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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일지
1월

금연장 확정…고등법원 항소 기각 ● 문화재청, ‘씨름’을 국가무
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 ●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 25주년을
맞아 평화비 소녀상 옆에 위안부 희생자 김복동(91)·길원옥
(89) 할머니 동상 건립

■ 1월 5일 
■ 1월 1일 
박근혜 대통령, 정유년(丁酉年) 새해 첫날 청와대에서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각종 의혹
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 ● ‘비선 실세’ 최순실(구속기소) 씨 딸
정유라 씨,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
●

■ 1월 2일 
● 해군,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전투전대급 해상기동훈련
실시 ● 국민의당 박지원(75·전남 목포) 전 원내대표, 당 대표
출마 공식 선언 ● ‘친박핵심’ 이정현, 새누리당 전격 탈당…“책
임 안고 가겠다.” ● 전국 13개 시도교육청, 국정 역사교과서 연
구학교 지정 거부

■ 1월 3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 열
어…박 대통령 불출석으로 9분 만에 종료 ● 특별검사팀, ‘박근
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남
부구치소 동시 압수수색…최순실·김종·차은택·정호성 말
맞추기 의심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가금류 3
천만 마리 넘어 ● 문화재청, 한글 활자로 찍은 최초의 책 ‘월인
천강지곡’ 국보 지정

■ 1월 4일 
● 민주당 의원들, 사드 논의차 방중…정재호·송영길·유은
혜·신동근·박찬대 의원 ● 원희룡 제주지사, 새누리당 탈당
후 개혁보수신당(가칭)에 합류 ● 덴마크, 30일까지 정유라 구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방중한 야당의원단에 한반도 고
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가속하지 말고
중단해 해결점을 찾자고 제안…정부, “주권적 조치” 일축 ●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개혁보수신당(가칭), 국회에서 창단발기
인대회 개최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출발…첫 전체회의
를 열고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선출 ● 박근혜 대
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증인신문 시작…윤전추 청와대 행정
관 “朴 세월호 오전 내내 관저 집무실 근무...외출가능 상태였
다”·최순실 첫 재판서 혐의 부인·박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
사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 아니다”라고 주장 ● 정유라 씨 범
죄인 인도 요구서, 덴마크 법무부에 전달…강제송환 절차 시작
● 국가인권위원회, 국내외 북한 인권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한·영 북한인권용어집’ 발간
●

■ 1월 6일 
● 제6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
에서 개최…북한 비핵화 위해 대북 고립-압박노력 지속 강화
하자는 내용의 ‘3국 협력현황 공동설명서’ 채택 ● ‘덴마크 구
금’ 정유라, 조건부 귀국 의사 철회…“한국 안 가겠다” ● 윤병
세 외교부 장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2016년 말 시민단체
가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주한대사와
부산총영사 일시 귀국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데 대해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유감 표명 ● 경북 경주서 규모 3.3의 지진
발생…2.2 여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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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7일 
‘박근혜 정권 퇴진’ 11차 촛불집회…서울을 비롯한 지방 곳
곳에서 열려, ‘세월호 참사 1천일’ 추모도 ● 광화문 촛불집회
서 60대 승려 분신…‘내란사범 박근혜를 체포하라’ 문구 남겨,
9일 정원스님 사망 ●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 ℓ당 1천
500원 돌파 ● 서울 낙원동 한 숙박업소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
서 건물 붕괴…2명 사망
●

■ 1월 8일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
두고 방미(~11일)…미국 신(新) 정부 인사들과 북핵 문제 등 주
요 안보정책 협의 ● 반사모(반기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범식,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려 ●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 연합뉴스 사옥에서 인터뷰…“北, 美 본토 겨냥
ICBM 개발 올해 말, 내년 초 완료 목표”

■ 1월 9일 
‘최순실 게이트’ 마지막 국회청문회 개최…국조특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불출석 증인에 동행명령장 발부·오후
출석한 조윤선 ‘블랙리스트’ 존재 일부 인정 ● 특별검사팀, 문화
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종덕 전 문화체
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4명에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사상·표현의 자유 심각한 훼손” ● 특
별검사팀, 삼성그룹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
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국민연금
합병 찬성-최순실 측 지원 ‘부정한 청탁·대가성’ 추궁 ● 통일
부, 북한 인권실태 조사 착수…하나원 입소 탈북민 전수조사 ●
중국 군용기 10여 대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을 4~5시간가량 침범…한국 공군 전투기 10여 대 긴급
발진 ● 주한 일본대사 귀국…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 증폭 ● 베트남 출신
쯔엉(22)의 프로축구 K리그 강원FC 입단식, 서울 종로구 베트남
대사관에서 열려 ● 오대산에서 온몸이 새하얀 박쥐 발견
●

■ 1월 10일 
● 박원순 서울시장,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차기 정부는 참
여정부 시즌2가 아닌 촛불공동정부여야 한다”고 말해…文의
대선주자 국정참여 발언은 패권적 발상이라며 참여정부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문재인 전 대표 맹공 ● 경북 포항 앞바
다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선과 대형 상선 충돌…2명 사망·4명
실종 ● 제주 철새도래지 분변 AI 바이러스 고병원성 판정 ● 중
국, 한반도 사드 배치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한국산 화장품
무더기 수입 불허…中 질검총국 ‘불합격 제품’ 28개 중 19개가
한국산, 무려 11t 반품 조치

