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3월 성균관대 입학
1984년 10월 부천에서 노동운동에 투신

이진엽

고려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한국가톨릭청년회 회장
대우자동차 전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인천상담소 소장
1991년 1월10일 작업 중 과로로 운명

석광수

1986년 인천 공성교통에 입사
1991년 6월14일 지도부 연행에 항의, 차량시위
에 적극 참가
1991년 6월15일 지도부 석방을 요구하며 분신
1991년 6월24일 10시28분 운명

이상구

1987년 인천 가정국민학교 발령
1988년 인천교사협의회 정책실 활동
1989년 인천초등교협 결성 주도, 총무부장 역
임, 전교조 가입
1989년 6월 27일 직위해제
1991년 9월 19일 등반 중 사망

1989년 9월 4일 인노회 사건으로 국가보안
법 구속, 집행유예로 출소
최 동

1990년 8월 7일 오전 9시30분경 한양대 사
회과학대에서 분신

1991년 6월 8일 인천 삼미기공에서 임금인
상 보고대회 도중 분신
1991년 6월15일 한강성심병원에서 운명
이진희
1987년 인천 신흥목재(우아미 가구)에서 활
동 중 해고
1989년 인천 목재 노동자회 실무자로 활동
1990년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회원으로 활
동, 남부 노동반 반장, ‘인사연’ 제8차
유재관

정기총회 준비위원
1991년 6월27일 운명

1980년 17세의 어린나이에 청계시장 내 봉제공

이석주

김정례

1988년
1985년
1991년
1991년

인천교대 졸업, 서곶국교 발령
5월 전교조 가입
건지국교 근무, 교과 모임 활동
9월19일 안나푸르나 등반 중 사망

장 시다생활
1984년~86년 청계피복노조 복구활동에 헌신적
으로 활동
1988년 인천으로 내려와 현장 대중활동
임옥례

1990년 인사련 회원가입
1992년 6월 5일 불치병으로 운명

1989년 우진상사에서 조합활동함

1989년~90년 인천 남일금속 노동조합 대의원
으로 활동

1990년 현진섬유 입사. 3개월 만에 해고
1990년~92년 복직 및 소송에서 승소

1991년~92년 노조 교육부장으로 활동
1992년 12월~93년 남일금속 회사 정상화를

1993년 2월17일 연탄가스 중독으로 운명

채희돈

위한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
1993년 2월20일 뇌경색증으로 운명

1981년 한양합판 입사
1988년 5월 한양합판 노동조합 설립
1990년 노동조합 위원장선거에 출마

1992년 대한마이크로전자 입사
1993년 해인교회 청년회 임원, 한국기독노동자

1991년 7월 1일 노동조합 회계감사로 일하
던 중 해고
조경천

1992년 7월 인천지방법원에서 해고무효 판
정으로 승소
1993년 5월19일 심장마비로 운명

인천지역연맹 준회원, 대한마이크로 노동
조합 재건 활동 전개
한병학

1993년 6월10일 예비군훈련 중 폭발사고로 20
명의 동료들과 함께 운명

김주리

최웅

1989년 우진상사, 진영물상입사
1992년 해고자들과 함께 미모사 설립
1993년 7월 미모사 근무 중 화상, 한강성심
병원에 입원
1993년 8월 8일 화상 후유증으로 운명

1987년 경동산업 입사,
1989년 해고, 인해협에서 간사로 활동
1990년 인천민중교육연구소 간사로 근무
1992년 인천민중연합 노동자위원회 활동
1993년 인천민중연합 부설 ‘우리’ 노동상담
실 노사부장으로 근무
1993년10월26일 신혼여행 중 사고로 운명

임혜란

1993년 2월 인천민주노동청년회 제3기 청년강
좌 수료
1993년 4월 파란들 입사
1993년 5월 인천민주노동청년회 회원
최영준

1994년 7월 26일 오전 9시 30분 인천 주안
5공단 내 (주)진흥정밀화학에서 폭발
로 인한 화재로 인하여 운명
김근수

1994년 3월 2월 대구에서 요양치료 중 교통사
고로 운명

1994년 7월 26일 오전 9시 30분 인천 주안 5
공단 내 (주)진흥정밀화학에서 폭발로 인한 화
재로 인하여 운명
이병덕

1994년 7월 26일 오전 9시 30분 인천 주안
5공단 내 (주)진흥정밀화학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로 인하여 운명
김태홍

