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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민주주의자 김근태 상』 『제5회 민주주의자 김근태 상』 『제5회 민주주의자 김근태 상』 제정 및 참여 안내제정 및 참여 안내제정 및 참여 안내

2020. 11.

◇ 「민주주의자 김근태 상」

삶의 전부가 민주주의였던 김근태 의장의 9주기를 맞습니다.

싸워야 할 때 가장 먼저 싸우고,

물러설 때 가장 늦게 물러나면서도

늘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던 그가 더욱 그립습니다.

이 분노의 시대에도, 우리사회에는

인간의 삶을 낙관하고 희망의 근거를 묵묵히 남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근태의 오래된 스웨터처럼,

민주주의에 한 뜸, 한 뜸 정성스러운 손길을 더하는 그분들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드리기 위해 제5회‘민주주의자 김근태 상’수상자를 선정합니다.

김근태의 이름을 빌려,

바보처럼, 묵묵히 길을 걷는 분들의 삶이 조명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근태재단 /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 드림

◇ 공모기간 : 2020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 공모방법 : 첨부의 추천서 등 제반서류 작성 후 이메일( gthanbando@daum.net ) 

혹은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61-1 3층(흑석동) )

mailto:gthanban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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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내역(안)

  - 상패 제작 : 김운성, 김서경 (평화의 소녀상 작가)

  - 수상결정문 글씨 : 장사익

  - 상금 : 1천만 원

◇ 시상식

  - 2020년 12월 28일(월) 예정

◇ 선정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신경림 (시인 /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 심사위원  우원식 (국회의원,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대표),

방현석 (중앙대학교 교수),

김선희 (YTN 시청자센터 커뮤니케이션팀장),

유수훈 (숨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권해효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대표)

◇ 추진계획

  - 2020. 11. 05. ~ 2020. 11. 25.  수상자 공모 및 후보자 추천

  - 2020. 11. 26. ~ 2020. 11. 30.  선정위원회 심사

  - 2020. 12. 01.                 수상자 확정

  - 2020. 12. 28.                 시상식 (온라인 시상식 검토 중)

◇ 문의사항

  - 김근태재단 : 02-720-9373

■ 붙임 1. 「민주주의자 김근태 상」 제정취지문
2. 제5회 「민주주의자 김근태 상」추천서 양식



- 3 -

[붙임 1] 

「민주주의자 김근태 상」 제정취지문

  민주주의는 살아 행동하는 사람의 옷깃을 스쳐 풍겨나는 향기다. 민주주의는 느린 걸

음처럼 답답하게 지속되어야하고, 뒷걸음질처럼 미련하게 뒤돌아보아야 하고, 목적지에 

도달했다가도 바보처럼 되돌아가야한다. 함께 가야하기 때문이다.

  여기 삶 전부가 온전히 민주주의인 한 사람이 있었다. 김근태다. 한 인간으로 감당하

기 힘든 길에서 그가 본 것은 마음을 덜어 내어놓은 동지애였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

는 어두운 길에서 그가 본 것은 세계사를 관통해 유유히 흘러온 인류애였다. 막무가내

의 상대와 소통할 수 없는 벽에 맞닥뜨릴 때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수신, 도덕적 삶과 

행동으로 스스로를 더 정화시키는 일이었다.

  한 삶이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된다는 것은 무수히 다듬어진 경구와 같다. 그것이 개별

의 특별하고 한시적인 행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관되고 인간 보편을 포괄하는 

것이 되기까지 한 삶은 무수한 검증을 거쳐야 했다. 김근태의 삶은 그 결과물이며 끊임

없이 상기되고 양식화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단지 김근태를 추억하지 않는다. 김근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우

리의 언어로 불려질 수 있었다. 그와 더불어 인류사에 '한국의 민주주의'를 새길 수 있

었다. 민주주의는 그의 부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졌고, 그의 오래된 스웨터

처럼 민주주의에 한뜸 한뜸 정성스러운 손길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손길에 

박수치고 응원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인간의 삶을 낙관하고, 도덕적 태도를 견지하며 희망의 근거를 남기는 

분들이 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의 삶이 조명되길 바란다. 김근태의 이름을 빌어 민주주

의의 한 영역이 열리길 소원한다. 이 상은 그 묵묵함에게 드리는 함성이고 향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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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제5회 「민주주의자 김근태 상」 추천서제5회 「민주주의자 김근태 상」 추천서제5회 「민주주의자 김근태 상」 추천서

❍ 추천대상

(추천하려는 개인, 단체, 법인명을 기재바랍니다.)

❍ 추천 이유

(추천 이유를 분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인

추 천 인 (개인, 또는 단체, 법인 등)

연 락 처

E - 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