■ 1월 11일 
●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회동…“중국
반대해도 사드 반드시 배치...북핵 용납 못해” ● 국방부, ‘2016
국방백서’ 발간…북한 병력 120만여 명에서 128만여 명으로 증
가·‘핵탄두’ ‘ICBM’ 첫 언급·플루토늄 50여 ㎏ 보유해 핵폭
탄 10개 제조 가능·북한군, 공병·도로건설군단 창설 ● 박영
수 특별검사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
한 태블릿PC 공개…“태블릿PC에 삼성-최순실 거래 논의 정
황” ● 정세균 국회의장, 피지 난디에서 열리는 제25차 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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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포럼(APPF·Asia Pacific Parliamentary Forum) 총회(1월
15~18일)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출국
● 2016년 실업자 수 100만 명 돌파…통계청, 2016년 12월 및 연
간 고용동향 발표 ● 경북 의성에서 규모 2.1의 지진 발생

■ 1월 12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귀국…기자회견에서 “대통합·정
치교체 이루겠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출석…‘박 대통령 뇌물 의혹’ 조사 ● 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신
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 구속·김상률 전 청와대 교
육문화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 ● 미국산 계란 공항 도
착…국내 업체 한 곳에서 샘플용 미국산 계란 150㎏(2천160개)
을 아시아나 항공편을 통해 수입 ● 중국, 사드 갈등 속 한국산
광섬유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중국 상무부, 2017년 1월 1일
부터 한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 5
년 연장
●

■ 1월 13일 
● 한·중, 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의 무역보복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베이징(北京)에서 제1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
위원회 개최 ● 통일부, 북한의 대남단체인 민족화해협의회가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한 것에 대해 유감 표
명 ● 오세훈 전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 선언 ●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유권해석 내려 ● 대구지법, 조
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희팔 조직 2
인자 강태용에게 징역 22년 선고 ● 한국은행, 2017년 경제성장
률 전망치를 2.8%에서 2.5%로 하향 조정…물가상승률은 1.8%
로 하향 ● 옛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청와대 수석 등을 지낸
박세일 전 의원, 지병으로 별세…향년 69세

■ 1월 14일 
‘박근혜 정권 퇴진’ 12차 촛불집회…7일 집회 현장에서 분신
한 정원스님의 노제 및 영결식과 사망 30주기를 맞은 박종철
열사 추모대회도 조계사와 광화문광장에서 차례로 열려 ● 특
검, 정유라 ‘이대 특혜 의혹’ 김경숙 전 학장 구속영장 신청 ●
2016년 10월 말 말레이시아 인근 해상에서 해적에 납치됐던 한
국인 선장 풀려나
●

■ 1월 15일 
국민의당 새 대표에 호남 4선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 선출
여수 수산시장에서 화재 발생…점포 120개 중 116개 피해
●

●

■ 1월 16일 
● 정부, 미·일·중·러·유엔 주재 대사를 긴급히 불러 개최
한 동북아·한반도 정세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 재확인…일본군 위안부 합
의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뿐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
들이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
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 ● 반기문 전 유엔 사
무총장,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 걸어 귀국 인사 “잘 대처하길
바란다” ● 최순실, 헌재 탄핵심판 증인신문 출석 ● 특검, 이재
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 경기도의회, 독도와 도의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해 모금운동 시작 ● 6·15공동
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
원장 회의’를 개최하자는 6·15 북측위의 제안에 2월 6~7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위원장 회의를 열자고 서신 화답…정부,
불허 방침

■ 1월 17일 
정부, 일본 외무상의 독도망언에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포
기할 것을 촉구한다”…외교부,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불러 항
의 ● 특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의 윗선으
로 꼽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
부 장관 소환 조사 ● 검찰, 대우조선해양 측의 입장에 맞춰 칼
럼·사설을 써준 후 1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송희영 전 조
선일보 주필 불구속 기소 ● 현대차그룹, 2021년까지 향후 5년
간 미국에 31억 달러(약 3조6천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
혀…“美 공장·일자리, 멕시코로 옮기지 않을 것” ● 2016년 10
월 필리핀에서 납치됐던 50대 한인 사업가 피살…전·현직 경
찰 4명 연루
●

■ 1월 18일 
● 정부, 올해 첫 대북인도지원 승인…통일부, 유진벨재단의 다
제내성 결핵의약품 신청에 대해 승인 ● 한민구 국방부 장관,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쇼 크가티 보츠와나 국방장관과 국방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보츠와나, 2014년 2월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 ● 특검, ‘블랙리스트 의혹’ 김
기춘·조윤선 동시 구속영장 신청…직권남용·위증 등

■ 1월 19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법원 “대
가·부정청탁 소명 비춰 이재용 구속 필요 인정 어려워” ●
비·김태희, 톱스타 부부 탄생…가족만 초대해 성당서 결혼

■ 1월 20일 
한·미·일, 북한 미사일 탐지·추적훈련 돌입(~22일)…대
륙간탄도미사일(ICBM) 탐지병행 ●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
장, 정세균 국회의장·자승 조계종 총무원장·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잇달아 예방…정치보폭 넓히기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2년 3개월여 임기 마치고 한국 떠나…“인연 영
원...한미관계에 일조하겠다” ●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
에 투자했다 피해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
국내에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나온
첫 본안 판결·법원, 464명에게 “총 85억 지급하라” ● 서해안고
속도로에서 눈길에 차량 4중 추돌 사고…1명 사망 ● 경기도 김
포에서 33일 만에 AI 세 번째 발생…도살처분·방역강화
●

■ 1월 21일 
● ‘박근혜 퇴진’ 13차 촛불집회…전국에서 35만여 명 참석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문화·예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표 수
리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
속…법원, 구속영장 발부 “범죄 소명·증거인멸 때문” ● ‘정유
라 과제 해주고 학점 특혜’ 이인성 이대 교수 구속 ● 미국 검
찰, 250만 달러(29억4천만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
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친동생을 체포해 넘겨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

