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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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294-1031)

교육활동 보호!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료제공:

교육부 교원정책과

☎

044-203-6487)

○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서「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범죄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한 간섭 교원의 영상·사진 등의
무단 배포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합니다
.

,

,

,

,

,

,

.

○ 감사의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게 되는 월을 맞아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5

,

.

“제41회 스승의 날 기념 웹사이트(선생님고맙습니다.kr)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 4.25.(월)~5.17.(화) / ① 카드 보내기, ② ○X 퀴즈, ③ 퍼즐 맞추기

- 2 -

붙임

교육활동 침해 예방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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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군수품은“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합니다.”
(

자료제공 국방부조사본부
:

☎

02-748-1894)

□ 우리나라는 특수한 안보상황과 테러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군복 전투모 등 군용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와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착용 및 군용장구 휴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단속대상이 되는 군용물품은 군용총기 탄약 폭발물 군용차량
통신장비 군복 및 군용장구류 군용유류 등 입니다
,

,

,

.

,

,

,

,

,

,

.

○ 이 중 군복은 베레모 전투모 등 군용모자 전투복 우의 등 제복 전투화
군용구두 단화 등 군화 계급장 특전․특공부대 군복에 붙이는 부착물 등
표지장 기타 피아식별띠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야전상의 구형전투화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 군용장구류는 군용표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낭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등이 있고
군용표지가 없어도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특수군복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은 단속대상입니다
○ 또한 불법유출 및 거래되는 미군 군수품 역시 단속대상임을 명심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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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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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군수품을 불법유출 및 유통시키거나 불법제조․판매
판매목적으로 소지 군복 및 군용장구류를 무단 착용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

○ 군용총기․탄약․폭발물의 경우에는 군 형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 기타 군복 및 군용장구류의 경우나 기타 군수품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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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생활
병영생활 고충상담,
고충상담, 성폭력
성폭력 žž 군범죄 신고/상담

「
「국
국 방
방 헬
헬 프
프 콜
콜 ☎
☎ 11 33 00 33」
」
(

자료제공 국방부조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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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748-1973)

전사 ․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안내

자료제공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
전쟁 무렵부터 년까지 사망한 군인 중 재심의를 통해 전사 및 순직으로
결정되었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유가족에게 알리지 못한 분이 명입니다
(

:

02-748-5128)

044-200-7367)
044-202-5431)

6.25

1986

2,048

.

더 늦기전에 유가족을 찾아 고인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해 국방부와 국민
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가 합동으로「전사 ․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
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 전사 ․ 순직 사실을 통보받고 요건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경우 보훈
급여금 수령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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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 안내

자료제공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
부 「 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
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
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신 분 중 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병장이 아닌 상등병으로 만기 전역하신 분들의
명예를 높여드리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상등병 만기전역자 본인 또는 그 유족께서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지방
병무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21.10.14.

:

02-748-5128)

30

.

2001.3.31.

30

.

/

.

○

특별진급이 결정되면 병적상의 실제 계급을 전역일 부 병장으로 수정할
수 있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경우 묘비 등의 계급도 수정 가능합니다
,

.

- 8 -

6·25전사자의 유가족을 찾습니다.
(

자료제공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계획운영처 ☎
:

02-811-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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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안내
(

자료제공 국방부 ·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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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424-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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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이웃을 추천해 주세요
(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

02-2100-4110)

희망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숨은 희망을 찾아 함께 공유할수록
대한민국은 따뜻해집니다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이웃을 찾아주세요
국민이 추천하고 정부가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이 올해 회째를 맞아
여러분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분 생명사랑과 환경보호에 앞장서시는 분
주변에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분 코로나 위기극복에 헌신·봉사한 분
등 각 분야에서 타인의 귀감이 되는 우리 주변 이웃들이 추천대상이 됩
니다
추천은 개인이나 단체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시려면 인터넷 이메일로 추천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스마트폰
으로도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고 우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1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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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m.sanghun.go.kr)

.

(

.

)

▸ 인터넷 : www.sanghun.go.kr / 이메일 : sanghun114@korea.kr
▸ 모바일(스마트폰) : m.sanghun.go.kr
▸ 우편 또는 방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추천은 연중 가능하며 올해 심사대상 추천은 월 일까지입니다
추천된 분들 가운데 국민추천포상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연말에 포상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미담의 주인공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6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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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추천포상 안내문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노력해 온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아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한
주변의 숨은 공로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개인 또는 단체 등 국민 누구나 (다만, 본인 추천불가)

☞ 어떤 분을 추천합니까?

▸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하신 분, 재산 또는 재능을 기부한 분
▸ 인명구조 또는 생명보호에 헌신한 자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힘쓴 분
▸ 역경을 극복해 주변에 희망과 용기를 주신 분
▸ 국제구호 및 국위선양 등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분
▸ 사회화합을 실천해 귀감이 된 분
,

※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독립운동․보훈․참전, 학술․연구․고도의 기술 등 소관부처에서 전문적으로 심사할 사항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

☞ 언제까지 추천해야 합니까?

연중 언제든 추천 가능하며 올해 심사대상은
,

목 까지 추천된 건에 한합니다

6.30.(

)

.

☞ 어떻게 추천해야 합니까?

