizens during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 1980 and other later documents. There are 4,271 volumes of books, some 858,900 pages of documents, 2,017
film cuts, and 1,733 photos. They went through rigorous examination to be inscribed o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by the UNESCO.
Selection criteria was deceptively simple: rarity and integrity.
UNESCO decided to include record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because the Uprising played a
pivotal role in promot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not only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but also affected other countries in East
Asia by dissolving the Cold War structure and achieving democracy. After the 1980s, various democratic uprisings took place in the Philippines,
Thailand, China, Vietnam, and elsewhere in an attempt to follow in Korea's footsteps.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as a turning poin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 10th IAC meeting, 2011 Manchester, UK Document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re divided into 9 categories: documents provided by government offices;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primary documents such as citizens' statements, declarations, diaries, and
journalists' notes; black and white films and photographs; citizens' testimonies after the Uprising; hospital records of the victims; the Minutes
of the Special Fact-finding Committee on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vestig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of government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and declassified U.S. government documents on the May 18 Uprising.
Record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ent through similar difficulties.
The record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learly show the significance of the Gwangju citizens' resistance and sacrifice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toward human rights and democracy which are universal values of all mankind. It is a precious heritage and must be remembered
forever, like the French Revolution and England's Glorious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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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된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는 9개 범주로 나뉜다. 첫째, 공공 기관이 작성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공문서, 둘째,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 셋째, 시민들의 성명서, 선언문, 일기, 취재수첩 등 항쟁 참여자나 목격자가 생산한 자료, 넷째, 흑백 필름 및 사진 자료, 다섯째, 항쟁 이후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3.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일기, 취재수첩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작성 주체 시민, 사회단체
발행 일자 1980. 5.
관리 책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으로 직접 써 내려간 성명서나 선언문 등에는 당시의 절박한 상황이 생생하게

Statements and declarations handwritten by citizens of Gwangju
during May 18-27, 1980 vividly depict the desperate conditions of the
time.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Records of the May Uprising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Mankind
the Mankind,
Records
Records
of the
ofMay
the May
Uprising
Uprising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Statements and Declarations

1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ㅣ Chapter1 Inscription o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민주화운동 기간 중 광주 시민들이 볼펜
담겨 있다.

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Created by Citizens &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reation Date May 1980
Repository May 18 Archives

성명서, 선언문 등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3. Citizens' Statements, Declarations,
Diaries and Journalists' Notes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178 X 257㎜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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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the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 the May
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광주 애국 시민들에게 (일부)
제1차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 (1980. 5. 23. 작성자 김영철 , 연설자 김영철)

To patriotic citizens of Gwangju (partial copy)
At the 1st Citizens' Rally to Uphold Democracy (May 23, 1980. Written and Spoken by KIM Yeong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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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Records of the May Movement

179 X 257㎜

179 X 257㎜

민주 시민 여러분
제1차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 (1980. 5. 23. 작성자, 발표자 홍희윤)

껍데기 정부와 계엄 당국을 규탄한다
제2차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 (1980. 5. 24.)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대중적으로 표현한 시 (일부)
제2차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 (1980. 5. 24.)

To democratic citizens

We condemn the puppet government and the Martial Law Authority
At the 2nd Citizens' Rally to Uphold Democracy (May 24, 1980)

Poem expressing popular desire for democracy (partial copy)
At the 2nd Citizens' Rally to Uphold Democracy (May 24, 1980)

At the 1st Citizens' Rally to Uphold Democracy (May 23, 1980. Written and Spoken by HONG Hui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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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정부의
정부의최규하
최규하대통령에
대통령에보내는
보내는글
글(일부)
(일부)
과도
제4차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
(1980.
5. 궐기대회.
26. 작성자 이윤정, 연설자 미상)
1980년
5월 26일 제4차 민주수호
범시민

도지사가 도민에게 드리는 글에 대한 반박문
제4차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 (1980. 5. 26. 작성자 이규현, 연설자 미상)

To President
CHOI CHOI
Kyuhah
of theofinterim
government
(partial
copy)copy)
Letter
to President
Kyu-ha
the interim
government
(partial
Atthe
the44ththCitizens'
At
Citizens'Rally
Rallyto
toUphold
UpholdDemocracy,
Democracy May
(May 26,
26,1980.
1980Written by LEE Yunjeong, Announced by anonymous)

Refuting the words of the governor
At the 4th Citizens' Rally to Uphold Democracy (May 26, 1980. Written by LEE Gyuhyun, Announced by 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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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Diaries
5·18민주화운동 당시 학생, 주부, 공무원 등 많은 시민들은 절박했던 상황을 일기로 작성하였다.
During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many citizens - students, housewives, and public officials - recorded the desperate situation in their diaries.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Records of the May Uprising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Mankind Records of the May Upr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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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X 261㎜

조한유의 오월 일기
광주우체국 공무원 조한유는 시가지의 중심 지역에 있던 직장에서 목격한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형태: 1권

CHO Han-yoo's May dairy
CHO Han-yoo, a public employee at Gwangju Post Office, wrote a diary about what he
witnessed from his workplace in the center of Gwangju.
Format: One Volume Diary

153 X 217㎜

주소연의 오월 일기
광주여고 3학년 주소연은 시민들의 본부인 전남도청에서 취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심정을 담담하게 기록
하였다.
형태: 1권

JOO Soyeon's May diary
JOO Soyeon, a senior student at Gwangju Girls' High School, wrote her feelings calmly in a
diary when she helped with cooking at the Citizens HQ, Jeonnam Provincial Hall.
Format: One Volume Diary

193 X 267㎜

187 X 263㎜

주이택의 오월 일기
천주교 광주대교구 직원 주이택은 금남로에서 벌어진 처참한 상황을 기록하였다.
형태: 1권

전국 언론인에게 보내는 글 (일부)
제4차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 (1980. 5. 26.)

대한민국 국군에게 보내는 글 (일부)
제4차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 (1980. 5. 26.)

A letter to all press across the nation (partial copy)
At the 4th Citizens' Rally to Uphold Democracy (May 26, 1980)

A letter to the Korean Army (partial copy)
At the 4th Citizens' Rally to Uphold Democracy (May 26,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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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 Itaek's May diary
JOO Itaek was an employee at Catholic Gwangju Archdiocese. He recorded gruesome sights
from Geumnam-ro Street.
Format: One Volume Diary

150 X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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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흑백 필름 및 사진 자료
자료 형태
촬 영 자
촬영 일시
관리 책임

조한금의 오월 일기
주부 조한금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전남 목포의 상황을 생생하게 노트에 기록하였다.
형태: 1권

CHO Hangeum's diary of Gwangju Massacre
Housewife CHO Hangeum wrote in details about the developments occurring in her city Mokpo.
Format: One Volume Diary

흑백 필름 2,017컷, 사진 1,733점
나경택, 김영복, Betts Huntley 외
1980. 5. 15. ~ 1980. 6.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사진(필름) 자료는 대부분 신문사 사진 기자들이 촬영했다.
당시 전남매일신문 나경택 기자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광주광역시에 모두 위탁하였다.
형태: 사진(필름) 3,750점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Mankind Records of the May Uprising

취재 수첩 Journalists' Notes

김영택의 취재수첩
동아일보 광주 주재 김영택 기자의 취재수첩, 금남로에서 자행된 학살과
시민들의 저항, 해방 기간 공동체 활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형태: 3권

84 X 130 / 87 X 130 / 90 X 130㎜

KIM Yeongtaek's news notebook
Kim was a reporter for the Dong-A Ilbo (daily newspaper)
Gwangju office. His notebooks carry detailed accounts of
massacre on Geumnam-ro Street, citizens' resistance, and
communal activities during the liberated days.
Format: Three Volume Notebook

4. Black and White Films and Photographs
Format 2,017 cuts of black and white films, 1,733 photographs.
Created by NA Gyeongtaek, KIM Yeongbok, Betts Huntley
Creation Date May 15 ~ June 1980
Repository May 18 Archives

Most of the photos were taken by photojournalists of newspaper companies.
Reporter NA Gyeongtaek of the Jeonnam Ilbo donated all the photographs he
took during the Uprising to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Format: 3,750 film cuts and photographs

5. 시민들의 증언 자료
작성 주체
생산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5·18기념재단, YMCA, 전남대 5·18연구소 등
1989 ~2011
디지털 저장 매체
5·18기념재단, YMCA, 전남대 5·18연구소 등

5·18민주화운동 이후 광주 시민들은 생존자, 유가족, 외국인, 공무원, 진압에 참여한 군인
등의 증언을 수집하였다. 증언자 약 1,500명의 음성과 증언 모습이 담긴 디지털 파일들

5. Citizens' Testimonies
최건의 취재수첩
동아일보 목포 주재 최건 기자의 취재수첩, 목포에서의 항쟁과 시민들의 투쟁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형태: 1권

Created by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YMCA, The May 18 Institute CNU, etc.
Creation Date 1989 ~ 2011
Format Digital recording
Repository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YMCA, The May 18 Institute CNU, etc.

CHOI Geon's news notebook
A notebook of reporter CHOI Geon of the Dong-A Ilbo Mokpo office. Uprising and
struggles of citizens in Mokpo are recorded.
Format: One Volume Notebook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itizens of Gwangju collected testimonies
from survivors, families of victims, foreigners, public officials and soldiers who
were in Gwangju at the time. About 1,500 audio-visual accounts of witnesses are
recorded in digital format

155 X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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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ㅣ Chapter1 Inscription o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187 X 264㎜

8. 국가의 피해자 보상 자료

6.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 기록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 적십자병원, 국군광주통합병원 등
1980. 5.
총 31권 12,766쪽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 적십자병원, 국군광주통합병원 및 개인 병원
등의 치료 기록.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의 폭행과 총격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부상당한
시민들의 병상 기록을 담고 있다.

1990년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시행한 피해자
보상 자료. 보상 대상은 사망자, 부상자, 구속자 등 5천여 명으로, 관련 자료는 695,
336쪽, 3,880권에 달한다.

6. Hospital Records of Victims

8. Records of Government Compensation for Victims

Created by Je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osun University Hospital, Gwangju Christian Hospital,
Red Cross Hospital, Armed Forces Gwangju Hospital, etc.
Creation Date May 1980
Format 12,766 pages in 31 volumes
Repository May 18 Archives

Created by Gwangju City Government
Creation Date 1990 ~
Format 695,336 pages in 3,880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Gwangju Metropolitan City

Victim compensation data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Compensation
Act for Persons Related to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enacted
in 1990. The target of compensation was approximately 5,000 individuals,
including the dead, injured, and detained, and related materials amount to
695,336 pages in 3,880 volumes.

Treatment records of the Je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e Chosun University
Hospital, the Gwangju Christian Hospital, the Red Cross Hospital, the Armed Forces
Gwangju Hospital, and private hospitals. Sickbed records of civilians killed and wounded
in assaults and shootings by the martial law forces of the military coup regime

7. 국회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국회 사무처
1988. 7. 8. ~ 1988. 12. 30.
A4 용지 3권
국회도서관

1988년 국회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 자료. 청문회는 과잉 진압, 미국의 책임
여부 등을 다뤘다. 하지만 쟁점이 됐던 ‘집단 발포 명령자’는 끝내 밝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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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990 ~
A4 용지 3,880권 695,336쪽
광주광역시

9. 미국의 5·18 관련 비밀 해제 문서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미국 국무부·국방부·CIA
1979. 1. 4. ~ 1980. 12. 31.
A4 용지 3,471쪽
미국 국무부, 국방부, CIA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국무부와 주한 미국 대사관 사이에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비밀 전문 자료와 국방부, CIA의 보고문 등이다.

7. Minutes of the Special Fact-finding Committee on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vestig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9. Declassified U. S. Government Documents

Created by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Creation DateJuly 8, 1988 ~ December 30, 1988
Format Three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ssembly Library

Created by US State Department, Department of Defense and CIA
Creation Date Jan. 4, 1979 ~ Dec. 31, 1980
Format 3,471 pages in A4 format
Repository US State Department, Department of Defense and CIA

Data from the hearing of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Truth Committee at the National
Assembly in 1988. The hearings dealt with over-repression and whether the United States was
responsible. However, the "mass firing commander," which was the main issue of the hearing, was
never revealed.

Declassified cable transmissions between U.S. Embassy Seoul and the State
Department as well as DoD and CIA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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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Record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An Ardous Way to the Memory of the World Inscription

5 ·1 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는 고난에 찬 여정이 있었다.
등재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고, 시민들의 진실 기록을 위한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

It was a long and hard process to get the record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scribed o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n this part, we will go through the major incidents and the monumental efforts by the citizens to
record and maintain the truth.

고문과 폭행으로 얼룩진 5·18민주화운동 군사 재판 1980. 7.

학살의 진상이 최초로 알려진 국회「5·18 광주청문회」1988. 4.

1980년 5월,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에 의해 2,699명이 체포되어 616명이 군사 법정에 회부되고 404명이 재판을 받았다.

1987년 6월항쟁을 거치면서 1988년 4월 제13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6월에 광주청문회를 위한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사진 광주일보 자료실 제공)

(사진 광주일보 자료실 제공)

Military court martial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lagued with torture and
violence (July 1980)

주요 사건

The first public recognition of the truth: May 18 Gwangju Hearings by the National Assembly, April 1988
After experiencing the uprising in June of 1987, the opposition parties took a majority
in the 13th general election in April 1988. In June, the Resolution for the Formatio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Unveiling the Truth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was passed for Gwangju Hearings.

In May 1980, 2,699 individuals were arrested by martial law forces of the military coup regime, 616 were sent to military
courts, and 404 were tried. (Photo courtesy of the Gwangju Ilbo archives)

(Photo courtesy of the Gwangju Ilbo archives)

Major Incidents

>>>

>>>

Citizens' Records
시민들의 기록물

>>>

충격적인 사망자의 모습을 담은 「5·18 사진 전시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198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풀빛, 1985
5·18민주화운동의 전 과정을 피해자인 광주 시민의 시각에서
최초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한 책이다.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Pulbit Publishing, 1985
The very first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port about the entire proces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from the victims' (the citizens')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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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전두환 집권시기였던 1987년 5월에 만든 화보집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정의평화위원회는 옛 가톨릭센터 2층 전시실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실 규명 사진 전시회를 가졌다.

May 18 Photo Exhibition" featuring the shocking images of the deceased
Archdiocese of Gwangju Justice and Peace Committee, 1987
May, When the Day Comes Again," a photo book published by the Archdiocese of Gwangju
Justice and Peace Committee during the reign of CHUN Doo-hwan in 1987, to inform the
people of the truth about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The Diocese held a photo exhibition
with the same title to uncover the truth in the 2nd floor Exhibition Room of the former Gwangju
Catholic Center.

『광주민중항쟁비망록』남풍, 1988
사망자들의 사연을 담은 책. 5·18민주화운동 유족회 발간

‘Gwangju People's Uprising Memorandum.’
Nampung Publishing, 1988
Stories of the victims. Published by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Victims' Famil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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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유죄 판결」1997. 4.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2011. 5.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4월 18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 광주일보 자료실 제공)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활동 결과, 2011년 5월 25일 등재가 완료됐다.

Document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scribed

CHUN Doo-hwan and ROH Tae-woo found guilty, April 1997

It was a result of the actions of 'The Committee for the Inclusion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Records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established by Gwangju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Two former presidents, CHUN Doo-hwan and ROH Tae-woo, received a verdict of guilty from the Supreme Court on April
18, 1997. They were tried by the ‘Special Law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hich was enacted on December 21,
1995. (Photo courtesy of the Gwangju Ilbo archives)

>>>

>>>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풀빛,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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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 보고서』2007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소장 송기숙)가 항쟁 참가자 500여 명의
증언을 담은 기록물을 출간

광주광역시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5·18민주화운동 관련 각종 잡지, 문서 등을 모아
발간한 자료집으로 총 61권 (색인목록집, 전자자료총서)

‘Collected Works of Gwangju May People's Uprising
Historical Records.’ Pulbit Publishing, 1990

‘Series of May 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Documents’

Testimonies of 500 uprising participants published by
Korea Modern Historical Records Institute
(Director: SONG Gisuk)

A 61-volume series of 1997~2013 magazine articles and documents on
May 18 Democratic Uprising published by Gwangju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Index, Electronic Collection)

>>>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의 활동 결과를 담은
『12·12, 5·17, 5·18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

『5·18 특파원 리포트』풀빛, 1997
5·18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취재 활동을 벌였던 외신 기자 8명과 국내 기자 9명의 취재 기록

‘May 18 Correspondents' Report.’ Pulbit Publishing, 1997
Notes and records of 8 foreign and 9 domestic reporters who covered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omprehensive Report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Defense (Chaired
by Haedong Lee).’ 2007
Based on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Defense activities, this report includes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s of the 12 ·12 insurrection, the 5 ·17 martial law decree, and
the 5 ·18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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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앞 흩어진 신발들
길거리에 흩어진 주인 잃은 신발들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1980.5. 15. 사진 나경택)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Mankind Records of the May Uprising

Scattered shoes in front of the Provincial Office
Abandoned shoes littering the street are the testimony
to the urgency of the event. (May 15, 1980. Photo by NA Gyeongtaek)

제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사건을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역사가 된다.
기록물은 사건의 씨앗이다.
10일간의 장엄한 항쟁은 기록물의 집합체다.

Chapter 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Incident
Events are chronologically arranged to be a history.
The records serve as a foundation to understand the events.
Resistance during the 10-day uprising produced a solemn collection of records.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전투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학생들 (1980. 5. 8. 사진 나경택)

Jeonnam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confronting riot police at the main gate of the university (May 8, 1980.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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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물결
Waves of Democracy

5월 17일 이전
Before May 17:

민주화의 물결 / Waves of Democracy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미국 기밀문서
미 국무부의 기밀문서에 따르면 1980년 5월 8일 Warren Christopher 국무부 차관은 ‘한국 정부의 긴급 비상 계획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전문을 서울의 William H. Gleysteen, Jr.
주한 미국 대사에게 보냈다. 미국이 반란군부의 ‘쿠데타 계획’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 드러난 문서이다. (미국「Department of State」, 1980. 5. 8.)