■ 1월 22일 
● 안희정 충남지사, 대선출마 선언…“내가 민주당 적자...시대
교체·정권교체하겠다”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주도 ‘국민주
권개혁회의’ 출범…손학규 “구체제 청산 전사(戰士)...신체제 개
혁세력 하나로 모을 것” ● ‘블랙리스트 구속’ 김기춘·조윤선
특검 동시 소환·조사 ● ‘50년 출판외길’ 한국 출판계 거목 민
음사 박맹호 회장 별세…향년 84세

■ 1월 23일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그 내용’이라는
제목의 신년 기자회견 열어 “한미 정책공조 본격 추진하고 사
드·위안부 면밀 관리”, “지금은 국정안정 생각뿐” ●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 대선출마 선언 “집권 땐 박근
혜·이재용 사면 없다. 재벌해체로 공정사회 이룰 것” ● 반기
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법률 지원 역할을 하는 박민식 전 의
원,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 전 유엔 사무총장의 23만 달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해명 기자회견… “100% 허위” ● 문화체육관
광부의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한 유동훈 제2차관·실국
장들,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 열고 블랙리스트 관련 대국
민 사과 “통절히 반성...문화예술 부당차별 원천방지책 만들겠
다” ●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 기자회견에서 갤
럭시노트7 발화 사고의 원인이 배터리 자체 결함으로 조사됐
으며, 배터리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혀
● SK(주), 반도체용 웨이퍼(기판) 전문 기업인 LG실트론 지분
51%를 6천200억원에 인수 결정…SK·LG ‘반도체 빅딜’

■ 1월 24일 
● 정부, 이지스함 한 척을 동해상에 추가 투입해 북한의 미사
일 발사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혀…미·일 이지스함도
탐지 활동 ● ‘원내 4당’ 바른정당 공식 출범 “범보수 구심점
될 것” ● 특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위해 청와대와 사전조
율 착수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북한인권법 시행 4개월
만에 출범 ● 유명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고, 한
국에 정식 출시…북미 등에 발매된 지 약 6개월 만 ● 이대호,
프리에이전트(FA) 최고액인 4년 총액 150억원에 롯데 복귀…
6년 만에 친정팀으로 유턴 ● 소프라노 조수미의 중국 공연 취
소…“국가갈등 문화예술에도 개입 안타까워” ● 통일부, ‘2017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와 ‘2017 북한 주요기관·단체의 인
명록’ 발간

■ 1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이 운영하는 인터
넷 방송 ‘정규재 TV’와 인터뷰…탄핵 가결 후 첫 언론매체와
인터뷰 ● 박근혜 대통령,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보도 중앙일
보에 소송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까지 결론 내야 한
다고 공식적으로 밝혀…대통령 측 “중대결심” 반발 ● 대법원,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에게 범행 20년 만에
징역 20년 확정 선고 ● 한국은행, 2016년 연간 성장률이 2.7%
로 집계돼 2년째 2%대에 머물렀다고 밝혀…민간소비 극심한
부진에 건설투자도 마이너스 전환 ● 한국노총, 2017년 4인 가
구 월 표준생계비로 510∼642만원 제시 ● 한국-말레이시아 5
조원 통화스와프 3년 연장 ● 현대자동차, 6년 만에 영업이익 5
●

2017년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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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대 ‘추락’…파업·불황 여파 ● 북한, 소말리아·남수단 이
어 부패국가 세계 3위 차지… “독재자 탓”

이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 일시 중지” 첫 판결…대전지방
법원, 노조 동의 없어

■ 1월 26일 

■ 2월 2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공식
선언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접견 ●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
정 충남지사, “원내 다수파를 형성해서 그 다수파와 대연정을
꾸리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구상한 헌법 실천 방안이며, 그 미
완의 역사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해

●

■ 1월 27일 
군(軍), 미국에서 도입한 아파치(AH-64E) 36대 모두 작전 배
치완료 ● 우리은행, 2016-2017 삼성생명 여자프로농구 정규리
그에서 우승…역대 최소경기 1위로 5년 연속 정규리그 제패
●

■ 1월 28일 

■ 2월 3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부인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안철
수 부부의 설날 민심 따라잡기-올 댓(글) 퍼포먼스’라고 이름
붙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진행 ● 이슬기(영암군민속씨름단),
충남 예산 윤봉길체육관에서 열린 ‘IBK 기업은행 2017 설날장
사씨름대회’ 백두급(150㎏ 이하)에서 우승…5년 만에 설날씨름
백두장사 복귀 ● 왕정훈(22),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유럽프로
골프 투어 코머셜뱅크 카타르 마스터스에서 우승…세계 랭킹
39위로 도약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서울에
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2017
년 3월에 실시되는 키리졸브 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의견 모
아 ● 홍용표 통일부 장관, 한반도 내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
련해 “중국이 반대한다고 포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 ●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
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 러시아는
일정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자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첫 시도 불발…청와대, 형사소송법 규정 들어 승인 안해 ● 서
울시, 한강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가 검출됐다고 밝혀 ● 환경부, 벤츠 C220d 등 4개 차종 464대
의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벤츠코
리아에 판매정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천만원 부과

■ 1월 30일 

■ 2월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과 통화…트럼프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할 것
이며, 한미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좋을 것” “북한 위협에
공동방위 강화” ● 덴마크 법원, 정유라 2월 22일까지 구금 연
장 결정…구치소 다시 수감 ● 광복군 활동 애국지사 김인 선
생 별세…향년 98세