인터넷 전자우편 일반우편으로 추천서 제출 또는 행정안전부 직접 방문
,

,

① (인터넷/모바일) 온라인(www.sanghun.go.kr) 또는 모바일(m.sanghun.go.kr) 접속 →
‘대한민국 상훈’ - ‘국민추천포상’ - ‘인터넷 추천’ 메뉴 클릭 → 추천서 입력·저장

* 포털 검색창에「대한민국 상훈」을 입력하면 국민추천포상 접수창구 접속 가능
② (전자우편) 추천서 작성 후 전자메일(sanghun114@korea.kr) 송부

* 국민추천포상 온라인 접수창구(www.sanghun.go.kr)에서 추천서식 다운로드

③ (우편·방문) 행정안전부로 우편 송부 또는 직접 방문·제출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추천서식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공적사실 확인 ⇨ 요건확인 ⇨ 공적심사 ⇨ 포상결정 ⇨ 포상수여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문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02-210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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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

044-205-6632~42)

신청요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위해 및 재산 피해를

(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주요사례 :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성범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학교폭력 등

○

·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 상세절차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www.rrncc.go.kr) 참조

○

․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위해

(

피해 또는 우려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자료예시 :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입소확인서,

(병원)

진단서,

(법원)
(금융)

- 15 -

판결문, 보호명령,(피해지원기관)상담 또는

기관확인서,

(기타)

녹취록, 영상･사진 등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시이집트-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
(자료제공: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063-223-5651)

여러분을 고대 이집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이 준비한 이번 특별전에는 실제 미라를 비롯하여 94점의 고대
이집트 문화재가 선보입니다. 이 전시는 지방 국립박물관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이집트 관련 전시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바
랐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시장은 크게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람객이 처음 마주하는 것
은 고대 이집트 신들의 조각상들과 이집트인들의 일상을 알 수 있는 생활용품
들입니다.
다음 공간에서는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파라오 중 하나인 람세스 2세의 조각
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세 번째 공간에서는 무려 약 3,500년에 이르는 고대 이집트의 역사가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인 히에로글리프(Hieroglyphics, 신성문자)에 대해 자세
히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 비석과 조각상에 새겨진 상형문자들은 그 오래전 이
집트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간은 전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실제 미라가 전시되어 있는
방입니다. 2,700여 년 전 영원한 삶을 살고자 했던 고대 이집트인 토티르테스의
관에서 확인된 실제 미라와 완벽한 부활을 위한 일종의 기도문이자 컨닝 페이
퍼와 같은 사자의 서(Book of the Dead)와 마주하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의 미라, 파라오, 피라미드 등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접할 수 있
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리는 지방 국립박물관 최
초의 이집트 전시에서 직접 고대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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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시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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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2m 까지
(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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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01-2373)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모집
(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

- 19 -

☎

044-201-2425)

- 20 -

2022년 축산환경실태조사
(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 21 -

☎

044-201-2351)

축산농장 동물용의약품 10가지 안전수칙
(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

- 22 -

☎

044-201-2975)

5월 제철 농산물 홍보
(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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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01-2274)

태양광 설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요령 안내
(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

044-203-5368)

태양광 설비 소유주(또는 관리자)께서는 풍수해 집중시기 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요령 및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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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구분

태양광 설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사항
ㅇ 외관상 모듈 파손이나 균열이 있는가?

점검결과
□양호 □미흡

ㅇ 기초부위, 지지대, 모듈 사이의 결속은 헐거움 없이
□양호 □미흡
단단히 조립되어 있는가?
공통
사항

일

ㅇ 각 지지대의 휨, 균열 등이 있는가?

□양호 □미흡

ㅇ 기초부위(콘크리트 등)의 균열 및 파손이 있는가?

□양호 □미흡

ㅇ 태양광 설비 주변 정리 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미흡

ㅇ 배수시설 맨홀 및 배수로에 이물질이 있는가?

□양호 □미흡

ㅇ 경사면 배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양호 □미흡

입 반 ㅇ 지지대의 침하가 없으며, 지지대-지반의 고정상태는
□양호 □미흡
양호한가?
부
지
별 지 ㅇ 부지 내 지반침하, 토사유출, 세굴현상의 흔적이 있는가? □양호 □미흡
점
검

ㅇ 축대의 균열, 누수 등이 있는가?

□양호 □미흡

사
ㅇ 지붕과 기초, 구조물은 헐거움 없이 단단히 결착되었는가? □양호 □미흡

항
건

축 ㅇ 지붕방수에 문제는 없는가?

□양호 □미흡

물
ㅇ 별도의 추가하중 적재여부가 있는가?