1994년 7월 26일 오전 9시 30분 인천 주안 5
공단 내 (주)진흥정밀화학에서 폭발로 인한 화
재로 인하여 운명
조현길

1994년 7월 26일 오전 9시 30분 인천 주안

1994년 7월 26일 오전 9시 30분 인천 주안 5

5공단 내 (주)진흥정밀화학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로 인하여 운명

공단 내 (주)진흥정밀화학에서 폭발로 인한 화
재로 인하여 운명

박정관

이남규

1994년 7월 26일 오전 9시 30분 인천 주안
5공단 내 (주)진흥정밀화학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로 인하여 운명
이병화

1989년 대한트랜스(주) 입사, 노동조합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
1990년 노동쟁의 관련 해고, 구속
1991년 인천노동선교문화원 창립참여, 문화원내
땀방울 산악회 간사로 활동
1992년 백혈병으로 입원, 투병생활
1993년 9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운명

1995년 1월 13일, 굴업도 핵폐기장 철회를 위
해 인천에서 시위 도중 심장마비로 운명
김계월

이덕인

1995년 6월 아암도에서 노점 시작
장애인 자립추진위원회 총무국장
1995년 11월25일 노점 철거에 반대 농성 중
실종
1995년 11월28일 오전 10시 철거 감시용
망루에서 농성 중이던 이석근씨에 의해 발견

1973년11월11일 전남 신안 출생

박광남

1988년 3월 인천부흥중학교 발령. 인천교협
활동 및 전교조 결성 참여
1992년 인천 국공립중등지회장으로 해직교사
원상복직에 앞장섬
1993년 2월 해직. 6월 재판에서 승소, 복직
박영상

1994년 북인천여중 근무
1996년 3월 9일 부평공고 근무 중 사망 운

신동철

명

최명아

배동복

제정구

1985년 인천 태성전자,한미실업 등에 입사
1986년 인천 글로리아 가구 입사
1989년 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
1989년-95년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활동
1995년 12월부터 민주노총 조직국 조직1부
장으로 활동
1998년 2월11일 서울대 병원에서 진료 중뇌
사상태
1998년 2월24일 오후 1시경, 운명

1963년 5월 인천 출생
1991년 롯데기공 입사, 풍물패 활동
1996년 8월 영창악기 입사
풍물패 ‘어울림’ 창단, 초대 회장 역임
1999년 5월17일 사고로 운명

1973년 도시 빈민운동에 투신.
1985년 천주교도시빈민사목협의회 창립, 초
대 회장 역임. 도시빈민연구소 설립.
1986년 막사이사이상 수상.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사무총장 역임.
1992년 제14대,15대 국회의원 당선.
1999년 2월 9일 폐암으로 운명

인천지역 기독노동자연맹 회원이자 새벽교회의
교인으로서 장애인임에도 구김 없는 활
발한 모습으로 생활하던 중 고향에서 불
의의 물 사고로 운명

1990년 영포리모 입사. 노동조합결성 소모임,
노동조합 설립투쟁
1990년 통일대 “백두” 부평지대 활동
1995년 진영스텐다드 입사. 노동조합 설립. 노
동조합 교육부장 역임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총파업 투쟁
1997년 운명

1994년 한양공영 노동조합 선봉대 활동
1995년 한양공영 노동조합 풍물패 활동
노동자 통일대 “백두” 주안지대 활동
1996년 노동법 날치기 국면 총파업 투쟁
김기만

1998년 한양공영 부도. 고용안정 투쟁 중 영종
도에서 운명

김기옥

1987.
1987.
1989.
1991.
1992.

인천 영진운수 초대 노조위원장
인천 택시 총파업으로 구속
인천 영진운수 3대 노조위원장
영진운수 복직
5.30. 폭행으로 사망

1975년

김도연

긴급조치 9호 위반 2년 실형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상임위원
민통련 홍보국장
민주연합 추진위원회 위원.
민주당 부대변인
1993년 민주당 춘천시 보궐선거 지원 후 귀가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운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