● ‘박근혜 정권 퇴진’ 제14차 주말 촛불집회 진행…전국에서
42만여 명 참가 ● 특검,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
칼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내
66층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메트로폴리탄 상가에서 화재…4명
사망·48명 부상 ● ‘시민사회운동 원로’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
총재, 숙환으로 별세…향년 94세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단
지에서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를 재가동했다고 밝혀…2017
년 1월 22일 영변 핵단지 일대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
결과
●

■ 1월 29일 
●

●

■ 1월 31일 
한미 국방장관 “사드배치 계획대로 추진...북한 도발 시 압
도적 대응”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서울 마포구 대선 캠
프에서 기자간담회 “모든 정당정파 대표들로 개헌협의체 구
성” ● 교육부,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 확정 발표…‘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술 허용 ● 특
검,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한 최순실 씨의 사적
이익 취득 혐의와 관련,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
으로 소환 조사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경제를 이끈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별세…향년 74세
●

2월
■ 2월 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선 불출마 전격 선언 ● 이순진
합참의장,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에게 북한의 도발을 억
지하기 위한 전략무기 전개 요청 ● 해군, 북한의 잠수함 잡을
핵심 전력인 유럽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첫 작
전 배치…작년 들여온 8대 중 4대 ●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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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5일 
●

충북 보은의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발생

■ 2월 6일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
색 협조요청 최종 거부 ● 원유철 새누리당 위원, 대선출마 선
언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국정농
단 사태 이후 법정에서 첫 대면…더블루K의 실제 운영자가 누
구였는지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 ● 충북 보은 젖소농장 구제역
확진…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로 격상하고 6일 오후 6시부터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
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 내려 ● 경기 일산 요진와이시티 앞
인도가 꺼지고 도로에 균열 발생 ● 현대로템, 4천330억원 규
모의 이집트 카이로 3호선 전동차 사업 최종 낙찰자로 선정…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한 이래 최대 규모 ● 삼성전자, 전국경제
인연합회(전경련) 정식 탈퇴

■ 2월 7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의장, 국민의당과의 통합 전격 선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과의 대선후보 ‘통합경선’에 참여
하기로 ● 충북 보은 젖소 이어 전북 정읍 한우도 구제역 확진
● 중국, 한국산 화장품 또 대거 수입 불허…김·쌀·라면도 포
●

함 ● 차기 신한은행장에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내정…내달 주
총서 최종 결정 ● 유럽인권재판소(ECHR), 러시아 정부에 탈북
노동자 최명복 씨 강제 송환 금지 결정…“직접 심리하기 전까
지 북한에 인도하지 마라” ● 일본 법원, ‘야스쿠니 폭발음’ 한
국인에 2심서도 징역 4년 선고

■ 2월 8일 
한국·호주, 통화스와프 3년 연장…종전 2배 9조원으로 규
모 확대 ● 새누리당,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변경 ● 통일부,
북한이 판매를 시도하는 개성공단 제품을 중국 측이 구매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혀 ● 경기도 연천 젖소농장에서 구
제역 A형 확진…수도권 첫 사례
●

■ 2월 9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에 대해 “그동안 구시대의 적폐세력들이 분단을 악용하고 안보
를 위협했다”며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2천만 평으로 확장하겠다
고 밝혀 ● 국방부, 2020년까지 장성 60명을 감축하려던 계획을
40여 명으로 수정…북한 김정은 등 전쟁지도부를 제거할 임무
를 수행하는 특전사의 특수작전항공단과 특수임무 여단을 2017
년 창설하고,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UAV)를 운용하는 공군 정찰비행단도 2020년에 창
설 ● 헌법재판소,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그동안 각자 주장한 내
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 요청 ●
소환 불응했던 최순실 씨, 일주일 만에 특검 자진 출석 ● 김종
태(상주·군위·의성청송) 새누리당 의원, 20대 총선 첫 당선무
효…부인 선거법 위반 확정 ● 인천지법, ‘뇌물수수’ 이청연 인천
교육감에게 징역 8년·벌금 3억원 선고…법정구속 ● 농림축산
식품부, 구제역 위기경보 최고단계 ‘심각’으로 격상…7년 만에
최대 위기로 전국 가축시장 잠정폐쇄하고 가축 농장 간 이동도
금지 ● 충북 보은 두 번째 의심사례도 O형 구제역 확진…전국
네 번째 ● 부산 정관신도시에서 변압기 폭발 사고로 2만 가구
정전…9시간 만에 정상화 ● 서울시, 123층 제2롯데월드 전체 단
지 최종 ‘사용승인’ ● 평창올림픽 G-1년 행사, 강원도 강릉시 강
릉하키센터에서 열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축사
●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개막(~12일) ●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 토
론자로 참석…북한 전문가로서 국내 학술대회에 데뷔
●

■ 2월 10일 
15차 주말 촛불집회 서울 광화문에서 열려…‘박근혜 정권 퇴
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 개최 ● 덕
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
동본부’ 주최로 탄핵 반대 집회 열려 ● 특검, 청와대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주한 러시아 대사, 자국 외교관의 날을 맞아 대사관에
서 연 축하연에서 “북한 위협을 구실로 내건 동북아 지역의 비
대칭적 군비 경쟁 가속화와 미국 사드의 한국 배치가 지역 안
정과 안보에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

■ 2월 11일 
‘박근혜 정권 퇴진’ 15차 촛불집회…80만6천여 명 참가 ● 근
로소득세, 2016년에 사상 처음으로 30조원 돌파 ● 정보경(안산
시청),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7 국제유도연맹(IJF) 파리 그랜
드슬램 여자 48㎏급에서 금메달
●