□양호 □미흡

※ 점검결과 미흡사항 발생 시, 시공기업을 통해 개선 조치를 받으시기 바라며, 애로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고장접수지원센터(☎1544-0940)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화재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설비가동 중단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REC 가중치
1개월분이 중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설비 1일이내, 그 외 3일이내(비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설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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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044-202-2616)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을 존중함으로
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향후 자신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
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임종기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원치
않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

-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
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제공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인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
지(https://lst.go.kr)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 콜센터 ☏1855-0075, 1422-25(수신자부담)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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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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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기관정보 안내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044-202-3898)

○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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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위한 1보!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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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변인실

☎

044-201-6062)

1회용컵 보증금제 개요

참 고

□ 배경 및 대상
ㅇ 배경 커피전문점 등의 성장으로
(

)

1회용

컵 사용량 급증하고 있으나,

재활용량은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우려 심화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1회용컵 사용량 25억개 중 4.5%만 재활용(`18년 기준)
이에 자원재활용법 개정
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시행 【붙임 】
ㅇ 대상 전국 개 브랜드 개 사업자
개 매장【붙임 】
※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수 100개 이상 사업자
-

,

(

(‘20.6), ‘1

)

105

’

(‘22.6.10

) 38,881

(79

)

1

3

□ 이행 체계
① 보증금 보증금관리센터에 보증금․처리지원금 납부 및 정보 제공
판매자 → 컵 반환 소비자 → 보증금 환급 보증금 센터
② 컵 매장에서 컵 수집 수집 전문업체 → 재활용사업자에 인계 수집
전문업체 → 처리지원금 지급 보증금관리센터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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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제2기 국민평가단 모집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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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변인실

☎

044-201-6062)

제2기 국민국민평가단 모집 공고문

참 고

환경부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기후변화로부터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 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제 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함께하고
의견을 제시 할 「국민평가단」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8

3

38

.

(’21~‘25)

3

,

.

2021년

4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대

상

:

기후변화 적응에 관심있는 만19세 이상 국민

 모집기간

: ‘21.4.26(월) ~ 5.14(금) 24:00까지

 모집인원

:

약

 선정기준

:

연령, 성별, 정부주관 평가단 참여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정

50명

 활동내용
-

제 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제시 및
대 국민체감형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첨부파일 참고
3

8

(

적응대책 설명

현장방문

▶

6월

▶

7~8월

적응대책
제안회의(2회)
9~10월

▶

)

‘21 이행설명회

▶

10~11월

성과평가회
12월

* 현장방문시 차량, 식사 등을 지원, 사전회의와 성과평가회는 활동비 지급 예정

 활동기간

: ’21.6 ~ ‘21.12 (약 7개월)

 지원방법

:

환경부(www.me.go.kr) 또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kaccc.kei.re.kr)

누리집에서 지원서(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전자우편(gookmin@kei.re.kr)
으로 제출



발 표
및 개별 통보

월말 환경부·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누리집에 공고

: 2021. 5

,

※ (관련문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044-415-7273, 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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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제도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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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01-3380)

바다의 꿈, 미래의 꿈 바다에도 나무를 심어요!
(자료제공:

해양수산부 홍보담당관실

- 34 -

☎

044-200-5014)

- 35 -

“가정 내 작업공구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 안전취약계층은 사고비율이 높아 공구 사용 시 더욱 주의해야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국 ☎

043-880-5744)

□ 소비자 안전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소비자24(consumer.go.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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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자료제공: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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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00-7081)

우리의 나무가 아플 때는 나무병원을 찾아주세요 !
(자료제공:

□

2018년 6월 28일부터

□

‘나무의사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042-481-4064)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제도 ’는 우리의 나무가 수목진료전문가 (나무의사 ,

수목치료기술자)에 의해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한 것으로, 기존
비전문가에 의해 발생하는 부적절한 약제살포 등의 문제를 개선
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

·

나무의사 제도의 시행으로 수목에 대한 진단 처방 및 예방 치료
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
만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제

54조에

따라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우리의 나무가 아플 때는 나무
병원을 이용해주세요.
O

우리 지역의 나무병원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https://fec.fores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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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나무의사 제도 인포그래픽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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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안내
(자료제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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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481-4097)

우리가 가꿔온 소중한 숲, 산불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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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대변인실

☎

042-481-4074 )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지켜줘야겠어!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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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대변인실

☎

043-719-7792)

60세 이상 연령층 코로나19 4차접종 실시
(자료제공:

질병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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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913-2336)

코로나19 유행 중에도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제때 실시하는 것이 중요!!
(자료제공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8398~8399)

□ 홍역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완료 중요
○ 특히 단체생활 시작 어린이집 유치원 등 하는 어린이는 감염병에 취약
○ 코로나 유행 중에도 중단없이 제때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
‘

,

※만

(

’

,

)

19

세 완전접종률 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나, 만
완전접종률 은 2019년 대비 1.3%p 감소
*

1~3

6

세 (만

4~6

세 추가접종)

*

출처: 2019～2020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 연령별로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라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한 아동의 비율

□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어린이와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
○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확인 후,

※ 예방접종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접종기관에 등록 요청

○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방문
,

*

(

)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확인
※ 자세한 예방접종 일정은 예진의사 또는 보건소 예방접종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접종기관 방문 국가접종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개월 미만 어린이는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나, 착용시 각별한 주의 필요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면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한 후 귀가합니다.
⦁접종 받은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하며, 충분히 쉬고, 접종 후 2~3일간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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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출처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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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국가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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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719-8398, 8399)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안내
(자료제공:

목(HY헤드라인M, 18P,
보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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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393-9730)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습니다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1)

○ 누리집 접속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메인화면 우측

<독립유공자의

손을 찾습니다> 클릭
(https://e-gonghun.mpva.go.kr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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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022년 6월의 독립운동가