Classified U.S. government documents
According to the declassified U.S. State Department documents, Deputy Secretary of State Warren Christopher sent a cable to US Ambassador William Gleysteen,
suggesting that "In none of our discussions will we in any way suggest that the US government oppose ROK government contingency plans to maintain law and order,
if absolutely necessary, by reinforcing the police with the army." It showed that the US government did not oppose the coup d'état plan of rebel the military regime.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US Department of State, 1980. 5. 8)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시국 선언문 발표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1980년 5월에 들어서자 전국 대학생 대표자들은 ‘민주화 대행진’기간을 선포하였다. 5월 8일, 광주에서도 전남대총학생회와 조선대민주투쟁위원회가 공동으로 ‘비상계엄 즉각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해제’등을 결의하고,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Statement on Current Situation
Entering May 1980, university student representatives across the country declared 'GrandRecords
March Toward
Democracy'.
Gwangjuofonthe
Maycitizens
8, Jeonnam
National
of military
court In
martials
arrested
by
University Student Association and Chosun University Democratization Struggles Committee
jointly made
resolutionmartial
to release
statementafter
calling
the
the military
coup aregime’s
lawa soldiers
theforMay
"immediate lifting of martial law".
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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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KBS, MBC, CBS 등에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 배치
31사단의 ‘전투상보’(1980. 6.)에 따르면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전인 1980년 5월 14일에 이미 광주 시내 KBS, MBC, CBS 및 전일방송 등의 방송 시설에 계엄군이 배치됐다.

Positioning Martial Law Forces mobilized by the military coup regime at Broadcasting Stations of KBS, MBC, CBS among others
According to the Operational Situation Report of the 31st Division, martial law forces were already in place at KBS, MBC, CBS and Jeon-il Broadcasting Corporation
on May 14, 1980, well before the full extension of mart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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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민주화의 물결
Waves of Democracy

5월 17일 이전
Before May 17: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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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민족·민주화성회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1980년 5월 14일 오후, 전남도청 앞 광장의 민족·민주화성회에 100여 명의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동참하였다. (사진 나경택)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Holy Rally for the Nation and Democracy
the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 the May
On the afternoon of May 14, 1980, about 100 professors of Jeonnam National University participated
in the(four
Rallyvolumes
for People of
and"Gwangju
DemocracyIncident
in the square
in front
18 Uprising
Verdicts").
of the Jeonnam Provincial Office. (Photo by NA Gyeongtaek)
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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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민족·민주화성회에 참석하기 위해 단체로 이동하는 고등학생들 (1980. 5. 15. 사진 나경택)

Groups of high school students on the move to attend the Rally for People and Democracy (May 15, 1980.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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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물결
Waves of Democracy

5월 17일 이전
Before May 17: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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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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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the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 the May
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1980년 5월 16일, 3일째를 맞은 민족·민주화성회는 전남도청 앞 광장에 시민 3만여 명이 모여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저녁에는 횃불을 들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사진 나경택)

On May 16, 1980, the third day of the Rally for People and Democracy was held peacefully as approximately 30,000 citizens gathered in the square in front
of the Jeollanam-do Provincial Office. In the evening, they held a street demonstration with torches.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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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물결
Waves of Democracy

5월 17일 이전
Before May 17: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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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최건 기자 취재수첩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1980년 5월 15일 목포대학교와 목포공업전문대 학생들이 목포역 광장에 집결하여 민주화 시위를 열었다.”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the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 the May
CHOI Geon's news notebook
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May 15, 1980. Students from Mokpo National University and Mokpo Engineering College rallied
at the Mokpo
train
station square
to ask for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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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자유 노트
계엄 당국은 5·18민주화운동의 원인을 계엄군의 ‘과잉 진압’이 아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가 작성한 ‘자유 노트’ 등을 근거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사전에 기획하여 ‘학원 내란’을
일으킨 것 때문이라고 왜곡했다.

Free Notes
Martial law authorities used 'Free Notes' written by Jeonnam National University Student Association to support their false accusation that the Uprising was an
act of 'school insurrection' preplanned by Jeonnam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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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전국 확대
Nationwide Extension of Martial Law
5월 18일

May 18: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비상계엄 전국 확대/ Nationwide Extension of Martial Law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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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조한유의 오월 일기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1980년 5월 17일자 일기에는 ‘계엄사령관은 육군 대장 이희성으로 이제 대통령의 권한 하에 전국을 계엄군으로 통치하게 되는 모양이다’ 라고 적혀 있다.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the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 the May
CHO Han-yoo's May diary
18 Uprising
(four
volumes
"Gwangju Incident Verdicts").
"May 17, 1980. General LEE Huiseong is the Martial Law Commander. Now he is under presidential
powers
to rule
the entireof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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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비상계엄 전국 확대
1980년 5월 17일 밤 9시 42분, 신현확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 회의가 열려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의결했다. (경향신문 제공, 1980. 5.18. 일자)

Extension of Martial Law
At 9:42 pm, May 17, 1980, an emergency cabinet meeting was called by the Prime Minister SHIN Hyeonhwak and reached decision to ‘impose martial law over
the entire country’. (Courtesy of The Kyunghyang Shinmun, May 18,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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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전국 확대
Nationwide Extension of Martial Law
5월 18일

May 18: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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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계엄 포고 제10호 포고문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1980년 5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 전국 확대’가 선포된 직후, 오전 1시에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계엄 포고령 제10호’를 발령하여 ‘정치 목적 집회’를 금지시켰다.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Martial Law Decree Number 10
the military
coupLee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10'the
May
Shortly after announcing the extension of martial law at 00:00, May 18, 1980, Martial Law commander
General
issued 'Martial
Law
Decree
Number
at 01:00
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and banned 'all political gathe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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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5·18 상황 보고
광주시는 1980년 5월 18일 오후 3시 40분, “공수부대가 시내에 투입되자마자 가정집을 수색하여 대학생으로 보이는 장발 청년과 여자를 마구 때리고 차고 대검으로 찌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한 후 차에 실어 연행” 이라고 보고했다. (「5·18 상황 및 조치 사항」광주시, 1980.)

May 18 Situation Report
At 3:40 pm May 18, 1980, Gwangju City Government reported that "as soon as the paratroopers entered the city, they began searching houses for university-aged
females and males with long hair, violently beat and bayoneted them, and loaded them into cars to take them into custody." (May 18 Situation & Action Report, Gwangju
City Government,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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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전국 확대
Nationwide Extension of Martial Law
5월 18일

May 18: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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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s
Records
of the
ofMay
the May
Uprising
Uprising

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전교사 작전 상황 일지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전교사 작전 상황 일지에 1980년 5월 18일 오후 8시 15분 가톨릭센터 앞에서 “7공수대가 총검 진압”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공수부대는 초기부터 ‘총검’을 사용했다.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Daily Operational Situation Report, Combat Arms Training Command
th Airborne
the military
coup
regime’s
lawtroopers
soldiers
after
the May
8:15 pm, May 18, 1980. Daily Operational Situation Report entry of the Combat Arms Training
Command
recorded
that "7martial
used
bayonets
for
Uprising
suppression" in front of the Catholic Center. The paratroopers were using bayonets from an18early
stage.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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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5·18 상황 보고
광주시는 1980년 5월 18일 오후 3시 40분, “공수부대가 시내에 투입되자마자 가정집을 수색하여 대학생으로 보이는 장발 청년과 여자를 마구 때리고 차고 대검으로 찌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한 후 차에 실어 연행” 이라고 보고했다. (「5·18 상황 및 조치 사항」광주시, 1980.)
전남북 계엄 분소 공고 제4호
계엄 포고문 제10호 시달
1980년
5월
18일부터Report
오후 9시 이후 통행금지를 실시한다는 전남북 계엄 분소장의 공고문
May 18
Situation
1980년 5월 19일 광주시가 산하 기관에 시달한 내용

At 3:40 pm May 18, 1980, Gwangju City Government reported that "as soon as the paratroopers entered the city, they began searching houses for university-aged
females
andLaw
males
withAnnouncement
long hair, violently
beat and
into cars
to take them
into10
custody." (May 18 Situation & Action Report, Gwangju
Local
Martial
Office
Number
4 bayoneted them, and loaded them
Martial
Law Decree
Number
City Government,
1980) of daily curfew beginning at 9pm, effective from
Announcing
extension
Gwangju City Government forwarded the Order to affiliated agencies on May
May 18, 1980
19,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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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전국 확대
Nationwide Extension of Martial Law
5월 18일

May 18: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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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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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전남대학교 학생 천영진 증언 「
(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풀빛, 1990. 784쪽)
Witness: Jeonnam National University student CHEON Yeongjin
(Collected Works of Gwangju May People's Uprising Historical Records, Pulbit Publishing, 1990, page 784)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비상계엄 강화’는 날벼락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주이택은 1980년 5월 18일자 자신의 일기에 ‘비상계엄 강화’가 유신 체제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라고 적었다. (주이택의 오월 일기)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Extending the emergency martial law came like a bolt out of the blue
the militaryplot
coup
regime’s
law soldiers
after the
May
In his May 18, 1980 diary entry, JOO Itaek wrote that extending emergency martial law was government's
to carry
on withmartial
Yushin system
(the Revitalizing
Reforms
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system).(JOO Itaek's May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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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전남대학교 학생 이광호 증언 「
(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풀빛, 1990. 247쪽)
Witness: Jeonnam National University student LEE Gwangho
(Collected Works of Gwangju May People's Uprising Historical Records, Pulbit Publishing, 1990, page 247)

1980년 5월 18일 아침 시민들의 증언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과 최초의 충돌이 빚어진 전남대학교 정문 앞 상황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이다.

Citizens' testimonies on the events of the morning of May 18, 1980
Witnesses' accounts on the confrontation between students and the martial law soldiers of the military coup regime at the main gate of Jeo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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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전국 확대
Nationwide Extension of Martial Law
5월 18일

May 18: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살레시오고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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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May
the May
Uprising
Uprising

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1970년 김경철(가운데 검은 옷)이
) 가족과 함께
전남도청 앞 분수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Photo of KIM Gyeongcheol (center with black clothes)
with his family near the fountain in front of
the Jeonnam Provincial Hall

수창초교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구.전남도청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5·18민주화운동의 도화선,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시내 진출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1980년 5월 18일 오전 10시경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7공수여단에게 쫓긴 학생들은 광주역을 거쳐 금남로 전남도청 앞으로 달려나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
(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풀빛, 1985. 38쪽)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RecordsUprising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Jeonnam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march to the city center triggered the May 18 Democratic
the military
martial
lawHall
soldiers
May
Around 10 am, May 18, 1980, students, pursued by the 7th Airborne paratroopers at the university
main gate,coup
ran toregime’s
the Jeonnam
Provincial
square after
via thethe
Gwangju
18Publishing,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train station to launch more demonstrations.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Pulbit
1985.
page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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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최초 희생자 청각 장애인 김경철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최초의 사망자 청각 장애인 김경철(24세)의 검시 기록. 김경철은 1980년 5월 18일 오후 충장로 제일극장 골목에서 7공수여단 군인에게 구타당해 쓰러져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월 19일 새벽 3시경 사망했다. (사진 (재)5·18기념재단 제공)

First victim: KIM Gyeongcheol (hearing impaired)
The autopsy record of KIM Gyeongcheol (age 24), who was deaf and the first person to die during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eriod. On the afternoon of May 18,
1980, KIM was beaten by a trooper of the 7th Airborne Brigade in the alley of the Jeil Theater on Chungjang-ro, where he collapsed and then transferred to the Armed
Forces Gwangju Hospital, where he died at around 3 a.m. on May 19th. (Photos by May 18 Memoria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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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부대의 과격 진압
Brutal Actions by the Paratroopers
5월 19일~20일

May 19~20:

공수부대의 과격 진압 / Brutal Actions by the Paratroopers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Mankind Records of the May Uprising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11특전여단 출동 장비 현황
1980년 5월 19일 오전 광주 시내에 투입된 11공수여단은 ‘대 간첩 작전’ 기준에 따라 각종 무기를 휴대한 채 처음부터 강경하게 시위 진압에 나섰다.
(평화민주당『광주민중항쟁백서』, 1989.)

1980년 5월 19일 점심 무렵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원들의 강경 진압에 분노가 폭발한 시민들이 자동차에 불을 지르며 공수부대와 맞서고 있다. (사진 나경택)

Around lunchtime on May 19, 1980, citizens enraged by the brutality of the paratroopers set fire to cars and confronted the paratroopers on Geumnam-ro.

Deployed Equipment List of the 11th Airborne Special Warfare Brigade
The 11th Airborne Brigade deployed to downtown Gwangju in the morning on May 19, 1980, deployed various weapons under the standards of “Counterespionage
Operations,” and forcefully suppressed protests from the beginning. (Gwangju People's Uprising White Paper, 1989. The Peace & Democratic Party)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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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부대의 과격 진압
Brutal Actions by the Paratroopers
5월 19일~20일

May 19~20: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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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공수부대원의 과잉 진압 목격자 증언 기록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충장로 광주우체국에서 근무하던 통신과장 조한유는 우체국 건물 유리창 너머로 공수부대원들이 벌이는 참혹한 살상극을 지켜보며 일기에 낱낱이 기록하였다. (조한유의 오월 일기)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Witness account of the brutality of paratroopers
the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soldiersbyafter
the May
CHO Han-yoo, communication section chief of Gwangju Post Office located at Chungjang-ro,
recorded
in his
diary
all the brutal
actions
committed
the paratroopers
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he witnessed from his office window. (CHO Han-yoo's May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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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진압봉으로 후려치는 공수부대원
“피를 흘리며 비칠비칠하고 금남로 쪽으로 들어오다가 몇 발짝 움직이다 풀썩 주저앉고 피를 흘리는데, 빨리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군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윤공희 대주교 증언, 『5·18의 기억과 역사 5―천주교 편』, 2013.) (1980. 5. 19. 사진 나경택)

Paratroopers with clubs
"A man stumbled in from Geumnam-ro, shedding blood. He fell after a few steps and kept bleeding. He badly needed first aid. However, soldiers just did nothing
and I couldn't do anything, either." (Archbishop YOON Gonghui's account, Memories and history of the May 18, vol. 5, Catholic Church, 2013)
(May 19, 1980.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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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부대의 과격 진압
Brutal Actions by the Paratroopers
5월 19일~20일

May 19~20: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Mankind,
Records
Records
of the
ofMay
the May
Uprising
Uprising

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피 흘리며 끌려가는 남녀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 계엄사 상황 일지」, 1980.) (사진 나경택)
「계엄사 상황 일지」에 따르면 1980년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금남로에서만 107명의 시민들이 연행되었다. 「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Bleeding man and woman dragged away
the at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ccording to Daily Situation Report of the Martial Law Command, 107 citizens were arrested
Geumnam-ro
between 11:30
am to
1 pm,
May 19,after
1980.the May
(Martial Law Command Daily Situation Report, 1980)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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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공수부대의 진압 모습
연속 촬영 필름에 담긴 1980년 5월 19일 광주 금남로의 상황은 과잉 진압의 실상을 보여준다. (사진 나경택)

Brutalities of the paratroopers
This sequence of photos shows real images of the brutality at Geumnam-ro, May 19, 1980.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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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부대의 과격 진압
Brutal Actions by the Paratroopers
5월 19일~20일

May 19~20: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Mankind,
Records
Records
of the
ofMay
the May
Uprising
Uprising

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바퀴 자국 난 태극기
(기증 정용화)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Korean flag with tire marks
(Donated by JEONG Yonghwa)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초등학생의 눈에 비친 5·18민주화운동
동산초등학교 6학년 김현경이 1980년 5월 18일과 19일에 쓴 일기

An elementary schoolgirl's impression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6th grader KIM Hyeon-gyeong's diary entries on May 18 and 19,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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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the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 the May
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1980년 5월 19일 금남로에서 불붙은 CBS 취재 차량을 공수부대에게 밀어붙이는 시민들 (사진 신복진)

We can't take it anymore!
Citizens pushing a CBS News vehicle that caught fire on Geumnam-ro on May 19, 1980 fighting against the paratroopers (Photo by SHIN Bok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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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부대의 과격 진압
Brutal Actions by the Paratroopers
5월 19일~20일

May 19~20: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인류의
the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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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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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호소문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공수부대의 유혈 진압에 격분한 시민들이 1980년 5월 19일 오후부터 유인물을 만들어 시내 곳곳에 뿌리기 시작했다.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the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 the May
Appeal to the people
Uprising
(four volumes
"Gwangju Incident Verdicts").
Students and citizens, enraged by the paratroopers' brutality, began to print and distribute 18
leaflets
from afternoon
of May 19,of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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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최초 발포
1980년 5월 19일 오후 4시 50분경 계림동 광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공수부대원이 우발적으로 M16을 발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김영찬(조대부고 3학년)이 이 때 최초로 총상을 입었다. (김영찬의 병원 소견서)

First shots fired
Around 4:50 pm, May 19, 1980, a paratrooper on the road in front of Gwangju High School accidentally fired his weapon and hit a high school senior named
KIM Yeongchan, who became the first person to receive gunshot wounds. (Medical Examination Report of KIM Yeong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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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부대의 과격 진압
Brutal Actions by the Paratroopers
5월 19일~20일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Mankind Records of the May Uprising

May 19~20:

생전의 김안부 부부 모습
A photo of KIM Anbu with his wife

광주에서 발생한 두 번째 희생자 김안부
1980년 5월 19일 밤 광주공원에서 희생된 김안부의 시신이 이튿날 새벽 발견됐다. 머리 앞쪽이 찢어진 타박상을 입고 뇌출혈로 사망했다.
「5·18
관련 사망자 검시 내용」광주지방경찰청, 1980.) (사진 (재)5·18기념재단 제공)
(
1980년 5월 20일 오전 금남로에 투입된 11공수여단이 장갑차와 함께 충장로로 향하고 있다. (사진 나경택)

Troopers of the 11th Airborne Brigade, deployed to Geumnam-ro in the morning of May 20, 1980, move to Choongjang-ro alongside an
armored personnel carrier.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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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Anbu, the second fatality in Gwangju
KIM Anbu was killed in the evening of May 19, 1980 and his body was recovered at Gwangju Park early next morning. He had a lacerated wound in the head and
died of cerebral hemorrhage due to the injury.
(Post mortem examination report of the May 18 related deaths, Gwangju Municipal Police Agency, 1980) (Photos by May 18 Memoria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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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부대의 과격 진압
Brutal Actions by the Paratroopers
5월 19일~20일