■ 2월 12일 
● 북,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미사
일 ‘북극성 2형’ 시험발사…일본 “북한 발사 미사일 동해상 낙
하” ● 해군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최초 포착…12일 오전 7시55분 발사된 미사일 10초쯤 궤적 추
적 ● 부산 수영구 한바다중학교 내 증축공사 중인 5층짜리 건
물에서 화재…1명 사망 ● 부산 지하철 환풍기 떨어져 운행 중
인 전동차와 충돌…3명 부상 ●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폐
막…경기도, 16년 연속 종합우승 차지 ● 김보름(강원도청), 강
원도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2017 국제빙상경기
연맹(ISU)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매스스타트경기에서 금
메달

■ 2월 13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말레이시아 쿠
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신원 미상 여성 2명, 김정남 살해
후 도주 ● 한·미·일, 북한 미사일 대응 유엔 안보리 긴급회
의 요청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로 32일 만
에 특검 재소환 ● 북한산 마약 ‘빙두’ 투약한 탈북민·화물차
운전사 6명 구속 ● 동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북한
선박 구조…통일부, 선원 5명 전원이 귀환 의사 밝혀 2월 18일
판문점 통해 송환
●

■ 2월 14일 
충북 보은 추가 구제역 의심농가 2곳 모두 양성 판정…전국
8건 ●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된 김정남 시신 인도 요청…15일 말레이 경찰, 부검 강행
●

■ 2월 15일 
● 북한 미사일 추적 미국 함정 ‘하워드 로렌젠함’ 부산 입항…
X-밴드 레이더와 S-밴드 레이더를 장착한 최신예 탄도미사일
레이더 함정 ● 부산 남항에서 선망 어선 100여 척 바닷모래 채
취 반대 시위 ● 말레이시아 경찰, 김정남 살해 용의자 20대 여
성 1명 체포…베트남 여권 소지. 다른 5명 추적 중

■ 2월 16일 
● 한·미·일, 독일 본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 논의 ● 말레이시아 경찰, 김정
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여성 용의자와 남자친구인 말
레이시아 남성 체포…인도네시아 여권 소지. “특정국 공작원
범행 아니다...청부살해 잠정결론” ● 법원, 성기수술 안한 ‘남→
여’ 성전환자 성별 정정 첫 허가…청주지법, 30대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변경 허가

■ 2월 17일 
● 한·일, 독일 본에서 외교장관 회담…부산 소녀상 논의 ● 손
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국민의당 입당…“패권교체 아닌
진짜 정권교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구속기소)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
로 구속…특검 영장청구 두 번 만에 구속. 삼성 창립 이래 총수
가 구속된 것은 처음 ● 말레이시아 경찰, 김정남 암살 ‘북한 용
의자’ 첫 체포…“46세 리정철” ● 법원, 한진해운 파산 선고…
한국해운업 ‘반토막’ ● 강철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 자신들의
입회 없이 진행된 김정남의 부검 결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면서 즉각적 시신 인도 요구…말레이 정부, 한밤중 돌발 회견
한 북한대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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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8일 
북한, 판문점에서 해경이 지난 13일 동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 5명 인수 ● 특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여전히 “최순실 모른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16차 주말 촛불집회 서울 광화문에서 열려…70만
명 참가 ● 김민희,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한국 배우론
처음으로 여우주연상 수상…홍상수 감독의 ‘밤의 해변에서 혼
자’에서 열연 ● 한국차량 5천 대 실은 화물선, 리비아수역 불
법침입 혐의로 억류…나흘 만인 21일 풀려나
●

■ 2월 19일 
● 말레이시아 경찰, 김정남 암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사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독성 검사 중이라고
밝혀 ●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 김정남 살해 북한 용의자 4
명이 17일 이미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인도네시아 자카르
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경
유해 평양 도착 ● 장하나, 호주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에서 우승…시즌 첫 출
격에 극적인 역전 우승·통상 4승 ● 이상호(22·한국체대), 삿
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키 스노보드 남자 대회전에서 한국 첫
금메달…최보군(26·상무)은 은메달

■ 2월 20일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대사, 쿠알라룸푸르 북한 대사
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레이 정부가 한국 정부와 결탁
해 북한이 배후라고 한다”면서 “말레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
을 수 없다”고 주장 ● 김정남 독극물 피습 당시 CCTV 영상 첫
공개…김정남 정보센터에 도움 요청·걸어서 공항 내 치료소
까지 이동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해킹당해…“고객정보 유
출 없어”. ‘알바니아에 대한 테러’ 암시 해석 ● 제주 우도 북동
쪽 40㎞ 해상에서 부산 선적 근해대형선망 어선인 K(278t·승
선원 10명)호 침몰…1명 실종. 구조자 9명 중 1명 사망 ● 박세
영(24·화성시청),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 남자
1,500m·최민정(19·성남시청), 쇼트트랙 여자 1,500m·김마
그너스, 스키 남자 크로스컨트리 1.4㎞ 개인 스프린트 클래식
에서 금메달·이승훈(대한항공),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0ｍ
경기에서 6분24초32의 아시아신기록으로 금메달
●

정 ● 이승훈(대한항공),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
케이팅 남자 10,000m에서 금메달 ● 한국, 2017 삿포로 동계아
시안게임 쇼트트랙 여자 3,000m 릴레이 경기에서 금메달…최
민정·김건희·김지유·노도희·심석희 ● 한국,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에서 금메달…이
승훈·주형준·김민석

■ 2월 23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탄핵, 구속! 특검연장! 48시간 비상행동’
돌입 선포 ● MBC 신임 사장에 김장겸 보도본부장 선임 ● 이
승훈(대한항공),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금메달…사상 첫 4관왕 ● 김민석(18·
평촌고),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ｍ에서 금메달…2관왕
●