이덕주·최흥식·안경근 선생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

044-202-5780)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이덕주 최흥식 안경근
선생을

2022년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특무조직, 한인애국단
1919년 3･1운동의 결실로 조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독립운동 방략으로 강력
한 의열투쟁을 선택하고 그 실천조직으로서 1931년 말 한인애국단을 결성하였
다. 의열투쟁은 월등히 우세한 화력을 가진 일제를 상대로 최소 경비와 소수 인
원이 암살･파괴 등 방식으로 무장투쟁을 벌이는 독립운동의 한 방략이었다. 이
는 국가나 민족이나 인류 공영을 목적으로 하고 침략 원흉이나 공공의 적 또는
침략기구나 수탈기관 등 소수를 공격 대상으로 특정한다는 점, 그리고 정정당당
하게 거사의 목적과 이유, 주체를 밝힌다는 점에서 테러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1)
임시정부가 한인애국단을 결성한 데에는 192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된 임시정부
의 곤경을 타개하고 1930년대부터 시작된 일제의 침략전쟁에 맞서 독립운동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임시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무대로서 별
도기구를 조직한 것은 한인애국단이 처음이었다. 임시정부는 정부 수입금의 반
액을 특무대에 지급하기로 하고, 국무위원인 김구를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김구에게
는 한인애국단의 활동이나 인물 선정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다만 결과를 보고하
도록 하였다.2)
전권을 위임받은 김구는 1931년 말 임시정부의 특무조직으로서 한인애국단을 결성하였다.
한인애국단 본부는 상해 프랑스 조계 신천상리 20호 안공근의 집으로 삼고, 단원 합숙소는
마당로 보경리 4호 임시정부 청사 뒤 살파새로 188호에 두었다.3)한인애국단은
비밀리에 조직･운영되었기 때문에 단원을 미리 모집하거나 창립식을 거행하지
않았다. 단장 김구가 특무활동을 준비･계획하는 과정에서 결행할 인물을 선정하
고 태극기 앞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으로 입단식을 대신하였다.4)
1) 김용달, ｢의열투쟁과 한인애국단｣,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100년의 역사, 역사공간, 2019, 125~126쪽.
2) 조범래, 의열투쟁 Ⅱ-한인애국단(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7),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2쪽.
3) 김용달, ｢의열투쟁과 한인애국단｣,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100년의 역사, 역사공간, 2019, 130쪽.
4) 신용하, ｢백범 김구와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 백범과 민족운동 연구,1, 백범학술원, 2003, 86~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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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단장 김구와 청년단원으로 구성된 한인애국단은 1932년 1월 이봉창 의
사의 도쿄의거를 시작으로, 4월 윤봉길 의사의 상해의거 등 일제 침략의 본거지
와 수뇌부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특공작전을 이어나갔다. 작전대상은 일제 침략
의 본거지인 도쿄와 일왕, 식민지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와 조선총독, 상해침략
의 천병인 상해파견 일본군사령부와 일본군 수뇌부, 만주침략의 전진기지인 관
동군 사령부와 사령관 등이었다. 임시정부 직속 특무조직인 한인애국단의 의열
투쟁은 일제의 침략전쟁에 맞선 일종의‘반침략전’이기도 하였다.5)
2. 국내에서 조선총독 처단 의거에 나선 이덕주
한인애국단은 한국을 식민통치하는 최고 책임자인 조선총독 우가키 가즈시게(宇
垣一成)를 처단하려고 하였다. 단원 유진식과 의거에 나선 인물은 이덕주였다. 서