May 19~20: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Mankind,
Records
Records
of the
ofMay
the May
Uprising
Uprising

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금남로를 뒤덮은 시위 차량들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1980년 5월 20일 오후 5~7시경, 공수부대는 밀물처럼 밀려오는 차량 대열을 향해 최루탄을 자욱하게 쏘아 댔지만 소용없었다.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차량 시위를 분기점으로 이 날 밤부터 광주 시내는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사진 나경택)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금남로 대규모 야간 시위
택시 기사들의 분노에서 시작된 1980년 5월 20일 오후 금남로를 가득 메운 차량 시위. 이를 계기로 이 날 밤 항쟁은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
「동구청
상황 일지」광주시 동구청, 1980.)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Geumnam-ro filled with vehicles in protest
the military
coupofregime’s
martialin law
soldiers
afterthethe
May
Around 5~7 pm, May 20, 1980, paratroopers vainly fired volley after volley of tear gas projectiles
at the torrent
vehicles closing
on them.
This was
turning
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point of the event. From that night, the city of Gwangju burned with passion. (Photo by NA Gyeongtaek)

Massive nighttime rally on Geumnam-ro
The massive rally with vehicles filling Geumnam-ro was started by outraged taxi drivers in the afternoon of May 20, 1980. This was the turning point and the
Uprising reached its climax that night. (Daily Situation Report of the East District Office, Gwangju City,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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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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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부대의 과격 진압
Brutal Actions by the Paratroopers
5월 19일~20일

May 19~20: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Mankind,
Records
Records
of the
ofMay
the May
Uprising
Uprising

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윤상원이 쓴 선언문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관제 언론과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의 선무 방송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인쇄물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당시「전남민주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총무였던 윤상원이 제작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선언문 (1980. 5. 20.)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Declaration written by YOON Sang-won
thepropaganda
military coup
regime’s
lawtroops
soldiers
after the May
On May 20, 1980, citizens printed and circulated their own views in response to the press and
controlled
by the martial
martial law
mobilized
18 Uprising
of "Gwangju
Incident
by the military coup regime. This is a declaration known to be written by YOON Sangwon, general
secretary(four
of thevolumes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cy
and Verdicts").
Unification
Jeonnam Branch'.
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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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불길에 휩싸인 MBC 방송국
불타 버린 MBC 광주방송국 모습 (1980. 5. 21. 사진 신복진)

Burnt-out MBC building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MBC) building was burned (May 21, 1980. Photo by SHIN Bok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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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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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금남로 시위군중과 11공수여단이 불타는 차를 가운데 두고 대치하고 있다. (1980. 5. 19. 사진 나경택)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The protesters on Geumnam-ro and the 11th Airborn Brigade Officers confront each other
with a burning
car in the martial
middle. law soldiers after the May
the military
coup regime’s
(May 19, 1980. Photo by NA Gyeongtaek)
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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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역 충돌의 희생자 ‘허봉’의 검시 기록 「
( 5·18 관련 사망자 검시 내용」광주지방경찰청, 1980.)

Victim of Gwangju station clash HEO Bong's post mortem examination report (Post mortem examination report of the May 18 related deaths, Gwangju Municipal Police Agency,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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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발포, 전남으로 확산
Troops Open Fire, Uprising Spread to Jeonnam Area
5월 21일

May 21: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집단 발포, 전남으로 확산 / Troops Open Fire, Uprising Spread to Jeonnam Area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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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의 만행에 항의하는 시민들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1980년 5월 21일 오전 시민들은 전날 밤 광주역 부근에서 사망한 희생자의 시신을 수레에 싣고 금남로에서 계엄군의 만행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 나경택)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Citizens protesting brutality of the Martial Law troops mobilized by the military coup Records
regime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coupto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actions
the May
In the morning of May 21, 1980, citizens brought bodies of victims killed at Gwangju stationthe
the military
previous night
Geumnam-ro
to protest
against brutal
by
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the Martial Law troops.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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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도지사 및 시장과의 면담 요구
1980년 5월 21일 오전 금남로에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 ‘도지사 및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동구청
(
상황 일지」광주시 동구청, 1980.)

Citizens demanded a meeting with the Provincial Governor and the Mayor
In the morning of May 21, 1980, Geumnam-ro was filled with hundreds of thousands of citizens, demanding a meeting with the Governor and the Mayor.
(Daily Situation Report of the East District Office, Gwangju City,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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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발포, 전남으로 확산
Troops Open Fire, Uprising Spread to Jeonnam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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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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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헬기로 이송되는 연행자들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시위 도중 붙잡힌 시민들을 헬기에 태워 군부대로 이송하는 모습 (1980. 5. 21. 사진
나경택)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Repository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The arrested were transported by helicopters
the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 the May
People arrested on the morning of May 21, 1980 being transported to the military base by helicopters at the Jeonnam Provincial Hall Square
(May 21, 1980.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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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 퇴각’ 요구와 고조되는 긴장
1980년 5월 21일 오전 금남로에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 ‘계엄군 퇴각’을 요구했다. 정오 무렵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일부 시민은 아시아자동차에서 가져온 장갑차를 앞세워 공수부대의 방어선으로 돌진했다. (사진 나경택)

Tensions rising as citizens requesting the 'withdrawal of the Martial Law troops’
Hundreds of thousands of citizens gathered on Geumnam-ro in the morning of May 21, 1980, asking for ‘withdrawal of the Martial Law troops’. Tension reached
its peak at noon, and some citizens charged the Martial Law troops line with an APC taken from Asia Motors factory.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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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발포, 전남으로 확산
Troops Open Fire, Uprising Spread to Jeonnam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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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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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경 전남도청 옥상의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반란군부의 계엄군이
시민을
일제히in사격을
시작했다.
Format
Five향해
volumes
A4 format
김영택 기자는 자신의 취재수첩에 당시에 목격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했다. (김영택의 취재수첩)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Troops open fire in front of the Jeonnam Provincial Hall
theJeonnam
militaryProvincial
coup regime’s
martial
soldiers
after coup
the May
At 1 pm, May 21, 1980, with Korean national anthem playing in loudspeakers on the roof of the
Hall, Martial
Law law
troops
of the military
18 account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regime began to fire at citizens in volleys. Reporter KIM Yeongtaek's notebook carries detailed
of the
situation.
(KIM Yeongtaek's
news notebook)
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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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21일 오전, 금남로에서 차량 지붕까지 가득 채운 시민들과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 나경택)

On May 21, 1980, citizens, even filling onto the roofs of vehicles, are confronting the Martial Law troops mobilized by the military coup regime.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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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발포, 전남으로 확산
Troops Open Fire, Uprising Spread to Jeonnam Area
5월 21일

May 21: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1980. 5. 21. 사진 나경택
(May 21, 1980. Photo by NA Gyeongtaek)

조비오 신부의 헬기 기총 사격 증언
5·18민주화운동 때 수습 위원을 맡았던 조비오 신부는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29차 회의(회의록 1989년 2월 23일, 49쪽)에서 “헬기가 거기 불로교 쯤의
상공에서 아주 지축을 울리는 기관총 소리가 ‘드드드득’ 세 번 울리고 그리고 동시에 불이 픽 나갔었지요.” 라면서 헬기 기총 사격을 공개적으로 증언하였다. 만약 실제로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면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은 허위 주장이 된다.

Rev. CHO Bi-O's account of machine gun fire from helicopter
Rev. CHO Bi-O, who was a member of the Settlement Committee during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testified at the 29th Meeting of the Special
Fact-finding Committee on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vestigation: "I saw a helicopter hovering over the Bulro bridge. Suddenly there were three
bursts of thundering machine gun fire, 'tatatata', with flame coming out of the helicopter." If the firing from helicopter is proved, it further falsifies
the claim of the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troops that 'they opened fire in self defense'.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전일빌딩 헬기 사격 흔적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1980년 5월 21일 오후 금남로에서의 집단 발포 직후 헬기 기총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자들이 여럿이지만 군 당국은 지금까지도 헬기 사격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아래 사진은 전일빌딩 10층 사무실 내부에서 발견된 헬기 총탄 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들 (「전교사 충정작전계획」22쪽, 1980. 5. 25.)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Indications of firing from helicopter
of military
martials
of the fire
citizens
arrested in
by
Even though many witnesses have testified that they had seen "machine gun fire comingRecords
from a helicopter
rightcourt
after the
troops opened
at Geumnam-ro
theholes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after
the
May
the afternoon of May 21, 1980", the military still denies the fact. The above photo shows bullet
presumably
from helicopter
firelaw
in ansoldiers
office at the
10th
floor
of
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Jeon-il building (Page 22, Chungjeong (Loyal Hearts) Operation Directives of Combat Arms Training Command,
May 25,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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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육군 전투병과 교육 사령부가 작성한「광주 소요 사태 분석」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1980년 5월 21일자 항공기 출동 현황 기록

Aircraft deployment record of May 21, 1980 found in "Analysis of Gwangju Riot" 1980 by the Army Combat Arms Training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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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아버지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어린이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당시 희생된 아버지(조사천 34세, 건축업)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어린이 (독일 QUICK지 26호, 1980. 6. 19.)

A child holding his father's portrait
The child is holding the portrait of his father CHO Sacheon (34 years old, construction business), who had been killed by a volley of fire in front of the Jeonnam
Provincial Hall (From the Cover photo of the 26th issue of QUICK, Germany. June 19, 1980)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집단 발포 희생자들 (광주기독병원)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사망한 시민들은 최소 54명 이상이고, 부상자는 수백 명에 이른다. (1980. 5. 21. 사진 Betts Huntley 목사, 김영복)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Victims of shooting (Gwangju Christian Hospital)
coup
regime’s
soldiers
the May
At least 54 civilians were killed and several hundreds were wounded by guns of the Martial the
Law military
troops. (May
21, 1980.
Photos bymartial
Rev. Bettslaw
Huntley
and KIMafter
Yeong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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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오열하는 유가족들
망월동 묘역에서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애통해 하고 있다. (1980. 5. 29. 사진 나경택)

Grief-stricken families
Bereaved families of victims wailing and crying over the dead at the Mangwol-dong cemetery. (May 29, 1980.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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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집단 발포, 전남으로 확산
Troops Open Fire, Uprising Spread to Jeonnam Area
5월 21일

May 21: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Mankind Records of the May Uprising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계엄사 ‘광주 일원 소요’ 첫 공식 발표
계엄사는 1980년 5월 21일 처음으로 ‘광주 소요 사태’를 공식 발표했다. 군경 5명, 민간인 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거짓이다.
5월 20일 밤 광주역에서만 최소 4명이 사망했고 그 이전에 이세종, 김경찰, 김안부 등 3명이 더 사망했었다. (경향신문 제공, 1980. 5. 21. 일자)

First official announcement on ‘Gwangju area riots’ by the Martial Law Command
Martial Law Command made its first official announcement on 'Gwangju riots' on May 21, 1980. The press reported the deaths of five military/police and one civilian.
It was a total lie. At least four civilians were killed in the night of May 20, and three more including LEE Sejong, KIM Gyeongcheol and KIM Anbu had already been
killed in the early days of the Uprising. (Courtesy of The Kyunghyang Shinmun, May 21,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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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도와 큰 차이를 보였던 해외 언론
「한국일보」호외 ‘미국소식’ 1980년 5월 21일자 신문은 “광주 최악의 사태” 라는 제목으로 국내 언론과는 정반대의 시각으로 보도했다. (미주 한국일보 제공, 1980. 5. 21. 일자)

Reports in the overseas media were vastly different from those of domestic press
Headline for the extra edition of The Hankook ilbo American News of May 21, 1980 was "Worst situation in Gwangju". It reported from a totally different perspective.
(Courtesy of The Hankook Ilbo, May 21,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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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광주의 위기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William H. Gleysteen, Jr. 주한 미국 대사는 미 국무성에 “광주 폭동”이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지역 간의 적대감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고했다. 그의 메시지는 사태의 원인이 공수부대의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잔혹한 진압 때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미국「Department of State」, 1980. 5. 21.)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Crisis of Gwangju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Then U.S. Ambassador William H. Gleysteen, Jr. reported to the State Department that Records
the "Gwangju
Riot" was
caused
by “deep-seated
historical,
provincial
couphis
regime’s
soldiers
after
theofMay
antagonisms" and a sense of isolation. He did not mention the brutality of paratroopers,the
and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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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martial
failed to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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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incident. (U.S. Department of State, May 21,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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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희생자들의 유품들
시계, 라이터, 만년필, 단추, 볼펜 등 사망자들의 유품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보존되어 있다. (「국립5·18민주묘지 조성 이장 발굴 유품 」, 1997. 5.)

Belongings of the victims
Belongings of the victims - wristwatches, lighters, fountain pens, buttons etc. - are stored at the May 18 Archives.
(Items exhumed from the original burial site, Ma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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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북평(남창)

시위대의 진출 지역
차량 시위대의 확산 경로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전남 서남부 지역으로 시위 확산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1980년 5월 21일부터 시위대는 나주, 화순 등 전남 서남부 쪽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다. 전남 지역의 시위는
5월Five
23일volumes
대부분 수그러들었는데,
Format
in A4 format 목포에서는 5월 28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
( 죽 음 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풀빛, 1985. 15쪽)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Demonstrations spread to southwestern part of the Jeonnam Province
the military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bythe
From May 21, 1980, demonstrations spread fast to the southwest, including Naju and Hwasun.
Most ofcoup
the Jeonnam
area
demonstrations
dwindled
MayMay
23,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but in Mokpo they continued until the dawn of May 28.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18
of the
Age’ Pulbit
Publishing,
1985. pag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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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광주 소식을 알리자
1980년 5월 21일 오전 아시아자동차 공장(현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과 버스 회사에서 대거 쏟아져 나온 차량을 타고 시위대는 전남 도내 각 시와 군으로 내달았다.
광주의 소식을 주변 지역에 알리고 지원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사진 나경택)

We have to tell what happened in Gwangju
In the morning of May 21, 1980, demonstrators on board vehicles taken from Asia Motors Factory and bus companies rushed to other cities and counties within
Jeonnam Province. Their objective was to spread the news about Gwangju and get support from rural areas.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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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발포, 전남으로 확산
Troops Open Fire, Uprising Spread to Jeonnam Area
5월 21일

May 21: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Records of the May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인류의
인류의
유산,
유산,
오월의
오월의
기록기록
ㅣ Heritage
ㅣ Heritage
of the
of Mankind
the
Mankind,
Mankind,
Records
Records
Records
ofofthe
the
ofMay
the
May
May
Uprising
Uprising
Uprising

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해남에 도착한 광주 시위대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1980년 5월 21일 시위 차량이 해남읍에 도착하여 “광주에 난리가 나 형제들이 죽어간다” 는 소식을 전하자 해남 군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박수를 치면서 격려했다.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청년 일부는 이날 오후 3시 40분경 지서 무기고에서 획득한 칼빈 소총을 들고 시위 대열에 합류했다. (사진 제일사 천임식, 기증 천일준)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Gwangju demonstrators arrive at Haenam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On May 21, 1980, a protest vehicle arrived in downtown Haenam and delivered the news the
that military
“There iscoup
a riot regime’s
in Gwangjumartial
and our law
brothers
are dying,”
soldiers
after Haenam
the May
residents gathered like a cloud and encouraged them with claps. Some young people joined18
the Uprising
protests that
day atvolumes
around 3:40
with Calvin
rifles obtained
from
(four
ofp.m.
"Gwangju
Incident
Verdicts").
a police station armory. (Photos courtesy of CHEON Iljun. Original photos were taken by CHEON Imsik of
Je-il company.)
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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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목포 시민의 결의문
‘목포시 민주화투쟁위원회’와 ‘민주 헌정 수립을 위한 목포시민궐기대회’ 결의문 (1980. 5. 22. 정권모 작성, 강수복 낭독)

Mokpo Citizens' Resolution
The resolution of the Mokpo Democratization Struggle Committee and the resolution of the Mokpo Citizens Rally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Constitution (May 22, 1980. Created by JUNG Kwonmo , Announced by KANG Soo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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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발포, 전남으로 확산
Troops Open Fire, Uprising Spread to Jeonnam Area

May 21:

해방 광주
Liberated Gwangju

5월 22일~26일

5월 21일

May 22~26:

해방 광주 / Liberated Gwangju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Records of the May Uprising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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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봉쇄 작전으로 고립된 도시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이 외곽을 봉쇄하면서 광주는 다른 지역과 철저히 고립됐다. 목포 시민 조한금은
느낀 점을 5월 21일 일기장에 기록했다.
Format당시
Five목포에서
volumes 목격하고
in A4 format
(조한금의 오월 일기)

1980년 5월 22일 광주
William H. Gleysteen, Jr. 주한 미 대사가 워싱턴 국무성에 보낸 5월 22일 상황 보고 전문.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의 광주 시내 철수와 시위대 무장, 20사단의 추가 배치 등에
관한 논평을 싣고 있다. (미국「Department of State」, 1980. 5. 22.)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The blockaded city
the
coup isolated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 the May
As the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troops cordoned off the outskirts of Gwangju, the
citymilitary
became totally
from
other regions.
CHO Han-geum,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a Mokpo citizen, wrote about hereyewitness account and feelings in her May 21 diary entry.18
(CHO
Han-geum's
diary of
Gwangju massa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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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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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ju on May 22, 1980
A situation report telegram from Ambassador William H. Gleysteen, Jr. to the US State Department describes the withdrawal of the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troops, arming of the demonstrators, and the additional deployment of the 20th Corps. (US Department of State, May 22,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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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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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목포 시민 궐기하라!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오후 5시 45분 목포청년회의소에서 <민주시민 대행진>, <목포시민이여 현실을 슬퍼말라>는 프랑카드를 앞세우고 목포역 광장으로 들어왔다.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5월 21일 오후 광주에서 7대의 차량에 나누어 탄 시위대들이 목포에 도착하여 다음날인 5월 22일 목포 시내 상황을 기록한 동아일보 목포 주재 최건 기자 취재수첩)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전남도청 옥상에 조기 게양
1980년 5월 22일 정오 무렵 전남도청 옥상에는 항쟁 과정에서 희생된 시민들을 애도하기 위해 태극기와 검은 색 천으로 만든 조기가 게양됐다. (사진 나경택)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Mokpo Citizens, Rise up!
thethe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Citizens,
the May
Mokpo Youth Chamber at 5:45 pm Demonstrators marched to the Mokpo Station Square with
placards
of “Democratic
Citizens March”
and “Mokpo
18 Uprising
volumes
of "Gwangju
Incident
Don't Be Sad about the Reality”. The demonstration was ignited after the Gwangju demonstrators
arrived in(four
Mokpo
in seven buses
on the afternoon
of 21Verdicts").
May.
(Choi Geon, Dong-A Ilbo Reporter in Mok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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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93

Half-mast flag on the Jeonnam Provincial Hall building
A Korean flag and black mourning flags were displayed on the Jeonnam Provincial Hall building around midday, May 22, 1980, to pay tribute to the fallen citizens
during the uprising.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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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광주
Liberated G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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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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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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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May
the May
Uprising
Uprising

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길거리에서 밥 짓는 여성들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시민들 뿐 아니라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들에게 조차도 자식처럼 생각하여 식사를 제공하였다. 사진은 충장로 옛 무등극장 골목에서 밥 짓는 풍경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1980. 5. 22. 사진 나경택)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대자보에 모이는 시선들
광주는 다른 지역과 단절되고, 신문이나 방송마저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그마한 소식 하나하나에도 시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1980. 5. 23. 사진 나경택)

Women cooking on the street
Records
ofthe
military
court regime’s
martialsmartial
of thelaw
citizens
arrested
During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Gwangju citizens treated not only citizen militia
but also
rebel military
troops as
their ownby
the
military
regime’s
lawChungjang-ro
soldiers after the May
children and also provided them with meals. The photograph is a scene of rice being cooked
in the
alley ofcoup
the old
Mudeungmartial
Theater off

Eyes on wall bulletins
Gwangju was an isolated city. There were no newspapers or broadcasting services. So citizens reacted sensitively to even a tiny bit of information.

