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사람과 사람과 사람들의 이야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전시
한국만화박물관 스스로 활동지

말풍선 속 인물의 이름을 맞춰보세요.
나는 5·18 민주항쟁 당시 군인이었어.
당시 나는 총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였고,
그 사실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어.
지금의 나는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이제 죽기 전에 내가 저지른 죄를 씻기 위해
5.18 유가족들을 만나 하고싶은 일이 있어.
5.18 당시 군인,
현재 대기업 회장

나는 5.18 당시 갓 돌이 지난 한 살이었어.
아버지는 5.18로 돌아가시고 나는 어머니에게
5.18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
나는 나중에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경찰이 되었어.
5.18 당시 갓 돌이 지난 한 살
현재 경찰
강풀 <26년> 中 등장인물

<바람이 불 때> 1980년 5월 18일 동훈이의 편지
내가 만약 동훈이처럼 군인이라면,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고 싶은지 편지로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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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웅 <바람이 불 때> 中 한장면

5·18 민주화운동, 어디까지 알고 있니?

만화로 보는 5·18 속 말말말!

5·18 민주화운동 연표를 보고 가로세로 퀴즈를 풀어주세요.

만화 속 명대사를 찾아 선으로 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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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쫓아다니면서
과거의 충격적이었던 장면을
다시 연출해 낼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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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분명히 기억해야 하오.
당신의 욕심이
어떤 아픔과 슬픔을 남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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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변기현 <망월> 中 한 장면

[ 가로 ]
❶	1980년 5월 26일 전남도청에서 항전하는 광주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펼친 작전

이제서야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싶은
군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야~
아 졸려 죽겠다 잘 있어라잉~
나중에 연락할께.

❷	1980년 5월 25일 청년학생 ◯◯◯지원자 1차 모집
❸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주년 되는 해다.
❹	19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이 확대
시민군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니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자네도 소중한 걸 잃는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네.

[ 세로 ]
❶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역은 ◯◯◯ ◯◯다.
❷	1980년 5월 18일 계엄사, ◯◯◯◯ 제10호 발령
❸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정치제도로 우리나라는 ◯◯◯◯국가이다.
❹	1980년 5월 19일 공수부대에 의해 최초로 사망한 광주시민의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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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 어디까지 알고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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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스스로 활동지 답안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김철수씨는 보았다.
이름 모를 누나와… 할머니가 맞아 죽을 때도…
자신이 총을 맞고…
남자가 죽어가며 도움을 구하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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