리균(徐利均)이라는 이명으로도 불린 그는 1909년 1월 2일 부친 이원국(李源國)과 모친
배현후(裵賢厚) 사이에서 태어났다.6) 본적은 황해도 신천군 신천읍 사직리 219호
이다.7)
이덕주가 24세 때 한인애국단에 입단하며 단장 김구에게 남긴 자필 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6세 때 상지현 향교에 입학하여 수학하였고 12세 때 해주고보에
입학하였다가 경성의 양정고등보통학교로 전학하였다. 이후 학업을 중단하고 17
세 때 과수업, 19세 때 재목상(材木商)을 하다가 20세 때 상해로 왔다고 한다.8)
상해 도착 후에는 대한교민단 산하 의경대, 상해한인독립운동청년동맹, 상해 한
국독립당, 상해 한인청년당 등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보았다. 이때 한인애
국단원의 합숙소이기도 한 프랑스 조계 살파새로 188호 3층에 살고 있는 유진
식 의 거처에 종종 찾아와 지낸 사실도 확인된다.9)
이덕주가 조선총독 처단 의거에 나선 것은 단장 김구의 제안 때문이었다. 김구
는 임시정부의 현상을 상술한 후 일본과 중국의 시국이 점점 착종(錯綜)되는 상
황에서 조선 민족으로서 독립 의지를 세계 각국에 알리고 임시정부의 재정확보
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총독을 처단해야 한다는 지령을 내렸다.10)
김구의 제안을 승낙한 이덕주가 조선총독 처단을 위해 국내에 파견된 것은
1932년 3월 초였다. 그는 단장 김구에게 권총 1발과 탄환 25발, 여비 120엔을
5) 한시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군 수뇌를 처단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공간, 2022, 86쪽.
6) ｢이덕주 이력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국가등록유산).
7)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조경헌고비제92호, ｢총독암살 목적으로 잠입한 불령선인 검거송국 보고 통첩｣(1932.6.8.).
8) ｢이덕주 이력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국가등록유산).
9) 백범학술원 편, ｢김구일파의 동정과 체포계획에 관한 건｣, 백범과 민족운동연구5, 2007, 405~406쪽.
10)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조경헌고비제92호, ｢총독암살 목적으로 잠입한 불령선인 검거송국 보고 통첩｣(19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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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3월 10일 중국 기선 이통호(利通號)를 타고 상해를 떠나 천진에 왔다. 천진
부터는 육로로 산해관, 금주, 봉천을 경유하여 3월 19일 본적지인 황해도 신천
에 도착하였다.
신천 도착 후 이덕주는 경계가 엄중하여 단독으로는 조선총독 처단 의거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단장인 김구에게 동지 파견을 요청하였다. 1932년 3월 31일자로 이덕
주가 ‘김정애’라는 인물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며칠 전 보낸 편지를 받아보았냐”
고 물은 뒤, “자신의 요청을 들으면 뜻대로 잘 될 것 같으니 회답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보면, 신천 도착 후 이덕주는 단장 김구에게 편지로 도착 보
고를 한 후 회신이 없자 재차 편지를 보내 지시를 요청한 것 같다. 이덕주는 ‘현
재 상황을 속수무책’이라고 언급하며 자신의 곤란한 상황도 전달하였다.11)
단장 김구는 이덕주를 돕기 위해 3월 말 의경대원 유진식을 국내로 파견하였다.
4월 2일 상하이를 떠나 단동을 거쳐 신의주를 지나 황해도 신천에 도착한 유진
식은 이덕주와 합류하여 조선총독 처단 의거를 준비하였다. 하지만 이덕주의 신
천 도착 후부터 이미 그를 예의주시하던 신천경찰이 이덕주가 신천여관에서 거
주 불명의 인물과 만나자 2명을 붙잡아 취조 중 조선총독 처단 준비 사실을 발
각하면서 의거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12)
이후 이덕주는 1932년 7월 해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살인예비, 치안유지법, 총포
화약류취체령 위반’으로 징역 7년형을 언도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공소를 제기,
평양형무소로 이감 후 1935년 2월 12일 까지 해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것으
로 보인다.13) 정부는 이덕주의 공적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
였다.
3. 대련에서 관동군 사령관 등 처단의거에 나선 최흥식
한인애국단원 최흥식이 동료 유상근과 함께 준비한 의거는 대련에서 일본 관동
군 사령관 등 고위 관료 처단 계획이었다. 이는 리튼(Lytton) 조사단의 중국 현
지 조사일정에 따른 것이었다. 1931년 9･18 만주침략과 1932년 3월 1일 ‘만주
국’수립 등 일제 침략에도 불구하고 당시 장개석이 이끄는 중국국민당 정부는
무저항주의로 일관하며 만주문제를 국제연맹에 제소하였다. 중국정부의 제소를
받아들인 국제연맹은 리튼을 위원장으로 조사단 파견을 의결하고 1932년 2월부
터 7월까지 현지 조사를 계획하였다. 그중 대련은 1932년 5월 26일부터 30일
11) ｢이덕주가 김정애게에 보낸 편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국가지정유산).
12)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조경헌고비제92호, ｢총독암살 목적으로 잠입한 불령선인 검거송국 보고 통첩｣(1932.6.8.).
13) ｢우원총독모살범 한인청년당원 이덕주, 동범 유진만과 평양에 이감｣, ｢동아일보｣(1932.8.6.). ; 해주형무소에서 1935년 2
월 12일까지 복역한 사실은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이덕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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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머물 예정이었다.
한인애국단 단장 김구는 리튼 조사단의 대련 도착을 최대한 이용하기로 하였다.
조사단의 움직임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고, 조사단이 도착할 때 일본 관
동군 사령관 등 고위관료가 반드시 영접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련이 일제의 조차지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의거를 결행하면 일제의 책임소재는
물론, 국제적인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이점도 있었다.14)
이른바 ‘대련의거’을 위해 먼저 대련에 파견된 인물은 최흥식이었다. 도왜실기
에 소개된 최흥식의 이력에 따르면, 그는 서울 황금정(黃金町) 이정목(二丁目) 22
번지에서 부친 최한조(崔漢朝)와 모친 나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이름
은 팔경(八慶)이었다. 모친이 44세 때 난산으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최흥식 출생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출생 당시 72세였던
부친도 7세 때 작고하면서 이후 형 광식과 함께 지냈다고 한다.
최흥식은 11세 때 서울의 수하동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4세 때 가정형
편으로 학업을 중단하였으며,