(May 22, 1980. Photo by NA Gyeongtaek)

(May 23, 1980.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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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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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Mankind,
Records
Records
of the
ofMay
the May
Uprising
Uprising

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도청으로 운반되는 희생자들의 시신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병원에 안치됐던 사망자들의 시신은 급하게 만든 관에 넣어져 1980년 5월 22일 오후부터 전남도청으로 운반됐다. (1980. 5. 23. 사진 나경택)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Victims' bodies transported to the Jeonnam Provincial Hall
the
military
coup
regime’s
soldiers
Beginning from the afternoon of May 22, 1980, victims' bodies at hospitals were transported
to the
Jeonnam
Provincial
Hallmartial
in hastilylaw
made
coffins. after the May
(May 23, 1980. Photos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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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자발적으로 헌혈한 시민들의 명단
1980년 5월 21일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일시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병원에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가자 시민들은 헌혈하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갔다. 『
( 5·18성명서(1)』(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11.)

List of voluntary blood donors
There was mass casualty after the rebel military regime’s Martial Law troops opened fire on May 21, 1980. The news of a blood shortage spread fast, and people ran
to hospitals to donate blood. ('May 18 declarations (1)', Bereaved Families of the May 18 Victim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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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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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헌혈과 희생
친구와 함께 있는 박금희 열사(오른쪽)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박금희(여. 18세. 고3)는 1980년 5월 21일 오후 광주기독병원에서 헌혈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복부 관통상으로 사망했다.
(「5·18 관련 사망자 검시 내용」광주지방경찰청, 1980.)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Donation of blood, then sacrifice
Martyr PARK Geum-hee (right) with her friend
PARK Geum-hee (female, 18 years old, high school senior) died on the afternoon of May 21, 1980, when a bullet pierced her abdomen as she was on her way home
after donating blood at the Gwangju Christian Hospital. (Post mortem examination report of the May 18 related deaths, Gwangju Municipal Police Agency,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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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헌혈하는 외국인 여성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외국인 여성도 헌혈하겠다고 나섰다. (사진 Betts Huntley 목사,김영복)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the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 the May
A foreigner donating blood
18Yeongbok)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She volunteered to donate blood to help save one more person. (Photo by Rev. Betts Huntle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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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수습대책위원회 구성과 활동
1980년 5월 22일 낮 12시 30분경 신부, 목사, 변호사, 교수, 정치인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5·18수습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오후 9시경에는 10여 명의 대학생들로
「학생수습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김영택의 취재 수첩)

The Settlement Committee
Approximately at 12:30 pm, May 22, 1980, the Settlement Committee was formed with more than 20 priests, pastors, lawyers, professors and politicians participating. Later that night at 9 pm, a ten-member Student's Settlement Committee was formed by university students. (KIM Yeongtaek's news not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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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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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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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시민들이 사용한 어깨띠와 완장들
수습 활동에 나선 시민들은 어깨띠를 만들어 역할을 표시했다. (기증 명노근, 안성례 )
취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만들어 준 ‘보도’ 완장 (기증 곽홍섭)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Arm-bands and ribbon used by citizens
the Seong-rye)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 the May
Citizens on settlement duty used ribbons to indicate their roles. (Donated by MYEONG Nogeun, AHN
18Hongseop)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Press‘ arm-bands were distributed to reporters to guarantee their activities (Donated by G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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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투사 회보 제2호
들불야학 회원들이 광천동에 있는 야학에서 수동식 등사기로 제작하여 배포한 ‘1980년 5월 22일자 투사 회보’

Fighters' Newsletter No.2
'Fighters' Newsletter, May 22, 1980' was printed using manual mimeographs in a small night school at Gwangcheo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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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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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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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여고생의 울분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주소연(광주여고 3학년)의 일기장에는 “(5·18민주화운동은) 광주 전 시민이 참가한 민주 시위였으나 정부는 우리 광주 시민을 폭도, 불순분자들로 몰아 울분하게 만들었다”고 적혀 있다.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High school girl's resentment
the military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 the
JOO Soyeon (Senior, Gwangju Girls' High School) wrote "It was a demonstration for democracy
withcoup
the entire
population
of Gwangju
participating.
ButMay
the
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government branded us as 'rioters, impure elements', which made us a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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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의 발언
1980년 5월 22일 언론 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은 ‘김대중 깡패 조직 4개 파 데모대에 합세하여 활동’, ‘“교도소 폭파시켜라”와 같은 지령이 있다’ 는 등
광주를 마치 ‘폭도가 판 치는 무법천지’인 양 왜곡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
( 5·18성명서(1)』(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11.)

Statements by acting KCIA Director CHUN Doohwan
In a meeting with heads of press on May 22, 1980, acting KCIA Director CHUN Doohwan misrepresented Gwangju, describing it as "a lawless place controlled by
rioters". He unilaterally delivered distorted information such as "KIM Daejung's four gang rings have joined the demonstrators" and "Citizens called for blowing up
the prison". ('May 18 declarations (1)', Bereaved Families of the May 18 Victim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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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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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시민들은 1980년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 를 열었다. (1980. 5. 24. 사진 나경택)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Citizens' Rally to Uphold Democracy
coup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 the May
Citizens held five 'Citizens' Rallies to Uphold Democracy' from May 23 to 26, 1980. (May 24,the
1980.military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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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광주 지도급 인사 계엄사령부 방문
투사 회보 제5호(1980. 5. 23. 일자)는 ‘우리의 구호’ 에서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분명히 했다.

Leading citizens of Gwangju visiting the Martial Law Command
Fighters' Newsletter No.5 (May 23, 1980) shows clear demands of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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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광주
Liberated Gwangju

5월 22일~26일
May 22~26: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Mankind,
Records
Records
of the
ofMay
the May
Uprising
Uprising

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재야 수습대책위원회의 태동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1980년 5월 23일 남동성당에서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변호사, 신부, 목사, 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재야인사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수습 방안을 제시했다.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남동성당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 『
( 5·18성명서(2)』(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11.)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Birth of the Settlement Committee
Records
of military
martials
of theChurch
citizens
arrested
by
On May 23, 1980, lawyers, priests, pastors, and teachers who took part in the Democratic
Uprising
gatheredcourt
at Namdong
Catholic
to discuss
and
the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
the
May
present various settlement measures such as the formation of the Settlement Committee (Document summarizing the meeting. 'May 18 declarations (2)', Bereaved
Families of the May 18 Victim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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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재경호남동우회의 광주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계엄 당국은 서울에 살고 있는 전직 장관, 군 장성 출신의 호남인들을 동원하여 선무 활동을 벌였다. 1980년 5월 23일 ‘재경호남동우회’ 명의로 광주 시내에 뿌려진 호소문
(5·18성명서(2)』(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11.)

Appeal from the Honam Citizens Association of Seoul to Gwangu citizens
Martial Law authorities mobilized former government ministers and generals from Jeolla Province living in Seoul for psychological operations. On May 23, 1980,
these Appeal to the citizens of Gwangju leaflets were scattered in the city printed under the name of "Honam Friends in Seoul Association" ('May 18 declarations (2)',
Bereaved Families of the May 18 Victim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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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광주
Liberated Gwangju

5월 22일~26일
May 22~26: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Mankind,
Records
Records
of the
ofMay
the May
Uprising
Uprising

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주남마을 민간인학살 목격자 증언
1980년 5월 23일 주남마을 앞에서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의 총격으로 18명이 탑승한 승합차가 피격당하여 대부분 사망했다 .
Most 증언하고
of the central
and
local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KBS
방송 government
화면)
유일한 생존자인 홍금숙 씨가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에서 당시 상황을
있다. (사진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Witness account of the massacre at Junam village
On May 23, 1980, the Martial Law troops of the rebel military regime opened fire at a minibus with 18 people on board, killing almost everyone. The only survivor
HONG Geumsuk testifies at 1988Gwangju Hearings by the National Assembly. (Photo by KBS broadcast screen)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국회 광주 청문회에서 주남마을 민간인학살 사건을 추궁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1988년 국회 청문회에서 김영진 국회의원이 주남마을 부근 학살 현장 지도를 보여주면서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진압군 관계자들을 추궁하고 있다. (사진 광주일보 자료실 제공 )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Pressing hard for an answer
the military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
the May
Assemblyman KIM Yeongjin, holding a map, makes an inquiry to then-Martial Law troop officers
about thecoup
massacre
at Junam
village
during
Gwangju
Hearings
by
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the National Assembly, 1988. (Photo courtesy of the Gwangju Ilbo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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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피해 상황 보고와 구호
궐기대회 사회를 본 극회「광대」단원 김태종이 작성한 1980년 5월 23일까지의 피해 상황 보고와 구호 『
( 5·18성명서(2)』(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11.)

Casualty report and slogans
Casualty report and slogans written by KIM Taejong on May 23, 1980. Kim, a member of the Clown Drama Group, was an MC for the Citizens' Rally to Uphold
Democracy (May 18 declarations (2), Bereaved Families of the May 18 Victim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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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26일
5월 22일~26일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Mankind,
Records
Records
of the
ofMay
the May
Uprising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5·18수습대책위원회’ 회의
도청 본관 부지사실에서 ‘5·18수습대책위원회’회의 모습으로 시계방향으로 정규완(북동성당 신부), 윤길전(전남매일 사진부장), 장세균(목사), 한완석(목사), 김성용(신부),
이영생(YMCA 총무), 조아라(YMCA 회장), 방철호(목사), 홍남순(변호사), 노희관(교수), 윤영규(교사), 장지권(신부), 김신근(목사), 장재열(중앙일보 기자)가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1980. 5. 23. 사진 신복진)

Meeting of 'the May 18 Settlement Committee'
The May 18 Settlement Committee is having a meeting at the a vice-governor’s office in the main building of the Provincial Office. In attendance are (clockwise)
JEONG Gyu-wan (Buk-dong Cathedral), YOON Giljeon (director of photography at the Jeonnam Maeil Newspaper), JANG Segyun (pastor), HAN Wanseok (pastor),
KIM Seongyong (priest), LEE Yeongsaeng (general secretary of the YMCA), JO Ara (chair of the Committee), BANG Cheolho (pastor), HONG Namsun (lawyer),
NO Heekwan (professor), YUN Yeonggyu (teacher), JANG Ji-kwon (priest), Kim Shingeun (pastor), and JANG Jae-yeol (Jungang Ilbo reporter).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May 23, 1980. Photo by SHIN Bokjin)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총기 회수에 대한 압박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당시 고등학생이였던 주소연의 일기(왼쪽), 계엄 당국이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강력하게 총기 회수를 압박했던 경고문(오른쪽)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the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 the May
Pressure on recovering weapons
18hand
Uprising
(four volumes
of ite
"Gwangju
Incident
A high school student JOO Soyeon's diary (left), The Martial Law authorities urged strongly to
over weapons
as a prerequis
for negotiations
(right)Verd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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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피해 상황 보고와
구호
‘기동타격대’
방석모
궐기대회앞
사회를
극회「광대」단원
김태종이전투경찰
작성한 방석모.
1980년무기를
5월 23일까지의
피해 상황 보고와쓴구호
『
( 5·18성명서(2)』(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전남일보
도로에본정차해
있던 트럭에 얹혀있는
든 시민들은 ‘기동타격대’라고
종이를
방석모에 붙여 쓰고 다녔다. (사진 김탁돈) 2011.)

Casualty
report
and"Mobile
slogans
Riot Hel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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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IM
Taejong
23, 1980.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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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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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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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bat police's riot helmet wri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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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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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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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해방 광주
Liberated Gwangju

5월 22일~26일
May 22~26:

해방 광주
Liberated Gwangju

5월 22일~26일
May 22~26: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Records of the May Uprising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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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철조망 바리케이드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반란군부의 계엄군은 광주시 외곽의 주요 도로마다 마치 삼팔선처럼 철조망을 설치하여 광주를 외부 세계와 갈라놓았다. 5월 23일 광주와 송정리 간 도로의 화정동 국군광주통합병원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드 모습 (사진 황종건,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자료 인용)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Barbed wire barricade
Records
of wire
military
courton
martials
of the
arrested
by
The Martial Law troops of the rebel military regime isolated Gwangju from the outer world using
barbed
barricades
every major
roadcitizens
leading out
of the city.
thealong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after the May
It was like the DMZ. A barricade is being set up in front of the Armed Forces Gwangju Hospital
the Gwangju-Songjeong-ri
road,law
Maysoldiers
23
(Photo by HWANG Jonggeon, quoted from the materials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Defense)(four
18 Upr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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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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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요원의 의료 활동과 취재에 나선 외신 기자들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적십자사는 맨 먼저 광주에 의사와 의약품을 보냈고, 보건사회부도 정부 차원에서 의료진을 파견했다(위).
피해 상황
보고와
구호
장성과
광주
경계 지점에서
반란군부의 계엄군을 만난 Jürgen Hinzpeter, 독일 NDR 기자(아래) 『
( 5·18, 그 위대한 연대』5·18기념재단, 2016.)
궐기대회 사회를 본 극회「광대」단원 김태종이 작성한 1980년 5월 23일까지의 피해 상황 보고와 구호 『
( 5·18성명서(2)』(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11.)

The Red Cross and foreign press activities
Casualty
slogans Uprising, the Red Cross was first to send doctors and medical supplies to Gwangju.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also
During thereport
May 18and
Democratic
Casualty
report
and
slogans
written
by KIM Taejong
on May
1980.
Kim,Law
a member
ofthe
therebel
Clownmilitary
Dramaregime
Group,at
was
MC for the
Citizens'
Rally to
Uphold
sent medical
staff
(above).
Jürgen
Hinzpeter
of German
NDR23,
with
Martial
troops of
thean
boundary
between
Gwangju
and
Democracy
(May 18 declarations
Bereaved
Families
May 18 Victims
2011)2016)
Jangseong (below).
('May 18, the(2),
Grand
Solidarity'.
Mayof18the
Memoria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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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광주
Liberated Gwangju

5월 22일~26일
May 22~26:

해방 광주
Liberated Gwangju

5월 22일~26일
May 22~26: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광주시내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진월동
전재수(10세, 사망)
효덕국교

금당산

계엄군 매복지점

원제 저수지

송암동

권근립(25세, 사망)
김승후(19세, 사망)
임병철(24세, 사망)

주남마을

방광범(13세, 사망)

6대
럭5
트
군용

이동

김문수(11세, 부상)
박연옥(여, 50세, 사망)

남선연탄

계엄군 매복지점
효천역
나주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Records of the May Uprising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Mankind
the Mankind,
Records
Records
of the
ofMay
the May
Uprising
Uprising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11공수여단 이동 경로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보병학교 교도대와
11공수여단 오인사격 지점

광주개방대학
(현 광주대학교)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불안한 목포 시민들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조한금의 1980년 5월 24일자 일기장에는 정부의 강경 진압 방침에 불안해 하는 목포 시민의 심정이 담겨 있다. (조한금의 오월 일기)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피해 상황 보고와 구호
송암동
민간인학살
궐기대회
사회를 본상황
극회「광대」단원 김태종이 작성한 1980년 5월 23일까지의 피해 상황 보고와 구호 『
( 5·18성명서(2)』(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11.)
1980년 5월 24일 오후 11공수여단 이동중 무차별총격으로 민간인을 학살했던 상황을 지도로 표현 『
(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2017, 331쪽)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Uneasy citizens of Mokpo
the military
martial
law soldiers
after the May
The May 24, 1980 entry of CHO Han-geum's diary records the uneasiness of the Mokpo citizens
caused coup
by theregime’s
government
announcing
stringent measures.
(CHO Han-geum's May diary of Gwangju massa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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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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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ualty report and slogans
Casualty
and slogans
written in
by Songam-dong
KIM Taejong on May 23, 1980. Kim, a member of the Clown Drama Group, was an MC for the Citizens' Rally to Uphold
Scene of report
the massacre
of civilians
Democracy
A map depicting
thedeclarations
massacre(2),
ofBereaved
civilians Families
by indiscriminate
shooting
during maneuvers of the 11th Airborne Brigade on the afternoon of May 24, 1980.
(May 18
of the May 18
Victims 2011)
(“Kwangju Diary: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Changbi, 2017, p.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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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1번 국도