■ 2월 24일 
한국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공개…“남북 간 교류협력 전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에 허창수(GS 회장) 유임…상근부회
장에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 서울시청 로비에서 박원순
시장 축사 중 흉기든 남성 난입해 자해
●

●

■ 2월 25일 
‘박근혜 정권 퇴진’ 17차 촛불집회…전국적으로 107만여 명
참가 ● 최다빈(17·수리고), 제8회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여
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금메달 ● 정동현(29·하이원), 제8
회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키 알파인 남자 회전에서 금메달
●

■ 2월 26일 
● 한국,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6개로 종합 2위…
목표 초과 달성. 북한, 피겨스케이팅 페어에서 동메달 ● 남자
주니어 컬링 대표팀(경북컬링협회), 강원도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2017 세계 주니어 컬링선수권대회 결승전서 미국을 5 대
4로 누르고 우승…사상 첫 세계선수권 금메달 ● 양희영, 태국
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혼다 LPGA 타일랜
드에서 우승…유소연 2위·김세영 3위

■ 2월 27일 

군(軍), 대북확성기를 통해 ‘김정남 독살’ 전파 ●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와 연합뉴스, 국립중앙박물관 나들길에서 ‘2017 국
가브랜드업(UP) 전시회’ 개최…동해 표기 오류와 시정 방법, 성
과 등 소개하고 청년 공공외교대사 발대식도 가져 ● 국제신용
평가기관 무디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전망은 ‘안
정적’으로 재확인 ● 서이라(화성시청)와 박세영(화성시청),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 남자 500ｍ에서 나란히 은
메달과 동메달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 종결 ● 황교안 대통령 권
한대행 국무총리,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 거
부 ● 윤병세 외교부 장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및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참석(~28
일)…기조연설에서 김정남 암살 비판 ●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자메이카에서 열린 ‘한-카리콤(카리브공동체·CARICOM) 고
위급 회의’ 첫 참석…14개 카리콤 회원국과 실질 협력 강화 방
안 논의하고 북한 규탄 공동성명 채택 ● 국가정보원, “김정남
독살, 北보위성·외무성 주도 국가테러”라고 밝혀 ● 롯데 이
사회, 사드 부지 교환 승인 ● 롯데, 러시아서 ‘푸시킨 신인문
학상’ 제정

■ 2월 22일 

■ 2월 28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 27일로
연기…“26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 밝혀라” ● ‘최순실 비호·
직권남용’ 우병우 영장 기각…오민석 서울중앙지법 판사 “영
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
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
기 어렵다” ● 덴마크 법원, 정유라 3월 22일까지 구금연장 결

국방부, 롯데와 사드 부지 교환계약 체결 ● 외교부, 1938년 7
월 22일~9월 19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 광저우에서 사용
한 청사의 현재 위치 및 건물 현존 사실 첫 확인 ● 박영수 특
별검사팀, 90일간의 수사 종결…‘비선 실세’ 최순실 씨 뇌물수
수와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수수 피
의자로 정식 입건 ●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

■ 2월 2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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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AI) 재확산 우려로 충남·세종·경기·인천 4개 지역에 일
시이동중지 명령 ● 삼성, 미래전략실 공식 해체 및 계열사 자
율경영 체제 전환 선언…사실상 ‘그룹 해체’ ● LG전자, 미국 테
네시주 클라크스빌에 7만4천㎡ 규모의 가전 공장 설립 추진…
트럼프 취임 후 국내기업 첫 사례 ● 롯데그룹의 중국 홈페이
지(www.lotte.cn), 사드 부지 계약이 마무리되자 오후부터 다
운…바이러스를 이용한 외부 해킹 공격으로 확인

3월
■ 3월 1일 
한미 연합 독수리(FE)훈련 돌입…양국 국방장관 전화 통화
에서 “북한의 어떤 공격도 격퇴하고 사드 조속 작전 추진”키로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주최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박근
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 동시 개최
●

■ 3월 2일 
● 리동일 전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쿠알라룸푸르 북한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남’이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
고 여권에 기재된 김철 또는 사망자라고 표현하며 화학무기
가 아니라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배후에 한
국의 정치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며 조속히 시신을 넘겨달
라고 요구

■ 3월 3일 
● 중국,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관광 금지 ● 서울중앙
지법,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로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강정호
(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3월 4일 
‘박근혜 정권 퇴진’ 19차 촛불집회(범국민행동) 전국서 105만
여 명 참가…탄핵 반대 집회도 열려 ● ‘체조 요정’ 손연재, 태
릉선수촌에서 은퇴식 가져
●

■ 3월 5일 
● 통일부, 20년 만에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
로금(報勞金) 대폭 인상…北기밀·군함·폭격기 갖고 오면 10
억원, 전차·비행기 3억원 ● 강원도 동해시 동북동쪽 54㎞ 해
역에서 규모 3.2 지진 ● 박인비,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국여자
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우승…16개
월 만에 LPGA 우승·박성현, 데뷔전서 3위

■ 3월 6일 
● 북한, 오전 7시36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
로 탄도미사일 4발 1~2초 간격 발사…1천㎞ 넘게 비행 ● 한진
해운 60년 만에 상장 폐지…마지막 주가 12원

■ 3월 7일 
사드배치 전격 시작…국방부 “발사대 2기 등 일부 한국 도
착” ● 정부,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北인권 증진방안 논의
● 경북 구미시 북북서쪽 23㎞ 지역에서 규모 2.2 지진 ●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 6년 만에 정규리그인 NH농협 2016-2017
V리그 남자부 우승·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 9년 만에 정규
리그 우승
●