20세 때 지등공사(紙燈公司) 외무원으로 다니던

그는 ‘큰 포부와 위대한 뜻을 품고 죽음으로써 3천 만 생령을 고통과 압박에서 구해낼
생각’으로 중국 망명을 결심하였다.
최흥식의 중국 망명은 1931년 4월 추진되었다. 우선 봉천을 거쳐 대련에 도착
한 그는 여비 마련을 위해 일본인 상점의 판매원으로 일을 했고, 11월 경 배편
으로 상해에 도착하였다.15) 상해 도착 후에는 먼저 윤봉길이 취직해 있던 종품
공사(鬃品公司)에서 1931년 12월부터 3개월 정도 근무하였다.
최흥식이 단장 김구를 만나 특무작전을 제안받은 것은 1932년 2월경이었다. 먼
저 그는 조선총독 처단 임무가 적힌 한인애국단 입단 선서문을 목에 걸고 1932
년 2월 10일 패륵로 신천상리 20호 안공근의 집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러다가
3월 24일 또는 25일 중국식 복장에 브라우닝 2호 권총을 들고 두 번째 사진촬
영을 하였다.16)
최흥식은 상해에서 대련으로 출발할 때 단장 김구에게 관동군 사령관 혼조 시게
루(本庄繁), 남만주철도 총재 우치다 고사이(內田康裁) 등을 처단하라는 비밀 지령
을 받았다. 처단방법은 열차로 움직이거나 타고 내릴 때 폭탄 또는 권총을 사용
하라고 하였다.17)
최흥식이 대련에 온 지 한 달 후인 4월 27일, 유상근이 대련에 도착하자 최흥식
14) 조범래, 의열투쟁 Ⅱ-한인애국단(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7),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59~260쪽.
15) ｢도왜실기｣, 백범김구전집1(친필 백범일지, 도왜실기),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1999, 721~722쪽.
16) 백범학술원 편, ｢김구일파의 동정과 체포계획에 관한 건｣, 백범과 민족운동연구5, 2007, 399~406쪽.
17) 조범래, 의열투쟁 Ⅱ-한인애국단(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7),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65~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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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와 만나 대련의거를 준비하였다. 그들은 국제연맹 조사단 일행이 1932년
5월 26일 오후 7시 40분에 대련역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 기회를 이
용하여 대련역으로 마중 나오는 혼조 시게루 등을 처단하기로 하였다. 혹시 의
거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조사단이 대련을 떠나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는 5월
30일 오전 9시에 두 번째 의거도 준비하였다.18) 의거에 필요한 무기 운반은 대
련 현지에 거주하는 이성원･이성발 형제가 맡았다.
하지만 거사일을 이틀 앞둔 1932년 5월 24일, 최흥식이 일경에 붙잡히면서 결
국 추진되지 못하였다. 대련의거 준비 과정에서 최흥식이 ‘패륵로 신천상리 20
호 곽윤(郭潤)’ 앞으로 보낸 편지가 ‘배달불능 전보’로 분류되고, 전보를 수상하
게 여긴 상해 주재 일본총영사관에서 관동청에 발신인 체포를 요청하면서 최흥
식이 붙잡힌 것이다. 이후 최흥식은 대련법원에서 징역 10년 형을 판결받고 여
순감옥에서 옥고를 치른 것으로 보이나,19) 정확한 순국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정부는 최흥식의 공훈을 기려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4. 한인애국단원의 뜻을 이어나간 안경근20)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특무조직으로 결성된 한인애국단은 비밀조직이었기 때문에
단원들의 정확한 인원과 명단은 확인되지 않는다. 단장 김구가 단원들의 명단을
발표한 일도 없고, 단원들도 가명을 많이 사용하였다. 일제측 기록에서는 한인
애국단 인원을 80여 명으로 추정했는데, 각종 기록에서 확인되는 한인애국단원
중에는 안경근도 포함되어 있었다.21)
안중근 의사의 4촌 동생이기도 한 안경근은 1896년 음력 6월 10일 황해도 신
천군 두라면 청계동에서 안태민(安泰敏)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호는 석천(石泉)이
고 이관오(李冠五)라는 이명 등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는 18세 되던 1914년에
김마리아와 결혼하여 이듬해 아들 안철생이 태어났고 1918년 가족 모두 국내에
남겨둔 채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1921년 상해로 온 안경근은 1922년 4월 운남성 곤명의 운남강무학교 입학을
위해 상해를 출발해 1924년 12월 학업을 마치고 다시 상해로 돌아왔다. 그후
만주로 가서 정의부에 참가하다가 ‘南方 某地’의 군관학교에서 근무하였다고 한
다.22) 정황상 안경근은 1926년 11월부터 1927년 8월에 이르는 5기생 입교 기
18) ｢도왜실기｣, 백범김구전집1(친필 백범일지, 도왜실기),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1999, 717~718쪽.
19) ｢대련작탄사건의 추억｣, 한민 3호, 1936.5.25.(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8(한인애국단Ⅰ) ; ｢
대련암살계획 무기를 언도, 유상근, 최흥식에 조사단 내련기회에｣, ｢동아일보｣(1933.11.3.).
20) 안경근의 생애와 활동은 한상도, ｢안경근이 걸어간 한국근현대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8, 2014를 요약 정리한 것임.
21)

