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제주다크투어는 

여행을 통해 오감으로 역사를 느끼고

다시는 제주4·3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4·3 평화기행 뿐만 아니라 사라져 가는 유적지 기록, 

4·3강좌 개최 및 국제연대 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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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지키는 제주의 역사와 동아시아의 평화, 

제주다크투어가 문을 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제주4·3 70주년이었던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많은 분들과 함께 제주의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4·3이 제주를 넘어, 현재 진행형의 역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지역과의 연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2019년도 제주다크투어는 4·3 유적지 기행뿐만 아니라 

유적지 기록, 4·3 강좌 개최 및 국제연대 사업을 진행하며 

2년 차 단체로서 단단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2019년 

제주다크투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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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진실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

국제인권의 눈으로 본 제주4·3

국가폭력에 맞서는 연대의 힘 

제주4·3 특별법이 제정된 지 벌써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제정된 특별법에는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도,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들에 대한 사면 이야기도, 

제주 사람들의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은 고작 100여분. 

하루 빨리 4·3 특별법을 개정해 진실과 명예회복을 위한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2019년에도 자유와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국가폭력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1년 전 경찰 탄압에 맞서고 통일된 한반도를 꿈꿨던 제주도민들처럼 말입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거리로 나선 홍콩 시민들은 

무차별적으로 진압당했고 체포되었으며 몇몇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미얀마(버마) 로힝야 족들은 여전히 잔혹하게 탄압받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아름다운 제주도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 동의 절차를 무시한 제2공항 건설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잊지 않고 반복되는 국가 폭력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제주다크투어는 꾸준히 현장을 찾아 연대했습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마법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유엔 과거사 전문가의 말입니다. 

제주4·3의 진실을 밝히고 기억해 나가는 일도 꾸준한 노력과 지치지 않는 열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2020년에도 제주다크투어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겠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지키는 제주의 역사와 동아시아의 평화, 제주다크투어와 함께해 주세요.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제주4·3은 완전히 해결된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진실규명, 정의구현, 재발 방지, 배상, 기억은 보편적인 국제 인권의 기준입니다. 

제주4·3은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요? 

제주다크투어는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을 제주로 초청해 

제주4·3을 비롯한 한국 과거사 문제에 대해 알렸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참석해 

4·3의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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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다크투어의 

2019년

제70주년 제주4·3 북촌리 희생자 합동위령제 / 제70주년 제주4·3 동복리 희생자 합동위령제

제주4·3희생자유족회 감사패 수상

월간 일일기행  l  4·3 산전길을 걷다

월간 일일기행  l  3·1절 그날의 함성을 따라

UN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심포지엄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제71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비영리 사단법인 (사)제주다크투어 발족

월간 일일기행  l  제주4·3이 궁금한 당신에게  - 제주4·3 첫발 딛기 

UN 자유권위원회에 제주4·3 등 한국 과거사 관련 보고서 제출

인천인권영화제, 영화 <기억의 전쟁>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 

미국 워싱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교민 간담회

0124

0128

0223

0301

0319-21

0403

0502

0504

0513

052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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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LINE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제69주기 백조일손영령 합동위령제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출범식 

송령이골 벌초

기획강좌  l  인권, 젠더, 평화의 눈으로 본 제주4·3

제42차 UN 인권이사회 참석, 구두발언 및 사이드 이벤트 진행(스위스 제네바)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진로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멘토링

월간 일일기행  l 제2공항과 제주4·3

여순항쟁 71주년 민간인 희생자 합동 추념식

사무실 공간마련 

<제주, 오키나와 두 섬 이야기> 간담회

난징대학살 제82주기 추모제

청소년 멘토링 <유네스코와 제주의 역사>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범도민 결의대회

0729-0803

0807

0813

0815

0903-1102

0910-14

0924-1024

0928

1018-19

1021

1027

1213

1216

122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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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주다크투어 

활동

제주다크투어 평화기행

2019년에는 국내·외 총 60여 개 단체, 1,500여 명이 

제주다크투어가 진행하는 4·3 평화기행에 참가했습니다. 