■ 3월 8일 
● 중국 내 롯데마트 99곳 중 55곳 영업정지…한 달 500억원
매출 손실 ● 새 국적선사 SM상선, 부산항터미널에서 첫 화물
선적 ● 김정남 아들 김한솔(22), 사건 발생 24일 만에 유튜브에
등장해 “내 아버지는 며칠 전에 피살됐다”고 말해

■ 3월 9일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 키프로스컵 국제대회에서 준우승…
북한은 아일랜드 2 대 0으로 꺾고 3위
●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
정…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 탄핵 반대집회에서 경찰과
충돌·일부 과격시위…3명 사망

■ 3월 11일 
‘박근혜 정권 퇴진’ 20차 촛불집회(범국민행동)…박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기쁨·환호 축제장으로 막 내려 ● 대전발 인천
국제공항행 KTX 열차 인천 영종대교에서 멈춰…1시간 30분 만
에 재개 ● 제주 온 중국 크루즈관광객 3천400명 전원 하선 거
부 ● ‘북한 망명정부’ 준비 탈북민연합 창립총회, 미국 로스앤
젤레스(LA)에서 개최…“7년 내 北붕괴 목표로 활동”
●

■ 3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청와대 떠
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소명 마무리 못해 죄
송...진실 반드시 밝혀질 것” ● 현대엔지니어링, 이란에서 역대
최대의 석유화학 플랜트 시설 공사 수주…3조8천억원 규모의
이란 사우스파 12단계 공사 본계약 체결 ● 손흥민(토트넘), 영
국 진출 후 첫 해트트릭…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8강 밀월전
서 3골에 도움 1개 기록 맹활약
●

■ 3월 13일 
한·미, 키리졸브(KR) 연습 돌입(~24일)…핵항모 등 참가 ●
미국의 최신형 무인공격기인 ‘그레이 이글’(MQ-1C),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에 배치…北위협 새 대처방안 모색 ● ‘박근혜 대통
령 탄핵’ 선고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 퇴임 ● 한광옥 대통령 비
서실장·김관진 국가안보실장·박흥렬 경호실장과 수석비서
관 9명,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사표 …14
일 황 권한대행, 사표 모두 반려 ● 최성원(부산시체육회)·김
재근(인천당구연맹), 독일에서 열린 제31회 세계팀 3쿠션선수
권대회에서 사상 첫 우승…결승에서 세계 최강 벨기에(프레데
릭 쿠드롱, 롤랜드 포툼)를 40 대 34로 꺾어
●

■ 3월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미 연합연습 현장인 합
동참모본부 전시지휘소 방문…“北 무모한 도발 못하도록 확고
한 안보태세”
●

■ 3월 15일 
● 한·미·일,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공
동으로 탐지·추적하는 미사일경보훈련(Missile Warning
Exercise) 시작(~16일) ●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부산 입
항·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 한반도 전개…북한에
무력시위 ● 정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5월 9일 확정…공휴일
지정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선 불출마 선언…
“국정안정과 공정한 대선관리 위해 출마 적절치 않다” ● 김관
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대북 공조 강화 위해 미국 방문(~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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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북한의 핵·미
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 협의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
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
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 받으라” ● 차준환(휘
문고),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
계주니어피겨선수권대회 쇼트프로그램에서 2위…총 82.34점
으로 자신의 최고점수 경신 ●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전면 금
지…중국의 사드 보복 본격화 ● 서울 중랑구 봉화산 옹기테마
공원 개장 ● 중국 공안,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돕던 한
국인 목사 2명 긴급 체포

■ 3월 16일 
● 군(軍) ‘사드 레이더’ 환경영향평가 착수…배치 작업 가속 ●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미국 백악관에서 허버트 맥매스
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첫 회동…북한이 핵을 포기
하도록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실효적 대북 압박’을
가하는 데 공조키로 ● 검찰, SK 최고위 임원 3명 소환…박근
혜 전 대통령 ‘뇌물 의혹’ 겨냥 ● 한국 여권 소지자가 비자 없
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170개국…북한은 40개국 ● 스타벅
스, 국내 진출 17년 만에 매출 1조원 돌파 ●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더 나은
유엔을 위해-반기문 UN사무총장 10년의 기록’ 출판기념회 ●
북한, 2017년 4월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아이스하키 여자 세
계선수권대회 참가 신청 ● 북한, 국제결제시스템망(SWIFT·스
위프트)에서 완전히 퇴출…‘스위프트’에 남아있던 4개 은행 자
금거래 차단, EU 비제재국 퇴출 이례적

■ 3월 17일 
정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취한 일련의 경제적 조치
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문제 제기 ● 렉스 틸러
슨 미 국무장관 첫 방한…블랙호크 타고 DMZ 직행·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내외신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전
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났다”고 선언 ● 자유한국당·국민의
당·바른정당 3당, ‘19대 대통령 임기 3년’ 개헌안 마련…중임
제한 조항 삭제 ● 민주당, 3당 개헌 합의에 “호남인 자존심 훼
손한 정치적 야합” ● 네이버 첫 여성 CEO에 한성숙 서비스총
괄 부사장 취임…이사회 의장에 외부 인사인 변대규 휴맥스홀
딩스 회장 ● 네이버, 한류 콘텐츠 확보 위해 연예기획사 YG엔
터테인먼트에 1천억 원 대규모 투자 ● 삼성전자 또 사상 최고
가…212만원 돌파 ● 중국 공안, 열흘 새 탈북민 14명 체포…불
심검문 강화 ● 정유라,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
해 법원에 소송…정씨, 22일 구금 재연장 심리에서 첫 재판일
4월 19일로 잡혀
●

■ 3월 18일 
● 검찰, 최태원 SK그룹 회장 소환·조사…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전 보강수사·박 대통령-SK ‘사면거래’ 의혹 수사 ● 인
천 소래포구 어시장 대형 화재…좌판 220개·상점 20곳 소실
● 북한,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

