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국회의원 서거 3주기 추모제

• 일시 : 2020년 7월 17일(토) 11:00~12:20 (1시간10분)
• 주최 : 노회찬재단, 정의당
• 장소 : 마석모란공원 묘소
• 대상 : 비대면 온라인 추모제로 진행(재단·정의당 유튜브, 페이스북 생중계)
▶ 생중계 함께하기
• 사회 : 김형탁(노회찬재단 사무총장)
• 수어통역 : 한현심(수어통역사)

1. 식순 안내
구 분

개
회

시 간

민중의례

11:00-11:05

5

묵념 : 임을 위한행진곡

내외빈 소개 및 인사말

11:05-11:13

8

조돈문(노회찬재단 이사장)
김지선(유족대표)

노회찬의원 약력소개

11:13-11:17

4

박원석(정의당 사무총장)

5

김현성 작곡가,가수
- 새벽첫차
- 반가워요

13

- 여영국(정의당 대표)
-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 심재명(명필름 대표)

추모공연1

11:17-11:22

추모사
추
모
제

비 고

11:22-11:35

추모공연2

11:35-11:40

5

정가가수 정마리 & 회원 중창단
- 시조창 청산도 절로절로
- 소연가

참배

11:40-11:50

10

유족, 이사단, 대표단

추모제창(다함께)

11:50-12:05

5

그날이 오면

참가자 헌화

12:05-12:10

5

소요시간

70

2. 노회찬이 걸어온 길



1956년 8월 31일 부산 출생
1973년

경기고등학교 입학. 반독재 민주화운동

1979~1983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1987년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창립

1989년

인민노련 사건으로 구속

1992년

만기 출소

1993~1998년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진보정치연합 대표

1993~2003년

<매일노동뉴스> 발행인

1997~1999년

국민승리21 정책기획위원장

2000~2002년

민주노동당 부대표

2002~2004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민주노동당 비례대표 8번), 초선

2005년

민주노동당 삼성 불법 정치자금 및 안기부 불법도청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2008년

진보신당 창당, 공동대표 선출

2009년

진보신당 당대표 선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통합진보당 노원병 후보), 재선

2012년

진보정의당 창당, 공동대표 선출

2013년

삼성 엑스파일 사건 관련, 국회의원직 상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정의당 경남 창원 성산 후보), 3선

2016~2018년

정의당 1기, 2기, 3기 원내대표

2018년

국회 교섭단체‘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2018년 7월 23일 서거
2018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2018년

민주언론상 활동부문 특별상

2019년

노동문화대상 수상

3. 님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4. 추모공연① 김현성 - 새벽첫차

아이들 잠든 얼굴 뒤로하고 새벽첫차를 타네
가로등은 밤을 새우고
버스기사가 인사를 하네
시동이 걸리고 낯익은 길을 새벽첫차가 가네
빌딩경비원 김씨가 타고
구내식당 남도댁이 타네
정류장마다 부지런한 사람들
붐비는 차에 오르네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버스가 흔들려도
누가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어
우린 눈물겹게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손잡이를 놓치지 않고
아이들 잠든 얼굴 뒤로하고 새벽첫차를 타네
찬바람에 눈물이 나네
새벽첫차가 출발한다네

5. 추모공연① 김현성 - 반가워요

반가워요 노회찬 의원님 어딜 바삐 가시나요
나는 새벽첫차를 기다리는 빌딩미화원 김씨랍니다
반가워요 노회찬 의원님 오늘도 바쁘시네요
나는 새벽첫차를 타야하는 일용노동자 박씨랍니다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모든 걸 끝마쳐야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맡은 일을 묵묵히 해요
하루가 가고 다시 새벽첫차를 타요
내일이 오면 또 다시 새벽첫차를 타요
반가워요 노회찬 의원님 어딜 바삐 가시나요
언제 시간되면 소주 한잔 나누면서 우리 사는 얘기
들어봐줘요

6. 추모공연② 정가가수 정마리 & 회원 중창단
- 시조창 청산도 절로절로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라도 절로절로
산 절로 수 절로 산수간에 나도절로
우리도 절로 자란 몸이니
늙기도 절로 늙으리라

7. 추모공연② 정가가수 정마리 & 회원 중창단
- 소연가

*머리에 석남꽃을 꽂고 네가 죽으면
머리에 석남꽃을 꽂고 나도 죽어서
서른 해만 서른 해만 더 함께 살아볼까나
살아볼까나

8. 추모제창(다함께) 그날이 오면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후에
내형제 빛나는 두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아 피맺힌 그 기다림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