작년 제주다크투어 프로그램에 참가하셨다가 4·3을 잊지 못해 올해 다시 방문하신 분, 

제주다크투어 이야기를 듣고 4·3을 알고 싶어 찾아오셨다는 분 등 다양한 분들이 제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평화기행 참가자들은 제주4·3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지역과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4·3이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2019년 말, 제주다크투어가 함께하고 있는 (주)평화여행자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안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2020년에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제주의 역사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ㅣ 제주다크투어의 모든 기행 프로그램은           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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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제주다크투어와 제주4·3 알리기

제주4·3 71주년을 맞은 2019년에도 

제주다크투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주4·3을 알려나갔습니다. 

제주다크투어 공식 웹사이트를 한/영으로 개설하고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채널을 통해 제주의 역사를 알려나갔습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4·3이 머우꽈?>, 경향신문 <빼앗긴 ‘진실’ 찾아 떠나는 제주4·3 ‘다크투어’>, 

KBS <거리의 만찬>를 비롯한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제주4·3의 이야기와 제주다크투어의 활동을 나눴습니다.

제주도 내 중학생들을 만나 제주4·3을 알리고 

전국 교사연수에 참석한 교사들에게도 제주4·3과 다크투어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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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강좌

- 인권, 젠더, 평화의 눈으로 본 제주4·3

올해는 제주 지역에서 더 굳게 뿌리를 내리고 

제주다크투어와 손 잡아 주는 분들을 더 많이 찾기 위해 

지역에서 제주4·3을 배우고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와 공동주최한 

이번 강좌는 총 10강으로 진행됐습니다. 

제주4·3의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인권, 젠더, 평화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제주4·3을 새롭게 바라본 시간이었습니다.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바라본 제주4·3,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국의 인권 운동에 제주4·3이 미친 영향, 

그리고 오키나와와 제주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주제로 4·3을 해석했습니다. 

참가자 모두 ‘제주4·3’이 금기를 넘어 

한국 현대사 속에서 당당한 역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이 알리고 함께 기억하기로 다짐했습니다.  

2020년에도 다양한 강좌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국제연대

유엔 및 국제사회에 제주4·3을 알리고 

제주4·3과 유사한 

국가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각국의 시민들과 연대했습니다. 

제주다크투어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제주4·3과 한국 과거사 문제를 

알려나가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3월에는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을 제주로 초청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9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구두 발언, 거리캠페인, 부대행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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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

PROJECT

2019년은 지구촌 곳곳에서 제주4·3과 같은 국가폭력이 반복되는 한 해였습니다. 

제주다크투어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염원하는 홍콩 시민들과 연대하는 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난징 대학살 82주년 추념식에도 함께해 연대의 마음을 이어갔습니다. 

제주도 내의 가장 시급한 현안, 제2공항 건설을 막기 위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에도 참여해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제주를 지키기 위한 힘을 모았습니다. 

2020년에는 아시아 활동가들과 함께 각국의 과거사 문제를 공유하며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공고한 연대활동을 통해 제주4·3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과거사 청산 운동에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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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주다크투어 

재정보고

28,121,755원

22,532,095원

2,628,127원

7,210,400원

32,498,922원

사업수익

정기회비
잡수익

후원금

전월이월

92,991,299원[수입]

30.2%
35%

24.2%
7.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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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T

20,138,162원

12,135,237원

48,558,620원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80,832,019 원[지출]

24.9%

60.1%

15%

5.9%

제주다크투어는 2018년부터 3년간 

아름다운재단의 인큐베이팅 사업 지원을 받아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3년차가 되는 2020년 이후에는 오롯이 자립을 해야합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2020년, 제주다크투어가

꿋꿋하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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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주다크투어 

