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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다크투어는 

여행을 통해 오감으로 역사를 느끼고

다시는 제주4·3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4·3 평화기행을 비롯해 사라져 가는 유적지 기록, 

4·3강좌 개최 및 다양한 국내·외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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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지키는 제주의 역사와 동아시아의 평화, 

(사)제주다크투어가 문을 연 지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제주다크투어를 잊지 않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분들 덕분에 

지난 3년 동안 제주4·3을 알리고 평화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와 함께한 한 해였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4·3 역사의 현장을 함께 돌아보고 평화를 기억하고 싶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제주다크투어에게도 새로운 활동 방식을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보며 인사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연대의 끈끈함을 잊지 않고 서로를 기억하며 마음만은 가깝게 보낸 한 해였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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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주다크투어 이야기

기록으로 기억하는 제주4·3

제주4·3의 참된 봄을 위한 새로운 시작

더 투명하고 더 건전한 제주다크투어

제주도 곳곳에 4·3에 대한 기억들이 남아있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역사의 흔

적들이 사라지기 전에 유적지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은 4·3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입니

다. 2020년, 제주다크투어는 100곳이 넘는 유적지를 답사해 현장을 기록하고 보고서도 

발간했습니다. 4·3 생존자를 만나 뵙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기억이 

기록이 되고, 그것이 다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제주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2021년 2월 26일). 4·3특별

법이 처음 제정된 지 21년만 입니다. 비록 아쉬운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동안 

4·3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내용들이 다수 반영되었습니다. 국가가 부당한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 회복의 길이 열

리고,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주다크투어는 앞으로도 정부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4·3의 해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제주다크투어가 드디어 지정기부금 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D 그동안 제주다크투어를 

믿고 기다려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더 건전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의 역사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제주다크투어

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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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다크투어의 
2020년 

1월/2월

12월

3월/4월

11월

2020년 제주다크투어가 진행한 활동들을 소개합니다.

0113  

· 제71주년 제주4·3 북촌리 희생자 합동위령제

· 제71주년 제주4·3 동복리 희생자 합동위령제

0126

· 특별모금사업으로 에어컨 장만

0201  

·  월간 일일기행  

<1948년 이른 봄, 내 고향 조천 이야기>

0206-0210

· 오키나와 다크투어 유적지 답사 

1213  

·  <이덕구 100년 예술동행> 평화기행

·  난징대학살 제83주기 추모제

0310  

· 《4·3은 말한다》 강독 모임 시작

0402  

· 제72주년 제주4·3 희생자 합동위령제 

0403

· 제72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0416

·  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모임  

<4·3의 봄날, 세월의 기억>

0424

·  ‘방구석 무비나이트’ 넷플릭스 파티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1105  

· 제주4·3 성산읍 희생자 위령제

1106  

·  제주도 다크투어 유적지 안내판  

조사 보고서 발간 

1107

· 대전 골령골 한국전쟁 희생자 유해발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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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9월6월/7월

10월

0815  

· 송령이골 벌초 

0825

·  제70주기 섯알오름 예비검속 희생자  

추모 평화기행

0904

·  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재심 시민방청단 발족

0606  

· 이덕구 산전 답사 

0607

· 청주 여우골 한국전쟁 희생자 유해발굴 참가

0709~0711

·  강원피스투어 MOU 체결 및  

강원지역 다크투어 유적지 기행

0714~0928

·  ‘다시 쓰는 제주 100년의 역사’  

제주 다크투어 유적지 안내판 조사 

0715

·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박래군 인권활동가 초청 북토크

0727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 

1008~1103  

· <제주4·3과 한국전쟁> 온라인 기획강좌 

1013~1203

· 성산일출도서관과 함께하는 ‘길위의 인문학’ 프로젝트

1025

· 제주다크투어X수상한집 기획 <끝나지 않은 세월 : 곤을동에서 수상한집> 기행

1027~1111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

2020 제주다크투어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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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주다크투어 활동

평화기행: 4·3을 기억하는 현장의 발걸음

2020년에는 국내외 총 20여 개 단체 및 개인 700여 명이 

제주다크투어가 진행하는 4·3 평화기행에 참가했습니다. 

어렵기만 했던 코로나19 상황, 

(사)제주다크투어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4·3 평화기행을 진행했습니다. 

비록 지난해보다 현장을 찾은 분들의 수는 적었지만 

4·3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국가폭력에 반대하는 마음의 크기는 줄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해피빈과의 협업을 통해 개인 참가자들이 평화기행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습니다. 

