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18민주화운동시위에참여했다가처

벌받은시민이재심을통해39년만에무

죄를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는 계엄법 위반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안모(58)씨의재심에서무죄를선고했다

고25일밝혔다.

안씨는불법시위에가담해계엄사령관

조치에응하지않았다고기소된뒤 1980

년10월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유

죄를선고받았다.

유창훈판사는 피고인행위의시기,동

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등을비춰

볼때5 18 민주화운동과관련된행위라

면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를위한정당행위라고할수있다고

판시했다. /박은진기자pej269400@

일본의수출규제조치에반발해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광주

전남시민단체가아베정권을한목소리로

규탄하며 남북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

다.

6 15공동선언실천광주본부등광주전

남 123개시민단체는 25일광주동구금

남로5 18민주광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

역사와정의를바로세우고비극의재현

을막기위해서는남과북이힘을합쳐야

한다며 아베와그부역자들, 적폐세력

을단죄하기위한본질적인해법은바로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이

라고강조했다.

/박은진기자pej269400@

전남도소방본부(본부장 변수남)는

2019년봄철화재예방대책추진평가결

과전국에서1위를달성했다고25일밝혔

다.

봄철화재예방대책은전국소방본부에

서화재가많이발생하는봄철(3월~5월)

3개월간각종화재예방을위한중점과제

및시도별특수시책을추진하고, 그결과

를평가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

도소방본부는 화재안전특별조사와 연

계한지역행사장및석가탄신일대비문

화재,전통사찰,대형공사장등의사전안

전점검으로 대형 화재 제로화를 달성했

다.

특히사회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

치지원조례22개시군100%제정완료

및예산확보로인명피해저감시스템을

구축해높은평가를받았다.

또△피난약자시설소방시설보강시책

B(방화)T(탄탄보강)S(설치단) 운영

△지역공동체와함께도민의눈높이에서

안전망을구축하는 세이프메이트 운영

△일주일에(1), 한번(1), 구석구석

(9) 살피는화재안심대책 운영등화재

안전을위한다양하고기발한특수시책으

로좋은점수를받았다.

변수남 본부장은 앞으로도 계절별 특

성에맞는화재안전대책을통해도민이

안전하고행복한전남을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규진기자jin2001@

5 18언론상에 JTBC가 올해 보도한

미국정보요원출신김용장씨의증언 등

이선정됐다.

5 18기념재단과광주전남기자협회는5

18언론상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JTBC의 5 18 진상규명 연속보도와

KBS광주보도국의 헬기사격증인프로

젝트 다시보는검시기록-학살보고서 ,

경향신문의 5 18때공군수송기시체운

송의혹 전두환의 80년 5월 등을선정

했다고25일밝혔다.

사진보도부문은수상작이없는것으

로결정했다.

JTBC의 연속보도는 5 18 당시 미국

501여단한국인정보요원김용장씨의증

언을끌어내 5 18 진상규명에중요한단

서를 제공하고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한

점이높은평가를받았다.

KBS광주보도국은검찰의수사기록과

검시기록,법의학자감정등치밀한검증

과정을거쳐5 18 당시반인도적학살범

행이 무차별하게 자행된 구체적 증거를

새롭게제시한부분이좋은평가를받았

다.

경향신문은광주밖 5 18 암매장가능

성과 5 18 당시 전두환의동선과역할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점을

인정받았다.

뉴미디어콘텐츠부문에는KBC광주방

송의특별기획 오월의거짓말 15편과페

이스북 페이지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

세요의카드뉴스가선정됐다.

공로상에는 도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넘어 전면개정판공동집필자들이

선정됐다.

시상식은8월20일오후2시광주서구

5 18기념문화센터대동홀에서진행된다.

/이훈기자rkdals@

나주송제리고분에서 6세기초반혹은

중반에제작한것으로추정되는백제은

제관식(冠飾)이발견됐다. 관식은관모

에부착하는장식으로백제지배층고분

에서주로나온다.

웅진사비도읍기 백제지배층 전유물로

평가되는 은제 관식은 더러 출토되기는

했지만,종래유물이꽃모양일색인것과

는달리풀모양이라는점에서이채롭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전남기념물

제156호인송제리고분에서훼손고분기

록화사업으로추진한발굴조사결과, 백

제성왕(재위523∼554) 시기은제관식

과은제허리띠장식,청동잔,말갖춤,호

박옥등을확인했다고25일밝혔다.유물

출토양상을근거로연구소는송제리고

분이6세기전반백제왕실지배층무덤이

라고주장했다.