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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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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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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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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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미성년자도 사살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1980년 5월 24일 오후 1시경 저수지에서 목욕하며 놀던 방광범(중학교 1년) 등 어린 소년들이 공수대가 무차별 난사한 총에 맞아 사망했다.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국회 광주 청문회「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 조사 특위 제28차 회의록」, 1988.)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전두환 화형식
1980년 5월 24일 오후 제2차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에서 광주 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된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허수아비가 불태워지고 있다. (사진 나경택)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Even minors were killed
the
military
martial
law soldiers after the May
Young children, including BAHNG Gwangbeom who was bathing and playing in a reservoir,
were
shot tocoup
death regime’s
by the Airborne
troops.
18 Uprising
(fourbyvolumes
"Gwangju
(Minutes of the 28th Session, The Special Fact-finding Committee on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vestigation,
Gwangju Hearings
the Nationalof
Assembly,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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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dent Verdicts").
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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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k burning of CHUN Doohwan
On the afternoon of May 24, 1980, an image of Chun Doohwan, who was the security commander identified as the principle offender in the Gwangju massacre,
is being burned at the 2nd Citizens Rally for the Protection of Democracy.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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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대한민국 모든 지성에게 고함
1980년 5월 24일, 전남대학교 교수 일동 명의로 제작되어 배포된 인쇄물로 “계엄 정부가 양심에 따라 행동한 학생, 교수, 시민을 폭도로 몰아 제2의 희생을 감행하려 한다” 면서
지성인의
행동을 촉구했다. (『5·18성명서』(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11.)
피해 상황 관심과
보고와 구호
궐기대회 사회를 본 극회「광대」단원 김태종이 작성한 1980년 5월 23일까지의 피해 상황 보고와 구호 『
( 5·18성명서(2)』(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11.)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계엄 당국과 협의 결과 보고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1980년 5월 24일 오후 시민 수습대책위원들이 계엄 분소를 방문하여 협의한 8개 항을 발표했지만 시민들은 협상 결과에 크게 실망했다.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Report of negotiation with Martial Law authorities
the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eight
law items
soldiers
the May
Members of the Citizens’ Settlement Committee visited local Martial Law Office in the afternoon
of May 24,
1980.
They announced
thatafter
they discussed
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with the authorities but citizens were greatly disappointed with th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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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121

To all intellectuals of Korea
This leaflet
was printed
and distributed by professors of the Jeonnam National University on May 24, 1980. They requested attention and actions from the
Casualty
report
and slogans
intellectuals
by stating
that "Doo-hwan
and his on
Martial
Law1980.
authorities
going of
to the
force
us into
yet another
by branding
students,
professors
and
Casualty
report
and slogans
written by Chun
KIM Taejong
May 23,
Kim, aare
member
Clown
Drama
Group,sacrifice
was an MC
for the Citizens'
Rally
to Uphold
citizens who(May
acted
conscience
'rioters'.
Democracy
18 2011)
declarations', Bereaved Families of the May 18 Victims, 2011)
18 according
declarationsto
(2),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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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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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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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Mankind,
Records
Records
of the
ofMay
the May
Uprising
Uprising

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국민에게 드리는 글(일부)
제2차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에서 낭독된 성명서 일부 (1980. 5. 24. 정유아, 김태종 작성, 최인선 낭독)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the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 the May
The letter to the nation (partial copy)
18 Created
Uprising
(fourYuah
volumes
of "Gwangju
Verdicts").
A part of the statement announced at the 2nd Citizens' Rally to Uphold Democracy (May 24, 1980.
by JEONG
and KIM Taejong,
AnnouncedIncident
by CHOI Inseon)
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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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독침 사건’ (일부)
1980년 5월 25일 아침 전남도청에서 발생한 ‘독침 사건’ 은 장계범이 일으킨 자작극으로 판명됐다.
시민수습대책위는 보안사가 도청을 지키는 시민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
( 장계범 공소장」군 검찰, 1980.)

Fabricated 'poison needle' case (partial copy)
So-called 'poison needle' case at the Jeonnam Provincial Hall in the morning of May 25, 1980 was later confirmed as a self-fabricated one by JANG Gyebeom himself.
The Citizens' Settlement Committee criticized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for fabricating the case to disrupt the Citizen.
(Indictment of JANG Gyebeom Military Attorney,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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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광주
Liberated Gwangju

5월 22일~26일
May 22~26: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Mankind Records of the May Uprising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전차 1개 대대 동원 지시’ 거부 문건 (일부)
1980년 5월 21일 오후 4시경 강경 진압을 주도하였던 황영시 육군 참모차장은 광주 전교사 내에 있던 기갑학교의 이구호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탱크를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
하라고 지시했으나 기갑학교장은 이를 거부했다. (「황영시 피의자 신문조서」서울지방검찰청, 1996.)

Refusing the order 'deploy one armored battalion' (partial copy)
Around 4 pm, May 21, 1980, Army Deputy Chief of Staff HWANG Yeongsi, who was a leading figure in taking harsh measures, called Principal LEE Guho of the Army
Armor School within the Combat Arms Training Command and ordered him to deploy tanks to suppress the demonstrations. However, Lee refused to follow the
order. (Suspect's Interrogation Report of HWANG Yeongsi, Seoul District Attorney's Office, 1996)

사망자 확인하려는 가족들
1980년 5월 25일 오전 11시경, 전남 화순 쪽에서 싣고 왔다는 사망자들의 시체를 트럭에서 내리는 시민들(왼쪽)
시내 각 병원에서 도청으로 옮겨진 사망자들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모여든 가족들(오른쪽) (사진 나경택)

People line up to identify the victims
Citizens members unloading coffins from a truck which came from the direction of Hwasun (left)
People lining up to identify the victims transported to the Jeonnam Provincial Hall from various hospitals in Gwangju. May 25, Jeonnam Provincial Hall (right)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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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광주
Liberated Gwangju

5월 22일~26일
May 22~26: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Mankind,
Records
Records
of the
ofMay
the May
Uprising
Uprising

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제3차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에서 무기를 든 시민이 낭독한 성명서 (1980. 5. 25. 김태종 작성, 이관택 낭독)

희생자 가족에 드리는 글(일부)
제3차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에서 낭독된 성명서 일부 (1980. 5. 25. 정해직 작성, 연설자 미상)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the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 the May
Why did we have to hold guns in our hands?
18 Uprising
volumes
of "Gwangju
Verdicts").
Text of the statement announced at 3pm, May 25, 1980, during the 3rd Citizens' Rally to Uphold
Democracy(four
(Created
by KIM Taejong
, AnnouncedIncident
by LEE Gwan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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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A letter to families of the victims (partial copy)
A part of the statement announced at the 3rd Citizens' Rally to Uphold Democracy (May 25, 1980. Created by JEONG Haejik, Announced by 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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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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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26일
May 22~26: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Mankind,
Records
Records
of the
ofMay
the May
Uprising
Uprising

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전국 민주 학생에게 보내는 글 (일부)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제3차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에서 광주의 참상을 알리면서 타 지역 학생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성명서 (1980. 5. 25.)

광주 민주시민 여러분께
제3차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에서 낭독된 성명서 (1980. 5. 25.)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the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 the May
A letter to all democratic student across the nation (partial copy)
18Gwangju
Uprising
volumes
of "Gwangju
Incident
This letter was announced at the 3rd Citizens' Rally on May 25, 1980, to spread the tragedy of
and (four
to call for
the students
of other regions
to joinVerd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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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Dear democratic citizens of Gwangju
This was announced at the 3rd Citizens' Rally to Uphold Democracy, May 25,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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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광주
Liberated Gwangju

5월 22일~26일
May 22~26: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Mankind,
Records
Records
of the
ofMay
the May
Uprising
Uprising

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전국 종교인들에게 보내는 글 (일부)
제3차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에서 낭독된 성명서 (1980. 5. 25. 윤기현 작성, 연설자 미상)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the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 the May
A letter to all religious people in the country (partial copy)
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Announced at the 3rd Citizens' Rally to Uphold Democracy (May 25, 1980. Created by YOON Gihyeon,
Announced
by 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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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차량운행증, 식량출고증 등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습대책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차량통행증’, ‘식량출고증’ 등 각종 임무가 적힌 증명서들을 발급하였다. (위의 사진 4장)
아래의 두 사진은 전남북계엄분소장이 발급하였다.

Vehicle permits, food issue cards, etc.
The Settlement Committee issued vehicle permits, food issue cards, etc. during the Uprising period to maintain security and order. (4 Photos above)
The two documents at the bottom are issued by the Martial Law Forces Joennam and Jeonbuk branch comm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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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26일
May 22~26: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Mankind,
Records
Records
of the
ofMay
the May
Uprising
Uprising

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육군본부 작전 지침 (일부)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1980년 5월 25일 육군본부는 2군사령관을 경유하여 전교사령관에게 광주 재진압 작전을 위한 작전 지침을 내려보냈다.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시민 대변인 윤상원의 외신 기자 회견
1980년 5월 26일 오후 5시경,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의 진압 작전을 앞두고 시민 대변인 윤상원은 도청에서 외신 기자 회견을 열었다.
Bradley Martin 기자가 미국「볼티모어 선」지에 기고한 윤상원의 ‘외신 기자 회견’ 관련 기사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Operational Directives from the Army Headquarters (partial copy)
thebymilitary
coup
regime’sofmartial
law Arms
soldiers
afterCenter
the May
On May 25, 1980, the Army Headquarters transmitted detailed directives for taking Gwangju
force to the
Commander
the Combat
Training
via
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the 2nd Republic of Korea Army. Above is a partial copy of the directives.

Citizen's spokesman YOON Sang-won's interview with the foreign press
As the operation by the Martial Law forces of the rebel military regime to retake Gwangju was imminent, Citizen spokesman YOON Sang-won held a press meeting
with the foreign press at the Jeonnam Provincial Hall at 5 pm, May 26, 1980. Above is an interview of Yoon by Bradley Martin of The Baltimore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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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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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광주
Liberated Gwangju

5월 22일~26일
May 22~26: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Mankind,
Records
Records
of the
ofMay
the May
Uprising
Uprising

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광주 시민은 통곡하고있다(일부)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5월 18일부터 21일까지의 상황을 일지 형식으로 기록한 성명서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라는 임무를 주어 우리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무장해 놓은 국군이 싸우라는 공산군은 놔두고 주인을 향해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라고 적혀 있다.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Gwangju citizens are lamenting (partial copy)
Records
court
martials
citizens
Above is a partial copy of the statement recording the situation from May 18 to 21. It says,
"How of
canmilitary
the Army,
whose
missionofis the
to protect
ourarrested
life and by
militarytheir
coupprimary
regime’s
after the May
property, whose armament is from our blood and sweat-soaked tax money, do this to usthe
abandoning
duty martial
of fightinglaw
thesoldiers
Commu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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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민주화 투쟁 대학생 대책본부의 가두방송 홍보문
“식량과 연탄이 떨어진 이웃은 가까운 이웃끼리 나누어 쓰는 게 민주 시민의 도리입니다. 서로 절약하고 서로 도웁시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Text of a street broadcast by the University Students Democratization Struggle Council
It says, "It is a duty of a democratic citizen to share his/her food and briquettes with people in need. Let's save and help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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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5월산
27일
자여
항쟁
따르라!
이후
May
May27:
27: Those
Following
Whothe
Live,
Uprising
Follow

항쟁 이후 / Following the Uprising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ㅣ Heritage of Mankind Records of the May Uprising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광주 시내에 배치된 탱크들
반란군부의 계엄군은 시민들이 최후까지 저항하던 전남도청과 YWCA를 기습 공격한 후 광주 시내에 계엄군 탱크들을 배치했다. (1980. 5. 27. 사진 나경택)

Tanks deployed in downtown Gwangju
The rebel military regime’s martial law forces deployed tanks in downtown Gwangju after a surprise attack on the Jeonnam Provincial Office and the YWCA, where
the citizen militia had resisted to the end. (May 27, 1980.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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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작전
계엄 당국은 공수 특공대와 보병 20사단, 31사단 등 정규군을 앞세워 광주 진압 작전을 전개하였다. 충정작전은 광주 시민을 ‘적’ 으로 규정했다.
(육군 본부 작전 참모부가 작성한「충정작전」지침)

Operation "Chungjeong (Loyal Hearts)"
The Martial Law forces deployed regular elements of the Airborne task force and 20th, 31st Infantry Divisions to retake Gwangju. Gwangju citizens were designated
as the "enemy" according to the above document. (Operational directives of the Operation "Chungjeong" by G-3,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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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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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Mankind,
Records
Records
of the
ofMay
the Uprising
May
Uprising
Uprising

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1980년 5월 27일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의 ‘폭도 소탕 작전’ 지도
3공수여단 특공대는 27일 새벽 4시경 시민들의 본부였던 도청을 기습했고, 11공수여단 특공대는 전일빌딩과 YWCA, 7공수여단
특공대는 광주공원을 표적으로 삼아 약 1시간 30분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만에 모두 제압하였다. 미국 정부의 승인 아래 반란군부의 계엄군은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워 ‘유혈 진압’ 을 강행하였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12·12 5·18 실록』편찬위원회, 1997. 665쪽)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Map of the 'sweeping operation' by the Martial Law forces mobilized by the rebel military
regime
on May
1980
Repository
Republic
of 27,
Korea
Army Headquarters

At 4 am May 27, 1980, a special raiding party of the 3rd Airborne Brigade assaulted Citizen's Army HQ in the Jeonnam Provincial Hall complex. Elements of the 11th
of military
court was
martials
arrested by
Airborne Brigade targeted Jeon-il Building and YWCA while 7th Airborne Brigade attackedRecords
Gwangju Park.
The operation
over inof
onethe
andcitizens
a half hours.
theused
military
coup regime’s
law Gwangju
soldiersinafter
thefight.
May
With the green light from the U.S. Government, the rebel military regime’s Martial Law forces
overwhelming
firepowermartial
to take back
a bloody

(‘12．12 and 5．18 Chronicles’ Publication Committee, Korea Veterans Association, 1997, page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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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전일빌딩 3층 옛 전남일보 편집국 유리창에 난 총탄 구멍들
1980년 5월 27일 오전,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의 기습 진압 당시 유리창에 생긴 총탄 흔적들이다. (촬영자 미상)

Bullet holes in the windows of Jeonnam Ilbo’s editorial department at Jeon-il Building
Bullet holes in windows made during the surprise assault by the rebel military regime’s martial law forces on the morning of May 27, 1980. (Photographer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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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Mankind,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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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ofMay
the May
Uprising
Uprising

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붙잡혀 가는 시민들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1980년 5월 27일 새벽, 시민 생존자는 ‘극렬 가담자’나 ‘특수 폭도’ 등으로 분류되어 군부대로 끌려갔다. (사진 나경택(위), c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발굴영상(아래))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그날이 오면
1987년 5월 광주가톨릭센터에서 공개적으로 처음 열린 5·18 사진전 ‘그날이 오면’ 현장에서 발견된 사진이다. 누군가 몰래 사진과 필름을 노란 봉투 속에다 넣어 두었다.
5월 27일 새벽, 기자들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시각 전남도청 안 장면 (사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제공)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Arrested Citizens members
theas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the
May
In the morning of May 27, 1980, survivors of the Citizen's Army were put into categories such
'radical participant'
or 'special
rioter'
and
taken toafter
military
bases.

When the day comes
This photo was found at Gwangju Catholic Center on May 1987 during the first public photo exhibition of the May 18 Uprising. Someone had secretly put an undeveloped
roll of film in a yellow envelope. It was taken in the early hours of May 27, before reporters were allowed access to the Jeonnam Provincial Hall compound

(Photo by NA Gyeongtaek(Above), c May 18 Archives Excavation Video(Below))

(Photo by Catholic Justice & Peace Commission of Gwangju Archdioc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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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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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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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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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2
1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3

진압 작전 직후의 심정을 기록한 일기들
1. 주소연의 오월 일기 2. 조한금의 오월 일기 3. 주이택의 오월 일기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the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 the May
Diaries that recorded feelings after the military takeover
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1. JOO Soyeon 's May diary 2. CHO Han-geum's diary of Gwangju Massacre 3. JOO Itaek's
May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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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불심 검문
1980년 5월 27일 진압 이후 광주 외곽을 봉쇄하고 그물망처럼 포위망을 좁혀 가며 검문 검색을 강화했다. 사진은 백운동 부근 (사진 나경택)

Checkpoints
After retaking Gwangju on May 27, 1980, sealed off the city and set up numerous checkpoints. Above photos show a checkpoint at
Baeg-un-dong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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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Mankind,
Records
Records
of the
ofMay
the May
Uprising
Uprising

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망월동 묘역에 집단 매장된 사망자들
1980년 5월 29일, 희생자 129구의 시신이 청소차에 실려 망월동 제3묘역에 안장되었다. (사진 나경택)

Mass burial at Mangwol-dong cemetery
Bodies of 129 victims were buried in No.3 burial ground of the Mangwol-dong cemetery on May 29, 1980. They were transported by garbage trucks.
(Photo by NA Gyeongtaek)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정부의 선무 홍보 전단지
1980년 5월 27일 진압 작전 직후 광주 시내에 뿌려진 문화관광부 공보국이 만든 홍보 전단지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Government propaganda leaflet
the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Bureau
soldiersofafter
the May
This leaflet was scattered over Gwangju on May 27, 1980, immediately after military takeover.
It was published
by the Public
Affairs
the Ministry
of
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Culture and Public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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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광주 사태 피해 복구 추진 상황 보고
1980년 6월 3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피해 상황이다. 사망자 168명(군경 포함), 행방불명 206명, 부상자 847명이고, 재산 피해는 149억 6천 7백만원이다.

Gwangju Incident Damage Recovery Process Report
Damages reported to the President on June 3, 1980. There were 168 killed (including military and police personnel), 206 missing and 847 wounded. Property
damage was 14,967,000,0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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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1980년 5월, 기록으로 본 10일간의 항쟁 ㅣ Chapter2 May 1980: Records of the 10-day Upr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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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망월동 묘역의 매장 풍경
울부짖는 가족과 함께 영문도 모른 채 슬퍼하는 아이들의 표정 (1980. 5. 29. 사진 나경택)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여고생의 분노
주소연의 오월 일기에 적혀 있는 글.