조작간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수상한집>과의 콜라보 평화기행도 진행했습니다. 

4·3을 넘어 조작간첩까지 한국 현대사에서 4·3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 보았습니다. 

도보로 제주 시내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을 돌아보는 

제주시 원도심 다크투어 기행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21년에도 온·오프라인에서 보다 많은 분들이 4·3을 기억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ㅣ (사)제주다크투어의 모든 기행 프로그램은                             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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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주다크투어

연간보고서

2020 제주다크투어

연간보고서

2020년 제주다크투어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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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 기록: 기록의 힘으로 기억을 이어나가다

제주도 다크투어 유적지 100곳을 선정해 안내판을 톺아 봤습니다. 

제주도에는 제주4·3과 관련한 다크투어 유적지가 600~800곳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발걸음 내딛는 곳곳이 4·3의 흔적입니다. 

제주다크투어는 7월부터 9월까지 다크투어 유적지 100곳을 선정해 

안내판과 현장의 보존 상태를 조사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조사 결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영문 번역 오류, 

인권·젠더·평화 감수성이 미흡한 경우 등 부족한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권도 보장되지 않은 곳들이 많았습니다. 

제주다크투어는 유적지 안내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사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고 언론과 유관 기관에 알렸습니다. 

성산일출봉으로 유명한 성산지역 내 4·3 유적지 조사와 생존자 구술 채록도 진행했습니다. 

10월 한 달간 열 분의 생존자와 유족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돋이 명소로 알려진 성산일출봉(우뭇개동산)과 

광치기해변(터진목)에 얽힌 4·3의 이야기도 기록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2021년에 간행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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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각자가 모여 하나가 되어

시민이 주인공, 4·3이 궁금한 여러분을 위해 교육·강좌를 기획했습니다.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제주4·3과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기획강좌를 총 5주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공간의 제약 없이 진행된 강좌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참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알찬 내용의 강좌는 물론, 세계 곳곳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4·3과 한국전쟁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4·3을 제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와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민일보 4·3취재반의 《4·3은 말한다》 강독 모임을 총 10회로 진행했습니다. 

이 책은 4·3 진상 규명의 토대가 된, 4·3 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책입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제민일보 4·3취재반 기자로 활동하셨던 김종민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2020년 제주다크투어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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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사업: 국경을 넘어 마음 전하기

국가폭력 반대!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는 제주다크투어의 연대활동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해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종전 70년이 되는 2022년까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시민 1억 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한반도 분단에 반대하며 봉기한 제주4·3, 제주다크투어도 70여 년 전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이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활동에 함께 합니다. 

서명링크 endthekoreanwar.net

아시아의 국가폭력을 기억하며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로 나아가는 제주다크투어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2월에는 오키나와에 다녀왔습니다. 오키나와 곳곳에 있는 2차 세계대전 유적지를 돌아보고 

제주4·3과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매년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하는 난징 대학살 83주기 추념식에도 참여해 

연대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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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코로나 19를 비롯해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외부적으로 많은 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4·3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재심 재판 시민방청단’을 결성해 운영했습니다. 

최근에는 사상 처음으로 행불 수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현장에도 제주다크투어와 시민방청단이 함께했습니다. 

2021년에도 시민방청단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언제든 함께해요!

제주다크투어와 닮은 꼴인 강원피스투어가 강원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강원도를 찾아 제주다크투어의 경험도 공유하고 강원도 내 다크투어 현장도 둘러보았습니다. 

안보관광이 대다수인 강원도에도 평화여행이 자리 잡을 수 있길 응원합니다. 

제주4·3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한국전쟁 희생자 유해발굴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청주 여우골과 대전 골령골에서 진행됐는데요. 

제주다크투어 활동가들도 발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외에도 연간보고서에 다 담지 못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모두 제주다크투어를 아껴주시는 회원분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입니다. 

2021년에도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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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62,647원

후원금

43,721,456원

사업수입

67,119,289원

3,186,659원

33,065,534원

53,062,647원

전기 이월

기타수익

정기회비

200,155,585 원[수입]

33.5%

21.8%

26.5%

16.5%

1.5%

2020년 
제주다크투어 
재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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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65,116원

인건비

24,433,828원

사업비

17,558,503원
53,062,647원

운영비

20.0%

65.5%

14.3%

122,057,447 원[지출]

제주다크투어는 2018년부터 3년간 아름다운재단의 인큐베이팅 사업 지원을 받아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2021년부터는 오롯이 자립을 해야합니다. 