송제리 고분은 1987년 도굴된 상태로

그존재가알려졌다. 2000년석실(石室)

실측조사를통해평면이사각형이며천장

이활처럼휜궁륭형(穹隆形)이라는사실

이드러났으며벽면에는석회를칠했다는

점도확인됐다.

나주 영산강일대에는토착세력이조

성한옹관무덤이많은데, 백제식석실묘

(石室墓돌방무덤)인송제리고분의축조

시기와성격에대한학계관심이컸다.

조사단이무덤조성시점과관련해지

목한성왕은무령왕아들로, 538년 수도

를 웅진(공주)에서 사비(부여)로 옮겼

다.

전용호 나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은 출토유물을보면전형적인사비도읍

기 자료보다는 양식이 앞서고, 무령왕릉

출토품과흡사한청동잔호박옥장식칼

부속품이발견됐다는점에서성왕때무

덤일가능성이크다고설명했다.

송제리 고분에서나온은제관식은풀

잎 모양으로, 꽃봉오리 같은 사비도읍기

은화(銀花) 관식과는형태가다르다. 이

런은화관식은처음이다.

조사단은 재질이나좌우대칭,오린다

음접어서만든점은두관식이같다면서

도 은제관식은함께출토된유물을볼때

은화관식으로정형화하기전만들어진것

으로추정되며웅진기-사비기초공백을

메우는첫사례로본다고강조했다.

수수한 관식과달리허리띠장식은화

려한 편이다. 허리띠 끝장식, 버클인 교

구,칼이나화살통을거는심장모양과판

으로구성됐다. 버섯형태로바늘이없는

교구도웅진과사비사이과도기적모습

을띤다고조사단은전했다. 나아가호박

제대롱옥과동잔은비슷한유물이무령

왕릉에서 확인되기는 했지만, 극히 희귀

한사례라는점에서비상한주목을요한

다.

말갖춤으로는발걸이(등자)와말에탄

사람다리에흙이나물이튀지않도록안

장밑에늘어뜨리는말다래고정구가확

인됐다.발걸이는의령경산리,진주옥봉

출토품과 유사하며, 말다래 고정구는 서

울아차산홍련봉 2보루와합전옥전, 경

주미추왕릉에서도출토된유물이다.

이 밖에도둥근못머리를은으로감싼

관못이발견됐고, 무덤외곽의원형도랑

에서는 제의에 사용한 것으로 짐작되는

토기조각200여점이나왔다.

조사단은 나주송제리고분유물은이

무덤주인공이가장높은위계의인물이

며주로활동한시점은백제성왕대였음

을말해준다라고설명했다.

연구소는 이번 조사에서 무덤 규모도

파악했다.봉분은지름이약20m,높이가

4.5m다.석실은길이3m,너비2.7m,높

이2.5m이며,현실(玄室널방)가운데에

4.2m길이연도(羨道)가있다.

송제리고분인근에서는지금까지보고

되지않은새로운고분한기가파악됐다.

매장시설이심하게훼손돼고분구조정

도만알수있는상태다.

전용호 학예연구관은 송제리 고분은

영산강일대에백제가진출했음을알려주

는중요한자료라며 이고분이영산강유

역중심지인나주복암리나반남지역에

서떨어져자리한배경을연구할필요가

있다고말했다. /유원영기자you@

사회

나주서 백제시대풀모양은제관식 출토

4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나주송제리고분서출도된은제관식과허리띠장식,은피관못,동제잔등유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제공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송제리고분층조사결과

청동잔 호박도나와…성왕때지배층무덤추정

JTBC美정보원출신김용장씨의증언

취재 보도부문 5 18언론상 영예

25일오전광주동구5 18민주광장에서6 15공동선언실천광주본부등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가일본의경제제재조치를규탄하는기자

회견을하고있다. /6 15공동선언광주본부제공

전남소방,봄철화재예방대책전국1위

주택용소방시설설치등호평

5 18계엄법위반再審서 39년만에無罪

광주전남 123개시민단체모여

아베규탄 남북평화협정 촉구

법원 헌정질서수호정당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