조범래, 의열투쟁 Ⅱ-한인애국단(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7),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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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황포군관학교 교관으로 근무 후 상해로 귀환한 것으로 보인다.2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경근은 1931년 말 한인애국단이 결성되자 단원으로
참여했으나 단장 김구가 계획한 의열투쟁에 나서는 등 직접적인 활동은 확인되
지 않는다. 대신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거 후 중국국민당 정부가 단장 김
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 그를 보필하면서 김구와의 인연을 이어나갔다.
특히 상해의거를 결실로 중국 측의 지원을 받아 1934년 2월 중국 중앙육군군관
학교 낙양분교 내에 한인 특별반이 설립되자 안경근은 생도계를 맡았다. 1934
년 8월 한인 특별반을 퇴교한 김구 측 입교생을 대상으로 소위 ‘김구구락부’로
불리는 한국특무대독립군이 별도 결성될 때에는 안경근이 조사부원으로 활동하
였다.24)
특히 중국측의 지원으로 중국 군관학교를 통해 한인 군사인재를 양성하는데 있
어 안경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안경근의 노력으로 낙양분교 한인특별
반에 입교한 한인 청년들은 이후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대 창설의 기초이자 핵
심세력이 되었다. 한국특무대독립군 소속 한인 청년들도 개별적으로 중국 중앙
군관학교에 입교하여 군사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안경근은‘제2, 제3의 한인애국단원을 길러내기 위해 노력한 것은 물론,
김구 직계 가족의 연락･소통 및 김구와 동행하며 그의 신변 경호업무도 함께 수
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항일 특무활동도 병행하였다. 1933년 5월 남화한인청
년연맹 단원들과 협력하여 일제 밀정노릇을 하던 안공근의 처조카 이종홍을 처
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1938년에는 천진의 일본군 작전지대로 잠입하여 일본
군 및 일본경찰의 동향, 천진거주 일본인 상황 조사 등 첩보와 정보수집 활동도
함께 전개하였다.
주로 김구를 보필한 안경근은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에서도 활동을 이어나갔다.
우선 그는 1935년 11월 창당 이래 김구의 정치 기반이 되었던 한국국민당 이사
로도 활동한데 이어, 1936년 11월 10일 가흥에서 개최한 제29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황해도 의원’으로 임명되었다. 중일전쟁 발발 직후인 1947년 7월 16
일 임시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대일 군사활동을 지도할 기구로서 군사위원회를 조
직하였는데, 그는 9명의 군사위원 중 한 사람으로 선임되기도 하였다.25)
해방 후 1946년 5월 귀국한 안경근은 경교장에 기거하며 해방 후에도 계속해서
김구를 보필하였다. 그는 1948년 남북연석회의 개최를 앞두고 김구의 특사로 4
22) ｢군사위원 제씨의 약력｣, 한민 15호, 1937.7.30.(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8(한인애국단Ⅰ)
23) 한상도, ｢안경근이 걸어간 한국근현대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8, 2014, 48쪽.
24) 자세한 내용은 한상도, ｢안경근이 걸어간 한국근현대사｣, 49~61쪽 참조.
25) ｢군사위원 제씨의 약력｣, 한민 15호, 1937.7.30.(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8(한인애국단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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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초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자 대구로 내려가 반
독재･통일운동을 위해 활동을 이어나가던 안경근은 1978년 12월 9일 양주군 장
흥면 일영리에서 서거하였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77년 건국훈장 독립
장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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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주 선생 공판기록

최흥식 선생

안경근 선생
【 첨부 】 관련 이미지 (국가보훈처)

※ 동 내용은 6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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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의 6․25전쟁영웅 최용덕 대한민국 공군 중장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044-202-5715)

국가보훈처는 최용덕 대한민국 공군 중장(1898.9.19.
‘2022년 6월의 6‧25전쟁영웅’으로

• 최용덕 공군 중장은

·

6 25전쟁

~

1969.8.15.)을

선정하였다.

당시 공군사관학교장으로 재직하며 김포

기지 방어를 위해 김포지구 경비사령부를 편성하여 적군과 대치하였
으며 이 외에도 항공기지사령관, 작전참모부장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2대 공군참모총장에 취임하여 휴전이 될 때까지

공군의 총

작전을 지휘하였고 대한민국 공군력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 최용덕 중장은 1898년 9월 19일 서울 성북동에서 태어나 십대의
나이에 일제의 압제를 피해 중국으로 이주하여 청소년기를 보냈다.
ㅇ 실력으로 싸워서 우리 주권을 회복하자는 결심으로 군문을 지원하여
1920년 중국 육군군관학교에 이어 공군군관학교를 차례로 졸업하였다.
ㅇ 1919년 3.1운동이 조선 각지에서 번져나가자 중국 봉천, 안동 등지에
서 선전문과 무기 등을 운반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조국 독립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ㅇ 그 후 최용덕 중장은 임시정부 군무부 항공건설위원회 주임, 광복군
총사령부의 총무처장, 참모처장, 사령관 등을 역임하면서 중국 항일
군대와 입체작전을 전개하는 등 조국 독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ㅇ 해방 후 공군 창설 주역 7인 중 한명으로 활동하였고 1948년 7월
항공부대장으로 보임되어 항공분야 체제발전과 항공요원 양성에
기여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초대 국방차관에 임명되어 국군조직법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공군이 독립할 수 있는 초대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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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6·25전쟁이 발발하자, 최용덕 중장은 김포지구경비사령부를 편성
하여 적군과 대치하였으며 이외에도 항공기지사령관 및 작전참모
부장 임무를 수행하였다.
ㅇ 1952년 12월에 제2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여 인근의 월비산과
함께 고성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인 351고지에 대한 근접지원임무를
주도하여 적 동굴 2개소와 군용건물 15동, 벙커 20개소를 파괴하는
등 351고지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였다.
□ 전쟁 후에는 국산 항공기 ‘부활’호 제작, 통일된 공군의 모습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공군가’를 포함하여 초기 공군의 여러 군가를 작사하고
‘공군의 전통’이라는 구호를 제정하였다. 이러한 공적으로 생전에
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등 수많은 훈·기장을
수상하였다.
ㅇ 1956년 11월 1일 공군 중장으로 군문을 나선 후 1960년 체신부
장관, 1961년 주 중화민국 대사를 역임하였다. 장관을 역임하고도
집 한 칸 없는 청빈한 삶을 살았던 최용덕 중장은 “내가 죽거든
수의 대신 공군복을 입혀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1969년 8월 15일
향년 72세의 나이로 타계하였다.〈끝〉
최용덕 대한민국 공군 중장
(1898.9.19.~1969.8.15.)
상훈 : 건국훈장 독립장(1962)
태극무공훈장(1953)