자립을 시작하는 2021년, 제주다크투어가 꿋꿋하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2020년 제주다크투어 재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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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갑선  강문희  강버들  강병옥  강성실  강성호  강윤혁  강은진  

강호진  강혜정  고권일  고명희  고병수  고은지  고제량  고주현  

고지선  고효양  권오덕  권장희  권진덕  권헌규  권혁일  김경미  

김경희  김기남  김기동  김기옥  김나솔  김남훈  김다혜  김동현  

김동환  김두림  김명완  김민선  김병기  김병우  김복자  김성규  

김성례  김세진  김연주  김영환  김완  김유정  김유진  김은희A  

김은희B  김익태  김인숙  김잔디  김재훈  김정숙  김정순  김종익  

김지림  김지민  김지형  김진  김진극  김진영  김찬호  김찬휘  

김태일  김태환  김평선  김한솔  김형완  김효철  김휘연  김희순  

김희철  노기 카오리  노아실  도백호  류다솔  류민희  류승연  류영재  

명랑  명혜정  문보미  문상빈  민경숙  박경희  박대현  박래군  

박병삼  박병우  박상용  박석진  박수연  박수진  박외순  박유라  

박은호  박정미  박진  박진석  박찬식  박한희  박희경  박희연  

반영관  방학진  배정민  백영경  부성진  서주형  서채완  성영희  

소정미  송영훈  송천규  신현재  신혜영  심재환  안은정  양동규  

양성주  양여옥  양연준  양인심  양해준  양희선  염창근  오동원  

오병환  오성희  오은주  오현정  오형윤  윤명희  윤상훈  윤상희  

윤숙희  윤영훈  윤지선  윤진영  윤치경  이경희  이기찬  이길훈  

이도권  이동현  이동화  이미현  이민정  이보라  이사랑  이상돈  

이상언  이상희  이선미  이송희  이수민  이슬  이용석  이원문  

이윤성  이은경  이은진  이일  이재원  이정섭  이종우  이지권  

제주의 역사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힘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후원자 명단은 2021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제주다크투어 후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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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이현주  임무성  임인자  장기훈  장길완  장동엽  장동화  

장명우  장민성  장보람  장선미  장예정  장원일  장유진  장흥배  

전명숙  전명훈  전수연  전진수  정경희  정규정  정기종  정다영  

정다운  정민경  정병길  정수민  정신영  정유리  조미진  조민수  

조선경  조수진  조연서  조정아  좌광일  주동규  주세웅  주태영  

주현우  지오  진승희  최리현  최상돈  최선미  최성혁  최윤정  

최재혁  최정진  최희태  한수연  현기영  현기욱  현혜경  홍성수  

홍승희  홍영철  홍정훈  황수영  황숙자  황준  황진상

일시후원     

강혜정 고길천 고아람 김다혜 김형종 박수진 안진걸 오세진 

홍미영 황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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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주다크투어 후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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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힘을 저희는 믿습니다.

제주다크투어와 함께 제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켜가는 힘이 되어 주세요.

정기후원

비정기후원

뉴스레터 구독하기

SNS 친구 되기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옆면의 후원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스캔 혹은 사진을 찍어 메일(jejudarktours@gmail.com)로 

보내주시면 매월 지정하신 날짜에 일정 금액이 CMS 자동이체를 통해 기부됩니다. 

일시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농협 301-0246-6636-91   예금주: (사)제주다크투어

제주다크투어에서는 한 달 동안의 제주다크투어의 활동이 담긴 뉴스레터와  

다크투어 유적지 소개, 행사 안내 메일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 제주다크투어의 이야기에 함께해 주세요. 

ㅣ 뉴스레터 구독 신청	 www.jejudarktours.org

ㅣ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jejudarktour	

ㅣ 인스타그램	 	 @jejudarktours	

ㅣ 블로그	 	 	 blog.naver.com/jejudarktours

제주다크투어의 SNS를 방문해 제주다크투어의 소식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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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주다크투어와 함께하는 법



01 회원정보

02 후원정보

개인정보 이용동의

개인정보 3자 제공동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름

생 년 월 일

휴 대 전 화

주 소 

이 메 일

후 원 금

출 금 일

출 금 은 행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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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으로 보내 주세요. 

 (사)제주다크투어가 지정 기부금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가 되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제주다크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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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적지 기행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유적지 기록, 4·3 강좌 개최 및 국제연대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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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