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the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 the May
Burial at the Mangwol-dong cemetery
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Wailing families and children saddened without knowing what had happened (May 29, 1980.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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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High school girl's resentment
JOO Soyeon's May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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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Mankind Records of the May Uprising

제3부

진실의 기록
5·18민주화운동 진압 직후 군사 법정의 재판 기록이나 김대중내란음모사건관련 자료는
불법적인 국가 폭력의 합법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군사 반란 세력은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조작했고,
이 사건을 광주와 연결시켜 5·18민주화운동을 ‘내란’ 으로 규정했다.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 기록은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 진압 작전의 무자비한 실상을 드러낸다.

Chapter 3

Records of the Truth
The court martial records of both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KIM Daejung 's insurrection
conspiracy case clearly show how the state violence was justified.
Mutinying military factions fabricated the KIM Daejung case and connected it
with Gwangju to label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s an "insurrection."
Victims' hospital records are testimony to the brutality of Martial Law forces moblized
by the rebel military regime.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5·18민주화운동
이후 2002년, 피해자들은 국가 유공자가 됐으며 5ㆍ18민주화운동 사망자들이 묻혀 있는 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
사진은 희생자들이 처음 매장되었던 5ㆍ18 구 묘역(위)과 1997년 조성한 국립5ㆍ18민주묘지(아래) (사진 국립5·18민주묘지 제공)

In 1997,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Memorial Day
In 2002, victims were designated as Meritorious Citizens of Korea and the status of the burial site for the victims was elevated to the level of National Cemetery.
The first burial site for the victims (above] and May 18th National Cemetery established in 1997 (below] (Photo by May 18th National Ceme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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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자료 형태 A4 용지 25권
생산 일자 1980. 5. ~ 1980. 7.
생산 주체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내용
Title

5·18민주화운동 기간과 그 이후의 상황을 기록한 중앙 정부 및 지방 기관의 기록물로 주로 피해 상황 보고 자료와 수습,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이다. 경찰은 시민과 학생들 수백 명을
포고령 위반죄로 구속하여 기소한 1980년 포고령 위반 처리 지침 및 지시, 포고령 위반 무혐의 처리 수사 기록, 포고령 위반 사범 접수 및 조사 현황 등을 생산하였다.

Gwangju Incident Deaths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Uprising. Police created
documents such as The 1980 Directives and Orders for Handling Martial Law Decree Violators, Investigation Reports of the Persons Cleared of Suspicion of Violating
the Martial Law Decree, Acceptance and Investigation Report of the Decree Violators, etc. Hundreds of citizens and students were arrested and tried according to
The 1980 Directives and Orders for Handling Martial Law Decree Violators.

광주 사태 사망자

광주 사태 피해
Gwangju Incident Damages
광주 사태 복구 상황
Gwangju Incident Recovery Process
5·18(이웃돕기 성품)
List of May 18 Help Your Neighbor Campaign Donations
5·18 장의비 관계
On Funeral Expenses regarding the May 18
광주 사태 종합 보고
Comprehensive Report of the May 18 Incident

생산년도
Year Created

생산 주체
Created by

내용
Title

1980

광주시
Gwangju City
Government

광주 사태

1980

1980

광주시
Gwangju City
Government
광주시
Gwangju City
Government

The Gwangju Incident
광주 사태 수습
Settlement of the Gwangju Incident
광주 사태(성금 모금)
The Gwangju Incident (Donations)

1980

광주시
Gwangju City
Government

1980

광주시
Gwangju City
Government

The May 18 Incident

전라남도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포고령 위반자 관계 기록철

1980

생산 주체
Created by

내용
Title

5·18 사태

Martial Law Decree Violator Files

생산년도
Year Created
1980

1980

1980

1980

1980

생산 주체
Created by
국정홍보처
Government
Information Agency
광주시
Gwangju City
Government
광주시
Gwangju City
Government
광주시
Gwangju City
Government
광주경찰서
Gwangju Police
Station

중앙 정부에서 생산한 기록물
내용
Title

생산년도
Year Created

광주 사태 부상자 치료에 따른 문제점 및 조치 사항 보고 1980. 6. 11. 대통령 비서실
Report of the Issues and Measures Regarding Treatment of the
The Blue House
June 11, 1980
Gwangju Incident Wounded
Secretariat
광주 사태 수습 상황 보고
Gwangju Incident Settlement Report

1980. 7. 19. 대통령 비서실
The Blue House
July 19, 1980 Secretariat

광주 사태 피해 복구 기준 시달
1980. 6. 9.
Notification of the Standards for the Gwangju Incident Damage
June 9, 1980
Recovery Operation
광주 사태 부상자 치료에 따른 문제점 및 조치 계획
Issues and Planned Measures Regarding Treatment of the
Gwangju Incident Wounded

1980. 6.10. 보건사회부
Ministry of Health and
June 10, 1980
Social Affairs

광주 사태 대책 실무 위원회(3차) 회의 결과
3rd Gwangju Incident Response Working Group Committee
Meeting Report

1980. 5. 27. 내무부
May 27, 1980 Ministry of Interior

광주 사태 피해 복구 특별 지원 기준(안)
Proposed Standards for the Gwangju Incident Damage
Recovery Operation

1980. 5. 31. 건설부
Ministry of
May 31, 1980
Construction
경제기획원
The Economic
Planning Board

생산 주체
Created by

경제기획원
1980. 6. 16.
The Economic
June 16, 1980
Planning Board

경제기획원
1980. 6. 16.
The Economic
June
16,
1980
Gwangju Incident Working Group Committee Agenda
Planning Board
광주 사태 대책 실무 위원회 안건

광주 사태 피해 복구 추진 상황 보고
Gwangju Incident Damage Recovery Report

대통령 비서실
1980. 6. 4.
The Blue House
June 4, 1980
Secretariat

Gwangju Incident Relief Fund Distribution List

보건사회부
1980. 6. 23.
Ministry of Health and
June 23, 1980
Social Affairs

광주 사태 대책 실무 위원회(4차)
4th Gwangju Incident Response Working Group
Committee Meeting Report

1980. 6. 1. 내무부
June 1, 1980 Ministry of Interior

광주 사태 대책 특별 위원회(1차)

1980. 5. 22. 내무부
May 22, 1980 Ministry of Interior

광주 사태에 따른 구호비 지원 내역

1st Gwangju Incident Response Special Committee

광주 사태 피해 복구 기준 시달
1980. 6. 9.
Notification of the Standards for the Gwangju Incident Damage
June 9, 1980
Recovery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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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The Economic
Planning Board

광주 사태 피해 복구 지원 기준(추보)
Standards for the Gwangju Incident Damage
Recovery Operation (Additional Report)

생산년도
Year Created

광주 사태 수습 상황
Gwangju Incident Settlement Report
광주 사태 피해 현황
Gwangju Incident Damage Report

1980. 7. 14. 내무부
July 14, 1980 Ministry of Interior
건설부
1980. 5. 31.
Ministry of
May 31, 1980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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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에서 생산한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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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진실의 기록 ㅣ Chapter3 Records of the Truth

「광주 사태 사망자」기록 일지
(광주시, 1980. 5. 29. ~ 5. 30.)

Daily record of the Gwangju Incident deaths
(Gwangju City Government, May 29 ~ 30,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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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태 사망자 명단 통지」공문
(전라남도, 1980. 6. 29.)

A memorandum titled "Notifying the List of Gwangju Incident Deaths"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June 29,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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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태 피해 상황
(건설부, 1980. 5. 31.)

5·31 광주 사태 구호 복구 상황
(광주시, 1980. 5. 31.)

Gwangju Incident Damage Report
(Ministry of Construction, May 31, 1980)

Gwangju Incident Relief and Recovery Report, May 31
(Gwangju City Government, May 31,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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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태 피해 종합 복구 상황
(전라남도, 1980. 7. 19.)

광주 사태 피해 복구 지원 대책
(내무부, 1980. 6. 1.)

Comprehensive Report of the Gwangju Incident Damage Recovery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July 19, 1980)

Plans to Support the Gwangju Incident Damage Recovery
(Ministry of Interior, June 1,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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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대책특별위원회
(내무부, 1980. 5. 22.)

광주 사태 피해 복구 지원 기준 공문
(경제기획원, 1980. 6. 9.)

Special Committee for Gwangju Incident
(Ministry of Interior, May 22, 1980)

A memorandum notifying the guidelines for the Gwangju Incident damage recovery operation
(The Economic Planning Board, June 9,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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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진실의 기록 ㅣ Chapter3 Records of the Truth

광주 피해 지역 구호 성금품 접수 처리 지침 시달
(전라남도, 1980. 6. 4.)

광주 사태 구호품(백미) 출고
(광주시, 1980. 7. 7.)

A memorandum notifying the directives for handling relief funds and donations to Gwangju Incident affected areas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June 4, 1980)

Issuance of Gwangju Incident relief foods (rice)
(Gwangju City Government, July 7,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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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진실의 기록 ㅣ Chapter3 Records of the Truth

피의자 등급 분류 지침 시달
(광주경찰서, 1980. 5. 31.)

포고령 위반자 판정서
(광주경찰서, 1980. 6. 6.)

Guidelines for suspect classification
(Gwangju Police Station, May 31, 1980)

Summary judgement on a Martial Law Decree violator
(Gwangju Police Station, June 6,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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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자료 형태 A4 용지 5권
원본 소장처 육군 본부
생산 일자 1980. 7. 29. ~ 1981. 7. 9.
생산 주체 육군 31사단 등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검거된 사람은 2,522명, 훈방 1,906명이었는데, 이 중 616명이 군법에 회부되어 212명은 불기소되고, 404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군 검찰부 수사기록, 불기소 처분 수사 기록, 기소 중지자 기록, 군사 재판 자료 등이 있다.
반란군부는 1980년 5월 21일 “광주 사태는 빨갱이 김대중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광주 지역 불순분자들이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선동하여 일으킨 내란 폭동이며 김대중으로부터
거사 자금을 받은 정동년이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켜 학원 소요 사태를 민중 봉기로 유도 발전시켰다.” 고 왜곡된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발표했다.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of the Originals The Republic of Korea Army HQ
Creation Date July 29 1980 ~ July 9 1981
Created by Army 31st Infantry Division and other entities

2,522 people were arrested fo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1,906 were released and 616 were court-martialed. During the court martials, the cases
of 212 were dropped, leaving a remaining 404 to go on to a full trial. Records include investigation reports by the Army prosecutors, investigation reports of
the dropped cases, records of suspended cases and trial records of the Court Martial.
On May 21, 1980, the coup military regime released a distorted statement about the KIM Daejung trial that said "the Gwangju incident is an insurrection and
riot by the impure elements in the city acting on orders from KIM Daejung to overthrow the government. Upon receiving funds from KIM Daejung, JEONG
Dongnyeon started riots in Gwangju to guide and expand university unrests into a people's uprising.“

3부 진실의 기록 ㅣ Chapter3 Records of the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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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민주투쟁위원회 위원장 판결문 (일부)
조선대학교 학생으로 민주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종배(조선대학교 3학년)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Verdict on the Democratization Struggle Committee Chairman (partial copy)
Chairman of the Democratization Struggles Committee KIM Jongbae (Junior, Chosun University) was sentenced to death on a charge of ’carrying out a major
mission in insurrection' by the Military Court of the Combat Arms Training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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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Records of the May Movement

Citizens' statements, declarations, diaries
and journalists' notes

자료 형태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내
용

Type
Created by
Creation Date
Format
Repository
Contents

성명서, 선언문 등
시민, 사회단체
1980. 5.
21건(46 페이지, 8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Statements, declarations, etc.
Citizens & Social Organizations
May 1980
21 items (46 pages in eight volumes)
May 18 Archives

·민주시민 여러분께(2 페이지)

·To democratic citizens (2 pages)

·광주애국시민들에게(3 페이지)

·To patriotic citizens of Gwangju (3 pages)

·과도정부 최규하대통령에게 보내는 글(6 페이지)

·To President CHOI Kyu-hah of the interim government (6 pages)

·1980년도 광주의 비극을 밝히는 시(5 페이지)

·A poem announcing the tragedy of Gwangju in 1980 (5 pages)

·국민에게 드리는 글(2 페이지)

·The letter to the nation (2 pages)

·전국민주학생에게 보내는 글(4 페이지)

·A letter to all democratic students across the country (4 pages)

·광주민주시민 여러분께(1 페이지)

·Dear democratic citizens of Gwangju (1 page)

·희생자 가족에게 드리는 글(4 페이지)

·A letter to families of the victims (4 pages)

·전국 종교인들에게 보내는 글(3 페이지)

·A letter to all religious people in the country (3 pages)

·전국 언론인에게 보내는 글(3 페이지)

·A letter to all press across the nation (3 pages)

·대한민국 국군에게 보내는 글(2 페이지)

·A letter to the Korean Army (2 pages)

·껍데기 정부와 계엄 당국을 규탄한다(1 페이지)

·We condemn the puppet government and the Martial Law Authority (1 page)

·시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1 페이지)

·All citizens, please pay attention to this announcement (1 page)

·도지사가 도민에게 드리는 글에 대한 반박문(2 페이지)

·Refuting the words of the governor (2 pages)

·광주시민은 통곡하고 있다(7 페이지)

·Gwangju citizens are lamenting (7 pages)

·김영택의 취재수첩(3권)

·KIM Youngtaek's news notebook (3 volumes)

·최건의 취재수첩(1권)

·CHOI Geon's news notebook (1 volume)

·주소연의 오월일기(1권)

·JOO Soyeon ’s May diary (1 volume)

·조한유의 오월일기(1권)

·CHO Han-yoo’s May diary (1 volume)

·조한금의 오월일기(1권)

·CHO Han-geum's diary of Gwangju Massacre (1 volume)

·주이택의 오월일기(1권)

·JOO Itaek's May diary (1 volume)

3부 진실의 기록 ㅣ Chapter3 Records of the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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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일기, 취재수첩

5·18민주화운동 군법회의 재판 기록
내란 수괴로 지목되어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정동년의 판결문 (정동년 판결문, 별지(3) 주문)

Records of the Court Martial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bove is the verdict on JEONG Dongnyeon, who was sentenced to death at the trials by the Court Martial of the Combat Arms Training Command for being the
leader of insurrection (JEONG Dongnyeon verdict, appendix 3, mai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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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 필름 및 사진 자료

5·18민주화운동 군사 재판 장면
상무대 전투 교육 사령부의 군사 법정은 교실 한 칸보다 약간 넓은 공간이다. 피고인 20 ~30명씩이 수갑에 묶인 채 비좁게 앉았고, 총으로 무장한 헌병들이 가족과 피고인들 사이
에서 경계를 섰다. (사진 광주일보 자료실 제공)

Scene of the Court Martial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defendants
Military courtroom of the Combat Arms Training Command was slightly larger than a common classroom. Defendants in groups of 20 ~ 30 were seated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ir hands tied and armed military policemen stood guard between them and their families. (Photos courtesy of the Gwangju Ilbo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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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Records of the May Movement

3부 진실의 기록 ㅣ Chapter3 Records of the Truth

3부 진실의 기록 ㅣ Chapter3 Records of the Truth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Mankind Records of the May Uprising

Black and white films and photographs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군법회의 재판과 판결문 목차
1980년 5월 17일, 반란군부는 비상계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김대중과 재야인사 24명을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사진 김대중 평화센터 제공)

Court martial scene of KIM Daejung during hi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and sentencing.
On May 17, 1980, the coup military regime extended Emergency Martial Law to the entire nation and charged KIM Daejung and 24 dissidents with insurrection
conspiracy, etc. (Photos by KIM Daejung Pea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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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증언 자료
시민들의 증언 기록은 5·18민주화운동을 겪은 후 생존해 있는 사람들의 체험을 문자와 음성, 영상으로 채록한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 관찰자, 유족 등 1,500
여 명의 증언이 수집되어 있다. 미 정부 관계자 증언으로 주한 미 대사였던 윌리엄 글라이스틴, 제임스 릴리, 도널드 그레그와 존 위컴 주한 미군 사령관과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의
증언도 있다.

Citizens' Testimonies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Records of the May Uprising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Records of the May Movement

Citizens' testimonies are a collection of records in writing, audio and visual formats about the experiences of those who survived in the May 18 Uprising.
There are some 1,500 accounts from participants of the Uprising, observers, and bereaved families of victims. Also included are accounts of former
U.S. Ambassadors William Gleysteen, James Lilley, Donald Gregg and ex-USFK commader John Wickham as well as Martial Law soldiers mobilized
by the rebel military regime.

번호
No.

작성자
Created by

증언자 수
No. of Accounts

증언 형태
Format

자료의 양
Size

관리 책임자
Repository

1

5·18기념재단
May 18 Memorial Foundation

744명

음성, 영상, 전사
Audio, Video, Transcripts

862 시간 A4 용지 12,133장
862 hours, 12,133 pages

5·18기념재단
May 18 Memorial Foundation

2

전남대학교5·18연구소
The May 18 Institute CNU

57명

음성, 영상, 전사
Audio, Video, Transcripts

자료집 4권 A4 용지 1,200장
1,200 pages in 4 volumes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3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Catholic Justice & Peace
Commission of Gwangju Archdiocese

20명

영상, 전사
Video, Transcripts

4

광주YMCA
Gwangju YMCA

140명

영상, 전사
Video, Transcripts

Betacam 테이프 320개 9,600분
9,600 minutes in 320 Betacam tapes

광주YMCA
Gwangju YMCA

5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Korea Modern Historical Records
Institute

500명

기록
Documents

A4 용지 1,913장
1,913 pages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6

국사편찬위원회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11명

음성, 영상, 전사
Audio, Video, Transcripts

74시간
74 hours

국사편찬위원회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e May 18 Institute CNU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Catholic Justice & Peace
Commission of Gwangju Archdiocese

The May 18 Institute CNU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대법원 판결문 (사
김대중은 1981년 1월 29일 대법원 사형 선고 후, 해외에서 구명 운동이 거세게 전개되어 1982년 미국으로 강제 추방되었다.
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그러나 2003년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 재심을 청구하여 2004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대중 대법원 판결문, 1981. 1. 23.)