※ 동 내용은 6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59 -

제2연평해전 6용사
(자료제공:

전쟁기념관은

·

6월의

교육문화부 문화교류팀

호국인물로 제2연평해전

6용사를

한 일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던

☎

02-709-3154)

선정하였다.

2002년 6월,

대한민국 해군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보장을 위해 대북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경계 작전을 펼
치고 있었다. 월드컵 막바지였던
북한 경비정

2척이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orthern

오전, 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Limit Line: NLL)을

침범하여 남

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북한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던 참수리-357정과 참수리
-358정이

긴급 출동하였다. 우리 해군은 남하하는 북한 경비정을 향해 퇴거 경

고 방송과 함께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도록 차단 기동을 실시하였다.
10시 25분,

근접 거리에서 차단 기동을 하던 참수리-357정을 향해 북한 경비

정이 모든 포를 동원하여 기습공격을 시작하였다. 북한 경비정은 미리 공격을
준비하고 배를 지휘하는 함교와 조종하는 조타실을 정확히 노려 공격하였다.
이 공격으로 인해 참수리-357정을 지휘하던 정장 윤영하 소령(당시 대위)이 전
사하고 부장 이희완 중위가 중상을 입었다. 참수리-357정 승조원들은 지휘관이

·

전사 중상을 입어 지휘체계에 손상을 입은 상황 속에서도
벌컨포,

M60기관총

40mm

함포와

20mm

등으로 북한 경비정을 향해 대응사격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해군 고속정과 경비 중인 초계함 등이 교전에 참가하여 북한 경비정
을 향해 대응사격을 실시하였다.
10시 50분, 25분간의

교전 끝에 우리 해군의 집중 포격을 받은 북한 경비정은

화염에 휩싸인 채 다른 북한 경비정에 예인되어 북상하였다. 제2연평해전으로
명명된 이 전투에서 우리 군은 적 경비정
는 전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군
-357정이

6명이

1척을

격파하고 적

전사하고

19명이

30여

명을 사상하

부상하였으며 참수리

침몰하는 피해를 입었다.

윤영하 소령은 교전규칙에 따라 참수리-357정을 지휘하던 중 적의 기습공격을
받아 전사하였다. 한상국 상사(당시 중사(진))는 적의 공격이 조타실로 집중되는
상황에서도 배에 타고 있는 승조원들의 안전을 위해 손을 조타기에 끈으로 묶
고 키를 유지하던 중 전사하였다. 조천형 상사(당시 중사(진))과 황도현 중사(당
시 하사)는

20mm

벌컨포 사수로서 응전하다 적의 집중 공격을 받아 방아쇠를

잡은 채 전사하였다. 서후원 중사(당시 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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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0

기관총 사수로 교전 중 적

의 흉탄에 전사하였다. 박동혁 병장(당시 상병)은 의무병으로서 자신이 부상한
상황 속에서도 승조원들의 구호를 위해 분투하였다. 또한 전사한 서후원 중사
대신 기관총을 잡아 응사하던 중 집중 사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고, 교전 후 국
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전사하였다.
정부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

6용사의

공훈을 기려 전원

1계급

·

특진과 함

·

께 윤영하 소령 박동혁 병장에게 충무무공훈장을, 한상국 상사 조천형 상사 서

·

후원 중사 황도현 중사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하였다.
대한민국 해군은 참수리-357정을 인양하여 제2함대사령부 내에 전시하고, 제
2연평해전

다.

2011년에는

NLL을

년

전적비를 건립하여 국민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안보공원을 조성하였
서해수호관을 건립하여 국민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서해

지키다가 전사한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이와 함께 매

6월 29일에는

전적비 앞에서 제2연평해전

6용사를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나아가 참수리급 고속정(PKM)의 후속 함정으로 대한민국 근해
를 수호할 유도탄고속함(PKG)
이름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1번함

6척의

∼

6번함의

함명을 제2연평해전

6용사의

유도탄고속함은 현재 해군 제2함대 소속으로

서해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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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첫

2.

제2연평해전

6용사

줄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상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 동 내용은 6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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