후원회원

강갑선  강문희  강버들  강성실  강윤혁  강은진  강정모  강태연  강호진  고동주 

고명희  고병수  고은지  고제량  고주현  고지선  권장희  권진덕  김경미  김경희 

김기남  김기동  김기옥  김나솔  김남훈  김다혜  김동현  김두림  김민선  김병기 

김병우  김복자  김성례  김성화  김승복  김세검  김세진 A  김세진 B  김연주  김영환 

김완  김우  김유정  김유진  김은희  김익태  김인숙  김잔디  김재실  김재훈 

김정도  김정숙  김정순  김종익  김지림  김지민  김진  김진극  김진영  김태일 

김태환  김평선  김효철  김희순  김희옥  김희철  노기 카오리  노민규  노아실 

도백호  류다솔  류민희  명랑  명혜정  문상빈  문아영  민경숙  박경수  박경희 

박래군  박민선  박병삼  박병우  박상용  박수연  박수진  박외순  박유라  박은호 

박정미  박진  박진석  박찬식  박한희  박희경  박희연  반영관  방학진  배보람 

배정민  백영경  부성진  서주형  성수미  소정미  송천규  신혜영  심재환  안은정 

안병욱  양동규  양성주  양여옥  양정심  양연수  양해준  양희선  염창근  오늘이 

오동원  오병환  오성희  오키나와 연구자 모임  오현정  오형윤  우미정  유동림 

유현주  윤상훈  윤상희  윤숙희  윤영호  윤영훈  윤지선  이경희  이기찬  이길훈 

이동현  이동화  이미현  이민정  이보라  이사랑  이상돈  이상언  이상희  이선미 

이송희  이수민  이슬  이용석  이원문  이윤성  이은경  이은진  이일  이재원 

이정섭  이종우  이지권  이태호  이현주  임무성  임솔아  임익종  임인자  임지호 

장길완  장동엽  장명우윤진영  장민성  장병권  장보람  장선미  장예정  장유진 

장원일  장흥배  전명훈  전수연  정경희  정규정  정나위  정다영  정다운  정민석 

정병길  정소연  정수민  정신영  정유리  정은주  조미진  조선경  조연서  조정아 

조찬호  좌광일  주동규  주자경  주태영  주현우  지오  진승희  최리현  최상돈 

최선미  최성혁  최재혁  최정진  최하영  팔레트(모꼬지룸)  한광희  한상희  한수연 

현기욱  현혜경  홍성수  홍승희  홍영철  홍정훈  황수영  황준

제주의 역사와 기억을 지키는 힘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후원자 명단은 2020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에어컨�구입을�위한�특별후원  강호진  고길천  고제량  김남훈  김덕진 김지민  

김진  바니  박수진  안경호  양성주  양시영  양여옥  연두  오세열  이기찬 

이길훈  이동현  이사랑  장정욱  전명훈  정국진  정은빈  조찬호  하정민  한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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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다크투어와 함께하는 법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힘을 저희는 믿습니다.

제주다크투어와 함께 제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켜가는 힘이 되어 주세요.

MEMBER

정기후원

SNS 친구 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비정기후원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뒷면의 후원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스캔 혹은 사진을 찍어 

메일(jejudarktours@gmail.com)로 

보내주시면 매월 지정 날짜에 일정 금액이 

CMS 자동이체를 통해 기부됩니다. 

ㅣ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jejudarktour 

ㅣ 인스타그램     @jejudarktours 

ㅣ 블로그      blog.naver.com/jejudarktours

ㅣ 카카오톡 채널     bit.ly/talk_jdt

제주다크투어의 SNS를 방문해 제주다크투어의 소식을 받아 보세요. 

좋아요 누르기와 공유는 더 많은 분들께 제주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주다크투어에서는 한 달 동안의 제주다크투어 활동이 담긴 

뉴스레터와 행사 안내 메일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 제주다크투어의 이야기에 함께해 주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 www.jejudarktours.org

일시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농협 301-0255-4708-41 

(예금주: (사)제주다크투어)



01 회원정보

02 후원정보

개인정보 이용동의

개인정보 3자 제공동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 소 

이 메 일

후 원 금

출 금 일

출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 1만원  □ 2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기타 (                   )원

□ 14일   □ 27일 

- 수집 및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권리 행사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금융기관, 통신사, CMS 업체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부터 자동이체의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예금주)은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회원가입서 작성 후 사진을 찍어 jejudarktours@gmail.com으로 보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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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고�싶은�길�-�(사)제주다크투어 

(사)제주다크투어는 여행을 통해 오감으로 역사를 느끼고

다시는 제주4·3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4·3 평화기행 뿐만 아니라 사라져 가는 유적지 기록, 4·3강좌 개최 및 국제연대 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631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93, 2층 

Tel. 064 805 0043              Fax. 070 8228 0043              Email. jejudarktours@gmail.com

Website. www.jejudarktours.org              Blog. blog.naver.com/jejudarktours

Facebook. www.facebook.com/jejudarktour                   Instagram. @jejudarktours 

Kakaotalk. bit.ly/talk_jd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