Supreme Court verdict on KIM Daejung case
After Kim's death sentence was upheld by the Supreme Court, there were waves of appeals for his life from abroad. His life was spared, and he went to exile in
the U.S. in 1982. He applied for a retrial of his case in 2003 after completing his presidency and finally in 2004, was found not guilty. (Supreme Court verdict on
KIM Daejung, Jan 23,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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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진실의 기록 ㅣ Chapter3 Records of the Truth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에서 펴낸 『5·18항쟁 증언자료집』, 2003.

'Collection of the May 18 Uprising Accounts' by The May 18 Institute CNU, 2003.

영상 증언들
광주YMCA는 1997년「5·18 영상 기록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5·18민주화운동 참여자 및 목격자 140명의 증언을 영상으로 채록하였다.

자료집에 수록된 증언 내용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에서 펴낸『5·18항쟁 증언자료집』에는 항쟁 참가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기록되어 있다. (정현애의 증언 일부)

Video testimonies
Gwangju YMCA established 'May 18 Video Records Commission' in 1997 to record visual accounts of 140 participants and witnesse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art of an account in the above Collection
Vivid voices of the participants of the Uprising are recorded in the Collection by the May 18 Institute CNU. (partial copy of JEONG Hyeon-ae 's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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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병원 치료 기록
자료 형태 총 31권 12,766매
생산 일자 1980. 5. ~
생산 주체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 적십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국군광주통합병원, 광주 시내 및 도내 개인 병원 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들의 병원 기록은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의 폭행과 총격, 고문 등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부상을 입은 시민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진료 기록부, 병상
기록부 등이 주를 이룬다. 광주 지역 내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 적십자병원 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들이 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국군광주통합병원에서는
상무대에서 모진 고문과 가혹 행위를 받다가 부상당한 사람들이 주로 치료를 받았다.

Hospital Records of Victims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Records of the May Uprising

Hospital records of victim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re mainly of medical treatments and clinical reports of the citizens who were killed or
wounded by gunfire, assault and torture by the Martial Law forces mobilized by the military coup regime. Most of the citizens wounded during the Uprising
were treated in Je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Joseon University Hospital, Gwangju Christian Hospital, and Red Cross Hospital.
People who went through severe torture and abuse within Samgmudae (military base) were treated at the Armed Forces Hospital.

3부 진실의 기록 ㅣ Chapter3 Records of the Truth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Mankind Records of the May Uprising

Format 12,766 pages in 31 volumes
Creation Date May 1980 ~
Created by Je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Gwangju Christian Hospital, the Red Cross Hospital, Chosun University Hospital, the Armed Forces Hospital and other
private hospitals

부상자 진료 기록부
1980년 5월 21일 오후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때 공수부대원의 총탄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된 부상자 김용대의 진료 기록 (「조선대학교병원」진료 기록부)

부상자 진료 기록부
( 광주기독병원」진료 기록부)
이광영(28세)은 1980년 5월 21일 구 시청 사거리에서 부상자 운송 도중 등에 총상을 입었다. 「

Clinical reports of the wounded
Above are clinical reports of KIM Yongdae, whose lower half was paralyzed by a bullet when the Airborne troops in front of the Jeonnam Provincial Hall opened
fire in the afternoon of May 21, 1980 (Clinical reports by Chosun University Hospital)

Clinical report of a wounded victim
LEE Gwang-yeong, then 28, was shot in the back when he was trying to move the wounded at the Old City Hall Junction on May 21, 1980. (Clinic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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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wangju Christian Hospital)

160

177

국회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1988년 7월 8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된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의 청문회 회의록

Minutes of the Special Fact-finding Committee on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vestig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Records of the May Uprising

3부 진실의 기록 ㅣ Chapter3 Records of the Truth

3부 진실의 기록 ㅣ Chapter3 Records of the Truth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Mankind Records of the May Uprising

Minutes of the 'Special Fact-finding Committee on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vestigation' hearings, which ran from July 8 to December 31, 1988.

부상자 실태 조사표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광주 시내 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부상자들의 실태 조사표

Collection of hospital records of the wounded
Collection of hospital records of the wounded treated in hospitals such as Je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osun University Hospital and other
hospitals in G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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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Records of the May Movement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Mankind Records of the May Uprising

3부 진실의 기록 ㅣ Chapter3 Records of the Truth

Minutes of the Special Fact-Finding Committee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vestig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Minutes of the first meeting of the Special Fact-Finding Committee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vestigation, the 142nd National Assembly session.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3부 진실의 기록 ㅣ Chapter3 Records of the Truth

국회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42회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

5·18민주화운동현장검증소위원회 회의록
현장검증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1989년 1월 16일 주남마을, 전남도청 앞 분수대, 전남도청 등 공수부대의 인명 살상이 집중적으로 자행된 장소를 방문해 현장 검증한 증언 기록
(제144회 국회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현장 검증소 위원회)

청문회 보조 자료
광주 청문회 증인 신문자 명단 (기증 송선태)

Minutes of the May 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On-site Investigation Subcommittee
Above is witness interviews during the January 16, 1989 Subcommittee chaired by KIM Yeongjin visit to places of massacres including Junam village and the Jeonnam
Provincial Hall (Minutes of the first meeting of the Special Fact-Finding Committee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vestigation, 144 thNational Assembly)

Supplementary materials during the hearings
List of witnesses questioned at Gwangju Hearings by the National Assembly (Donated by SONG Seon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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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조사특위가 확인한 도청 진압 작전 상황
“1980년 5월 27일 새벽,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의 ‘상무충정작전’ 은 대규모 인명 살상을 전제로 한 ‘폭도 소탕 작전’ 이었다.”
시민 상황 실장이었던 박남선의 증언 (제145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29차 회의록)

Final raid on the Jeonnam Provincial Hall as identified by the Special Committee on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vestigation“Martial Law forces'
"Operation Sangmu Chungjeong(Loyal Hearts) " was an 'anti-riot sweeping operation' which inevitably accompanied massive casualties.”
Above is the account of PARK Namseon, who was in charge of the Citizens situation room.
(Minutes of the 29th meeting of the Special Fact-finding Committee on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vestigation, 145th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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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여부 심사 결정서 및 판단 근거 문서
전북대학교 학생 이세종은 1980년 5월 17일 밤 공수 부대가 전북대학 교내로 진입할 때 반란군부가 동원한 계엄군의 심한 구타 등 살상 행위로 인해 추락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3년 보상 심사 위원회 심사에서는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다가 1998년에야 5·18민주화운동 사망자로 인정됐다.

행방불명자에서 사망자로 인정된 채수길
1980년 5월 23일 주남마을 앞에서 부상당한 채수길은 공수부대에게 끌려가 산 속에서 살해돼 뒤늦게 암매장됐으나, 1980년 6월 3일 동네 청년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수길은 한동안 행방불명자로 남아 있다가 DNA 유전자 감식에 의해 신분이 밝혀져 뒤늦게 사망자로 판명됐다.

Examination and judgement of a person's relevance to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tudent LEE Sejong is assumed to be killed when he fell from a building after sustaining serious wounds from brutalities
of the Martial Law troops mobilized by the rebel military regime during a raid on campus in the night of May 17, 1980. He was judged "not relevant"
by the initial Compensation Examination Committee in 1993 but was finally acknowledged to be a victim relevant to the May 18 Uprising in 1998.

CHAE Sugil, initially declared missing, was later acknowledged to be killed during the Uprising.
Chae was wounded in front of the Junam village on May 23, 1980. Paratroopers took him to a nearby hill, shot him, and then buried him there afterward.
His body was found by a young man of the village on June 3, 1980. However, he remained missing for many more years until DNA testing finally identified
him to be one of the persons killed during the Upr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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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5·18 관련 비밀 해제 문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미국의 문서는 1979년 ~ 1980년 미 국무부와 주한 미국 대사관 간에 주고 받은 전문, 체로키 파일 문서, 미 국방부 및 중앙 정보부 기밀문서, 1979년 12월
생산된 국방부 관련 문서, 1980년 5월 당시 일본의 역할에 관한 국방부 1급 비밀 교신 문서가 포함된 58개 파일 3,500여 쪽이다.
언론인 Tim Shorrock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기증한 비밀 해제 문서들이다.

Declassified U. S. Government Documents

3부 진실의 기록 ㅣ Chapter3 Records of the Truth

3부 진실의 기록 ㅣ Chapter3 Records of the Truth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Mankind Records of the May Uprising

U.S. Government document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clude telegrams between the State Department and U.S. Embassy Seoul, Cherokee
Files, DoD and CIA documents, and top secret DoD telegrams about the Japanese role in May 1980. American journalist Tim Shorrock donated some 3,500 pages
in 58 files to the May 18 Archives.

5·18민주화운동 보상현황
1990년 8월 6일「광주민주화운동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2006년 3월 24일 개정과 함께 명칭이 변경된「5·18민주화운동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7차례에 걸쳐
2021년 12월 현재까지 총 5,807명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판명되어 피해 보상을 받았다. (광주광역시)

주한 미국 대사관의 비밀 전문
주한 미 대사관에서 워싱턴에 보낸 1980년 5월 22일자 비밀 전문.
계엄 당국의 김대중 수사 중간 발표에 대해서 전라도 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담고 있다. (미국 정부 비밀 해제 문서) (미국「Department of State」,1980. 5. 22.)

Compensation regarding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s of December 2021, 5,807 people have been identified Asa victims and given compensation in seven batches based on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Compensation Act’ enacted on August 6, 1990, which was revised and renamed as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Compensation
Act’ on March 24, 1990. (Gwangju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Confidential telegram from U.S. Embassy Seoul
In this confidential telegram dated May 22, 1980, from U.S. Embassy Seoul to the State Department, embassy officials were worried that the Martial Law
Command's interim announcement on the KIM Daejung investigation would inflame the people of the Jeolla Province. (Declassified U.S. Government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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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epartment of State, May 22,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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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위한 행진곡
‘님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노래이자,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민중가요이다. 1982년 4월, 백기완의 미발표 장시「묏비나리」의 한 부분을
인용하여 소설가 황석영이 가사를 짓고, 전남대학교 출신으로 대학 가요제에서 수상한 바 있는 김종률이 곡을 지었다. 이 노래는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산화한 민주투쟁위원회
대변인 윤상원 열사와 1978년 12월 사망한 들불야학 출신 노동 운동가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을 소재로 7편의 노래와 3편의 사설로 창작된 음악극「넋풀이 굿(빛의 결혼식)」의 마지막
삽입곡이다. (사진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의 묘, 2017. 5. 촬영)

Marching for Our Beloved
'Marching for Our Beloved' is a tribute to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s well as a song representative of the spirit of the Democratic Uprising of Korea. In
April 1982, novelist HWANG Seog-yeong revised the unpublished epic poem "Moet-binari (Mountain Prayer)" by BAEK Giwan into song lyrics, for which
KIM Jong-ryul of Jeonnam National University, a college song festival award winner, composed a melody. This song was used in the last part of a musical "The
Consolation Ritual (Marriage of the Lights)" which comprises seven songs and three recitatives. The musical was written for the spiritual marriage between
Democratization Struggle Committee spokesman YOON Sang-won who was killed on the last day of the May Uprising and labor activist PARK Gisun who died in
December 1978. (Above is the tomb of YOON Sang-won and PARK Gisun. Photos taken in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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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기념곡 ‘ 님을 위한 행진곡’ 악보 원본
Original score of ‘Marching for our Beloved’

님을 위한 행진곡 (백기완 시, 황석영 작사, 김종률 곡, Robert Grotjohn 영역)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 없이 /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Marching for Our Beloved (Poetry by BAEK Giwan, lyrics by HWANG Seog-yeong, melody by KIM Jong-ryul, English translation by Robert Grotjohn)
We will leave no honors, no love, no fame. / We promised to keep working on, long as we shall live. / Dear comrades have gone our flag still waves. /
While working for days to come, we will not be swayed. / Streams and mountains remember though the years pass by. /
Wakened spirits are calling us as they shout this cry. / We are marching on keep faith and follow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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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자료 목록
1. 공공 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The List of Document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cluded in the UNESCO Memory of the
작성 주체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Wolrd Register
발행 일자 1980. 5. ~ 1980. 7.
자료 형태 A4 용지 25권
관리 책임 국가기록원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들의 공문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보고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 료 명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내
용

1980년 행정 기관 자료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 등
1980. 5. ~ 1980. 7.
A4 용지 25권
국가기록원

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ublic organizations 1980 documents
Type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reated
by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Police Station, etc.
May ~ July 1980
Creation Date May ~ Creation
July 1980Date
25 volumes in A4 format
Format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tional Archives of Korea
Contents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 광주사태 사망자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 Gwangju Incident Deaths
· 광주사태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 The Gwangju Incident
· 광주사태 피해
· Gwangju Incident Damages
· 광주사태 수습
· Settlement of the Gwangju Incident
· Gwangju Incident Recovery Process
· 광주사태 복구 상황
· The Gwangju Incident (Donations)
· 광주사태 (성금 모금)
· List of May 18 ’Support Campaign’ donations
· 5·18(이웃돕기 성품)
· The May 18 Incident
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 5·18 사태
· On Funeral Expenses Regarding the May 18
· Martial
· 5·18 장의비 관계
Law
Decree
Violators
작성
주체
육군 제31사단
등 Documents Files
· Gwangju
Settlement
Report
발행Incident
일자 1980.
7. 29. ~ 1981.
7. 9.
· 포고령 위반자 관계 기록철
자료 형태
A4 용지
5권 Incident Damage Recovery Operation
· Guidelines
for the
Gwangju
· 광주사태수습상황보고
관리 책임
육군 본부
(Additional
Report):
· 광주사태피해복구지원 기준(추보) : 광주사태대책실무위원회 안건
· Gwangju Incident Working Group Committee agenda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 광주사태부상자치료에 따른 문제점 및 조치사항보고
· Report of the Issues and Measures Regarding Treatment of the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Gwangju Incident Wounded
· 광주사태피해복구 추진상황보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 Gwangju Incident Damage Recovery Report
· 광주사태종합보고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 Comprehensive Report of the Gwangju Incident
· 광주사태에 따른 구호비 지원내역
· Gwangju Incident Relief Fund Distribution List
· 광주사태부상자치료에 따른 문제점 및 조치계획
Records
of theofMay
18
· Issues2.
andCourt
PlannedMartial
Measures Regarding
Treatment
the Gwangju
Incident Wounded
· 광주사태대책실무위원회(4차) 회의결과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 4th Gwangju Incident Working Group Committee Meeting Report
· 광주사태대책실무위원회(3차) 회의결과
Case
· 3rd Gwangju Incident Working Group Committee Meeting Report
· 광주사태대책특별위원회(1차) 회의결과
· 1st Gwangju
Special
CreatedIncident
by ArmyResponse
31st Division,
etc. Committee Meeting Report
· 광주사태복구 기준 및 피해상황
· Report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on Gwangju
Incident
Damage
and Standards for Recovery
Five volumes
in A4
format
· ReportFormat
· 광주사태수습상황
on Gwangju
Incident
Settlement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 Notification
of the Guidelines for the Gwangju Incident Damage Recovery Operation
· 광주사태피해복구 기준 시달
· Proposed
Guidelines
for Specialcourt
Recovery
Operation
for Gwangju
Damage
Records
of military
martials
of the
citizensIncident
arrested
by
· 광주사태피해복구 특별지원기준(안)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 the May
· Reportthe
onmilitary
Gwangjucoup
Incident
Damage
· 광주사태피해현황
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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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 사법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자 료 명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내
용

1980년 광주 사건 기록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본부

·5·18민주화운동 형사 사건 판결문 4권
기록 명칭: ‘광주 사건 판결문’ (제41호, 42호, 43호, 44호)
·김대중 전 대통령 형사 사건 판결문1권
기록 명칭: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판결문’ (제40호)

4부 부록 ㅣ Chapter4 Appendix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Mankind
Records
of the
Uprising
the Mankind,
Records
ofMay
the May
Uprising

1. 공공 기관이 작성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Type
Created by
Creation Date
Format
Repository
Contents

Records of 1980 Gwangju Incident
Army 31st Division, etc.
July 29th 1980 ~ July 9th 1981
Five volumes in A4 format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 May 18 Democratic Uprising criminal trial verdicts (4 volumes)
Document name: Gwangju Incident verdicts (No.41~ 44)
· Verdict on Former President KIM Daejung’s criminal trial verdicts (one volume)
Document name: KIM Daejung insurrection conspiracy case verdicts (No.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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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itizens' statements, declarations, diaries
and journalists' notes

자료 형태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내
용

Type
Created by
Creation Date
Format
Repository
Contents

성명서, 선언문 등
시민, 사회단체
1980. 5.
21건(46 페이지, 8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민주시민 여러분께(2 페이지)

·To democratic citizens (2 pages)

·광주애국시민들에게(3 페이지)

·To patriotic citizens of Gwangju (3 pages)

·과도정부 최규하대통령에게 보내는 글(6 페이지)

·To President CHOI Kyu-hah of the interim government (6 pages)

·1980년도 광주의 비극을 밝히는 시(5 페이지)

·A poem announcing the tragedy of Gwangju in 1980 (5 pages)

·국민에게 드리는 글(2 페이지)

·The letter to the nation (2 pages)

·전국민주학생에게 보내는 글(4 페이지)

·A letter to all democratic students across the country (4 pages)

·광주민주시민 여러분께(1 페이지)

·Dear democratic citizens of Gwangju (1 page)

·희생자 가족에게 드리는 글(4 페이지)

·A letter to families of the victims (4 pages)

·전국 종교인들에게 보내는 글(3 페이지)

·A letter to all religious people in the country (3 pages)

·전국 언론인에게 보내는 글(3 페이지)

·A letter to all press across the nation (3 pages)

·대한민국 국군에게 보내는 글(2 페이지)

·A letter to the Korean Army (2 pages)

·껍데기 정부와 계엄 당국을 규탄한다(1 페이지)

·We condemn the puppet government and the Martial Law Authority (1 page)

·시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1 페이지)

·All citizens, please pay attention to this announcement (1 page)

·도지사가 도민에게 드리는 글에 대한 반박문(2 페이지)

·Refuting the words of the governor (2 pages)

·광주시민은 통곡하고 있다(7 페이지)

·Gwangju citizens are lamenting (7 pages)

·김영택의 취재수첩(3권)

·KIM Youngtaek's news notebook (3 volumes)

·최건의 취재수첩(1권)

·CHOI Geon's news notebook (1 volume)

·주소연의 오월일기(1권)

·JOO Soyeon’s May diary (1 volume)

·조한유의 오월일기(1권)

·CHO Han-yoo’s May diary (1 volume)

·조한금의 오월일기(1권)

·CHO Han-geum's diary of Gwangju Massacre (1 volume)

·주이택의 오월일기(1권)

·JOO Itaek's May diary (1 volume)

4. 흑백 필름 및 사진 자료
자료 형태
촬 영 자
촬영 일시
촬영 장소
관리 책임
사진 설명

흑백 필름 2,017컷, 사진 1,733점
나경택, 김영복, Betts Huntley 외
1980. 5. 15. ~ 1980. 6.
광주시 일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민족·민주화성회부터 5·18민주화운동 이후
군사 재판까지의 사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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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declarations, etc.
Citizens & Social Organizations
May 1980
21 items (46 pages in eight volumes)
May 18 Archives

5. 시민들의 증언 자료 / Citizens' Testimonies

구분
Classification

증언자 수(1,472명)
No. of Accounts
(1,472 total)

5·18기념재단
May 18 Memorial
Foundation

744

천주교 광주대교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정의평화위원회
The May 18
Catholic Justice and
Institute CNU
Peace Commission of
Gwangju Archdiocese

57

20

광주 YMCA
Gwangju YMCA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Korea Modern
National Institute
Historical Records
of Korean History
Institute

11

500

140

증언 작성자
Created by

5·18기념재단
May 18 Memorial
Foundation

천주교 광주대교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정의평화위원회
Catholic Justice and
The May 18
Institute CNU
Peace Commission of
Gwangju Archdiocese

광주YMCA
Gwangju YMCA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Korea Modern
National Institute of
Historical Records
Korean History
Institute

증언 형태
Format

음성, 영상, 전사
Audio, Video,
Transcripts

음성, 영상, 전사
Audio, Video,
Transcripts

영상, 전사
Video, Transcripts

기록
Record

음성, 영상, 전사
Voice, image, copies

자료의 양
Size

862시간,
A4 12,133장
862 hours,
12,133 pages

자료집 4권
A4 1,200장
1,200 pages in 4
volumes

Betacam 테이프
320개, 9,600분
9,600 minutes in
320 Betacam
tapes

A4 1,913장
1,913 pages of A4
paper

74시간
74 hours

관리 책임자
Repository

5·18기념재단
May 18 Memorial
Foundation

천주교 광주대교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정의평화위원회
Catholic Justice and
The May 18
Institute CNU
Peace Commission of
Gwangju Archdiocese

5·18기념재단
May 18 Memorial
Foundation

5·18기념재단
May 18 Memorial
Foundation

국사편찬위원회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영상, 전사
Video,
Transcripts

4. Black and white films and photographs
Format
Created by
Creation Date
Location
Repository
Contents

2,017 cuts of black and white films, 1,733 photographs.
NA Gyeongtaek, KIM Yeongbok, Betts Huntley and others
May 15th ~ June 1980
Gwangju city area
May 18 Archives

· Photographic records dating from "Grand Rally for Democracy"
to May 18 Democratic Uprising Court Mar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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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일기, 취재수첩

6.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 기록

8. 국가의 피해자 보상 자료

자 료 명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내
용

자 료 명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내
용

병원 치료 기록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 적십자병원, 국군광주통합병원, 시내 소재 개인 병원
1980. 5.
총 31권, 12,766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부상자 등의 치료 기록

1990년 이후 피해자 보상 자료
광주시
1990 ~
A4 용지 695, 336쪽, 3,880권
광주광역시

· 사망, 상이자, 구속자 금전보상 조사 자료 및 보상 결정서 등
· 연행 구금자, 행방불명자 지원금 지급 결정서 등

6. Hospital Records of Victims

Creation Date
Format
Repository
Contents

Medical documents
Je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osun University Hospital, Gwangju Christian Hospital,
Red Cross Hospital, Armed Forces Gwangju Hospital, private hospitals in Gwangju
May 1980
12,766 pages in 31 volumes
May 18 Archives
Clinical records of victims, etc.

8. Records of Government Compensation for Victims
Type
Created by
Creation Date
Format
Repository
Contents

Records of compensation for victims after 1990
Gwangju City Government
1990 ~
695,336 pages in 3,880 volumes in A4 format
Gwangju Metropolitan City

· Compensatory investigation reports and compensation decisions for the killed, the wounded and the arrested
· Financial aid documents for the missing and the arrested/jaile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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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reated by

7. 국회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자 료 명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내
용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국회사무처
1988. 7. 8. ~ 12. 30.
A4 용지 3권
국회도서관
5·18 가해자 및 피해자들에 대한 국회 청문 내용

7. Minutes of the Special Fact-finding Committee on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vestig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Type
Created by
Creation Date
Format
Repository
Contents

Minutes of the Special Fact-finding Committee on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vestig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July 8th 1988 ~ December 30th 1988
Three volumes in A4 format
National Assembly Library
National Assembly hearing records on the May 18 assailants and victims

9. 미국 비밀 해제 문서
자 료 명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내
용

미국 국무부와 주한 미국 대사관 전문, 국방부 및 CIA의 5·18 관련 비밀 해제 문서
미국 국무부·국방부·CIA
1979. 1. 4. ~ 1980. 12. 31.
A4 용지 3,471쪽
미국 국무부·국방부·CIA

· 주한 미국 대사관이 본국 정부 사이에 한국에서 발생한 군사적·정치적·경제적 사건 등에 대해 수시로 오고 간 비밀 해제된 문서
· 미 국방부 및 CIA의 5·18 관련 비밀 해제된 문서

9. Declassified U. S. Government Documents
Type
Created by
Creation Date
Format
Repository
Contents

Declassified telegrams between U.S. Embassy Seoul and the State Department, DoD and CIA reports
U.S.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CIA
Jan. 4th 1979 ~ Dec. 31st 1980
3,471 pages in A4 format
U.S.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CIA

· Declassified telegrams between U.S. Embassy Seoul and the State Department regarding Korea's military, political and economic affairs
· Declassified reports of the Defense Department and the 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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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민주화운동기록관
공공 기관이 생산한
5·
소개5·18민주화운동 자료
작성 주체
중앙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경찰서수집하여
등
광주광역시는 세계기록유산 소장 기관으로 인류의 공동 유산인
5·18민주화운동
기록을
체계적으로
영구 보존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발행 일자 1980. 5. ~ 1980. 7.
의미를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2015년 5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설립하였다.
자료 형태 A4 용지 25권
관리 책임 국가기록원

1980년 5월 당시 생생한 역사적 현장인 옛 가톨릭센터에 들어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는 그동안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5·18민주화운동 기록물들이
체계적으로 수집·보관되어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발발과중앙과
진압을
비롯한
자료에서부터
기관 생산 문서, 구술,
정부 기관과
군사
사법보고
기관의
자료,
지방
행정원천
기관들의
공문서는 공공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수습에
필요한
사항들이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기자들의 사진과 취재 수첩, 피해자들의 병원 진료 기록 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물뿐만 아니라 등재되지 않은 소중한
대부분이다. 경찰 문서는 군 부대의 진압 작전을 보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록물이 보존 서고에 영구 보존되어 있다.

1. Government Record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Records of the May Uprising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인류의 유산인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보존뿐만 아니라 연구 및 전시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세계인들과 공유할 것이다.

May 18 Archives

Cre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City Government, Gwangju
Police Station, etc.
Creation Date May ~ July 1980
Format 25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May 18 Archives, a Memory of the World repository, was established in May 2015 by Gwangju Metropolitan City Hall in order to systematically
Mo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ocuments are reports of damages and measures
collect, eternally preserve and share the record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necessary for resettlement afte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Police documents contain
auxiliary activities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Located within the historic site of the old Catholic Center building which had witnessed the events of May 1980, the Archives holds systematically
collected and stored record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hich previously had been scattered. Not only the ones inscribed o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but also other precious records such as primary documents on the origin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its suppression,
documents by public organizations, oral accounts, academic papers, cultural reenactments, military court records, citizens' accounts and
testimonies, journalists' notes and photos, victims' hospital records are permanently stored.

1F 1전시실: 항쟁(Struggle)

2F 2전시실: 기록(Record)

3F 3전시실: 유산(Heritage)

제1전시실은 5·18민주화운동을 사진, 영상, 예술작품 등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전시실은 “항쟁”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시실은 관람객들이 항쟁 당시의 상황과 현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미디어아트, 음향장치를 통해
마치 1980년 5월항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전시실은 5·18민주화운동을 다양한 자료와 문서, 사진,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전시 주제는 “기록”
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생산된 각종 공공 문서와 시민, 학생,
항쟁지도부의 호소문, 성명서 등을 전시하고 있다. 각종 정보와
문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쇼케이스와
정보검색시스템 (키오스크)을 설치하였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방송물, 영상, 다큐멘터리 등을 볼 수 있는 영상실도 마련
되어 있다.

제3전시실은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1F Exhibition Hall 1: The Uprising

2F Exhibition Hall 2: The Records

Exhibition Hall 1 displays photos, videos, and other art
works regarding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his exhibition room is themed “Uprising” and focuses on
conveying the historical facts of the May 18 Movement.
The exhibition room is organized to allow visitors to more
easily understand the situation and the scene at the time
of the uprising. Also, media art and audio devices allow
visitors to feel as if they are right in the midst of the May 18
Uprising in 1980.

Exhibition Hall 2 is organized with a variety of materials,
documents, photos, and videos about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Under the theme of
‘Records’ , the exhibition includes various public
documents; appeals from citizens, students, and protest
leaders; and statements produced during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Various types of showcases
and information retrieval systems (kiosks) have been
installed so that a variety of information and documents
can be easily searched. There is also a video room where
visitors can watch broadcasts, videos, and documentarie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기념하는 공간으로 “유산”을 테마로 삼고 있다. 세계 각국의
유네스코 세계인권기록유산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전달하며,
5·18민주화운동의 다양한 기록물을 어떻게 역사적 자산과
교훈으로 삼을 것인지 생각해보는 공간이다. 기록물 보존서고
모형과, 방문후기와 소감을 남길 수 있는 공간도 있다.

3F Exhibition Hall 3: The Heritage
Exhibition Hall 3, under the the theme ’ Heritage,’ is a
space to commemorate the inscription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documents as a World
Heritage. It is a space conveying the value and meaning of
UNESCO World Human Rights Records from around the
world and to allow visitors to think about how to make
use of the various documents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s historical assets and
lessons learned. There is also a records archive model
and a space where one can leave their visit reviews and
impressions.

The
May사법
18 Archives
will continue
to preserve
the records of the May 18 자료
Democratic Uprising, use them to teach democracy and human rights,
2. 군
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and share historical values and spirit of the Uprising with the people around the world.
작성 주체
발행 일자
자료 형태
관리 책임

육군 제31사단 등
1980. 7. 29. ~ 1981. 7. 9.
A4 용지 5권
육군 본부

5·18민주화운동 직후 반란군부의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군법회의 재판 기록 (‘광주 사건 판결문’ 4권). 군 사법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판결문’ 1권)과 연결시켜
‘내란’과 ‘폭동’ 혐의로 처벌했다.

2. Court Martial Records of the May 18
Uprising and KIM Daejung Insurrection
Case
Created by Army 31st Division, etc.
Creation DateJuly 29, 1980 ~ July 9, 1981
Format Five volumes in A4 format
Repository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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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s of military court martials of the citizens arrested by
the military coup regime’s martial law soldiers after the May
18 Uprising (four volumes of "Gwangju Incident Verdicts").
Military court martials punished the citizens with charges of
"insurrection" and "rioting" in connection with KIM Daejung's
conspiracy for insurrection case (one volume of "Verdicts").
사진 2017. 5.
Photo May 2017

4F 자료실

5F 보존서고

6F 4전시실: 진실의 눈(The eye of the truth)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찾는 방문객들이 일반도서와 민주화운동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물과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제4전시실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들어서기 이전 가톨릭

관련 자료 등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서가에는 민주·인권·평화

등을 보존·보관하고 있다. 기록물은 4개의 보존서고에 분류·

센터였던 시절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가톨릭센터 6층

등과 관련된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으며, 현재 자료실에는 5·18

보관하고 있는데. 1보존서고에는 보상서류 및 미 국무성 자료,

전시 공간은 윤공희 대주교의 집무실로 당시의 책상과 집기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도서와 자료집, 간행물, 논문 등 2만여권의

재판자료 및 수사기록, 행정문서 등 모두 1만 808권이 들어

뿐 아니라,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금남로 거리를

자료가 갖춰져 있다.

있다. 2보존서고에는 원본자료와 세계기록유산 관련 성명서,

내려다보았던 창문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윤 대주교를

국내외 신문자료 등 모두 1만 120여점, 3보존서고에는 유품 등

비롯한 성직자들은 반란군부의 야만적인 진압과 학살을 목격한

78건, 시청각 기록물 보존서고에는 나경택 기자 필름자료,

이곳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과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

사진자료, 구술자료 등 모두 1만 7,604점이 보관되어 있다.

하며 단식투쟁을 전개했고, 1987년 6월항쟁 당시에도 민주화

4F Reference Room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rchives is a space
where visitors can view books and materials in general
categories as well as those relat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the library, materials related to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are stored, The
current reference library contains more than 20,000
volumes of collections, publications, and dissertati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5F Storage
Preserved and stored here are records on registration of
the uprising on the World Heritage List and record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Records are classified and stored in four archives. Archive
1 contains 10,808 volumes including compensation
documents, U.S. State Department data, trial data,
investigation records, and administrative documents.
Archive 2 contains about 10,120 original materials, world
documentary-related statements, domestic and foreign
newspaper materials, and the like. In Archive 3, there are
78 momentoes, and in the Audiovisual Archive are stored
17,604 items of reporter Na Gyeongtaek's film,
photographic, and oral materials.

6F Exhibition Hall 4
Exhibition Hall 4 is a space where one can get a glimpse of
what it was like to be at the Catholic Center before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rchives was established. The
exhibition space on the 6th floor of the Archives building
houses the Catholic Center office of Archbishop Yoon
Gonghee and not only the desks and furniture of the time
but also the windows overlooking the street of
Geumnam-ro during the May 18 Uprising in 1980,
maintained in their original form. Archbishop Yoon and
other clerics, who witnessed the brutal suppression and
massacre of citizens, waged hunger strike, demanding an
investigation into the truth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direct election of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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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주신 분(가나다순) Contributors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 ㅣ Heritage of the Mankind, Records of the May Movement

【기관·단체】 Organizations

【개인】 People (당시 직업/Occupations of the time)

5·18기념재단 May 18 Memorial Foundation

Betts Huntley (Christian Hospital Chaplain)

5·18민주유공자유족회 Bereaved Families of the May 18 Victims

Jurgen Hinzpeter (Reporter, NDR, Germany)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위원회 Committee for the Inclusion of the

Tim Shorrock (Reporter, Journal of Commerce, USA)

May 18 Democratic Uprising Records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곽홍섭(기자) GWAK Hongseop

5·18 영상 기록 특별 위원회 May 18 Image Records Committee

김영복(광주기독병원 의료 연구 사진사) KIM Yeongbok

광주국제교류센터 Gwangju International Center

김영택(동아일보 광주 주재 기자) KIM Yeongtaek

광주지방경찰청 Gwangju Provincial Police Agency

김종률(‘님을 위한 행진곡’ 작곡자) KIM Jong-ryul

국가기록원 National Archives of Korea

김탁돈(국제신문 사진부 기자) KIM Takdon

국립5·18 민주묘지 May 18th National Cemetery

김태종(전남대학생) KIM Taejong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Defense

김현경(동산초등학교 6년, 김영택 자녀) KIM Hyeon-gyeong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나경택(전남매일신문사 사진기자) NA Gyeongtaek

김대중 평화센터 Kim Dae Jung Peace Center

나의갑(전남일보 기자) NA Euigap

남풍출판사 Nampung publisher

명노근(전남대학교 교수) MYEONG Nogeun

대한민국재향군인회 Korean Veterans Association

송선태(전남대학생) SONG Seontae

동광출판사 Donggwang Publisher

신광호(신복진 자제) SHIN Gwangho

미주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신복진(전남일보 사진부 부국장) SHIN Bokjin

빛고을출판사 Bitgo-eul Publisher

안성례(광주기독병원 간호 감독) AHN Seong-rye

육군본부 Army Headquarter

이재의(전남대학생) LEE Jae-ui

적십자병원 Red Cross Hospital

전용호(전남대학생) JEON Yongho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The May 18 Institute CNU

정용화(전남대학생) JEONG Yonghwa

전남대학교병원 Je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조비오(신부, 수습 위원) Rev. CHO Bi-o

전라남도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조한금(주부) CHO Han-geum

조선대학교병원 Chosun University Hospital

조한유(광주우체국 통신과장) CHO Han-yoo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Catholic Justice & Peace Commission of Gwangju Archdiocese

주소연(광주여자고등학교 3년) JOO Soyeon

퀵 QUICK

주 옥(주부) JOO Ok

평화민주당 Peace and Democratic Party

주이택(광주가톨릭센터 직원) JOO Itaek

풀빛출판사 Pulbit Publishing

천일준(천임식 자제) CHEON Iljun

..

천임식(해남 제일사) CHEON Imsik
최 건(동아일보 목포 주재기자) CHOI Geon

5·18민주화운동 당시 금남로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의 움직임을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떠다니는 경찰 헬기 (1980. 5. 21. 사진 나경택)

황종건(동아일보 사진 기자) HWANG Jonggeon

A police helicopter hovering above to report uprisings of Gwangju citizens in Geumnam-ro who were demanding democratization during May 18 Democratic Uprising
(May 21, 1980. Photo by NA G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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