■ 3월 19일 
중국 현지 롯데마트, 사드 보복으로 소방시설 점검 등을 통
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점 수는 67개에 달하며 20개 점
포가 매장 앞 시위로 자체적으로 휴점 결정 ● 김해림(28·롯
데), 중국 하이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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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첫 대회인 SGF67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중국
CCTV, 김해림의 후원사 롯데 로고 노출 않고 중계해 빈축

■ 3월 20일 
● 미 해병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 한반도에서 첫 정밀 폭
격 훈련 실시(~23일)…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케이맵(KMEP)’
에 참가 ● 윤병세 외교부 장관, 베트남 수교 25주년을 맞아 하
노이에서 팜 빈 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회담…대
북압박 공조 논의 ●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대북 제재·압박의 구체
적 방안 협의 ● 문화체육관광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직권 취소…청산절차 진행 ● 신격호·신동빈·신동주·신영
자·서미경 등 롯데 총수 일가 첫 정식 재판 출석 ● 한국 출산
율 OECD와 세계 전체에서 꼴찌 수준…美CIA 월드팩트북 기준
224개국 중 220위·남한 1.25명, 북한은 1.96명으로 125위

■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 “국민께 송구스럽다...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검찰,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
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공포…동물
학대 상습범 강력처벌·동물생산업 신고제서 허가제로 전환
● 미 해군 소속 핵추진 잠수함 콜럼버스함(SSN 762) 한반도 전
개…한미 독수리훈련 참가 ●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 홍
콩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아필름어워드(AFA)에서 여우조연상과
신인상·의상상·미술상 등 4개 부문 석권…‘곡성’의 나홍진
은 감독상 수상
●

■ 3월 22일 
● 미국의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한반도 전개…‘北폭격
훈련’ 고강도 무력시위 ●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지검에서 21
시간여 조사 받고 귀가 ● 통일부, 북한인권포털(www.unikorea.
go.kr/nkhr) 개설 ● 6·25전쟁 때 숨진 중국군 유해 28구 중국
에 인도…국방부 “한중관계 어려움 있지만 인도주의 실천” ●
서울교육청, ‘정유라에 특혜’ 청담고 교사 3명 해임 결정 ● 세
월호 시험인양 시작 ● 안양 KGC인삼공사, 2016-2017 KCC 프
로농구 정규리그 첫 우승…프로 원년 1997년 SBS 시절부터 따
져서 20년 만에 첫 정규리그 제패 ● 한국 여자 핸드볼팀, 수원
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 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일본 꺾고 우승 ●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 1발 발
사…발사 수초 만에 공중 폭발한 듯

■ 3월 23일 
한국-프랑스 8년 만에 국방전략대화…위승호 국방부 국방
정책실장, 프랑스에서 필립 에레라 국방부 국제관계전략본부
장과 北핵위협 대응 논의 ● 국방부, 캄보디아에 군용차량 222
대 지원…‘北 고립화 외교’ ●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기자회견 열고 3월 25일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주제로 제21차
범국민행동의 날 진행한다고 선포 ● 세월호 선체 일부 3년 만
에 물 위로 부상…인양 개시 후 7시간 만 ● 채권단, 침몰 위기
에 내몰린 대우조선해양에 신규자금 2조9천억원 투입 결정 ●
한국 축구대표팀, 중국 창사 허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
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6차전 중국과의 원정경기에
서 0 대 1로 패배…중국에 7년 만의 충격패
●

■ 3월 24일 
●

한미 연합훈련 키리졸브(KR) 연습 종료…미군 1만3천 명 참

가 ● 해군, ‘서해 수호의 날’ 맞아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북한 도발 응징 결의 ● 세월호, 수면 위 13
ｍ 부상 이동해 오후 10시 반잠수선 메인 데크 정중앙에 자리
잡아 ● ‘사드 타격’ 롯데마트, 증자·차입으로 3천600억원 긴
급 조달

■ 3월 2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결성…
전북 장수군에서 결성식 진행 ● 세월호 오후 9시15분 완전 부
양…배수 작업 본격화 ● 영화감독 박찬욱, 이탈리아 피렌체 시
에서 문화예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키아비 델라 치타’상
수상
●

■ 3월 27일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뇌물수수·직권
남용·강요·공무비밀누설 등 혐의 ● 안양 KGC의 오세근,
2016-2017 KCC 프로농구 시상식에서 최우수선수상(MVP) 수
상…신인선수상에 인천 전자랜드의 강상재·김독상에 김승기
안양 KGC 감독 수상 ● 이미림(27·NH투자증권), 미국여자프
로골프(LPGA) 투어 KIA 클래식에서 2년 반 만에 우승…유소연
공동 2위 ● 미국 CNN, 북한이 3월 24일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
을 추가로 실시했다고 미 국방부 관리 2명을 인용해 보도 ● 일
본 극우단체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 미국 대법에서도 패
배
●

■ 3월 28일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62.9% 득표 ● 외
교부, 중국 및 북한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 능력을 강화
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팀’ 신설 ● 고리원전 4호기 원자로 건
물에서 냉각재가 증가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해 수동정지…방
사선 유출은 없어 ● 월드컵 남자 축구대표팀, 서울월드컵경
기장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7차전 시리아와
의 홈경기에서 1 대 0으로 승리… 4승1무2패(승점 13) 기록해
조 2위 ●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팀, 4월 초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국제 여자아이스하키 대회 참가 신청…통일부, 29일
에 참가 승인
●

■ 3월 29일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들, 출범 후 첫 공식 행보로 전남 진도
팽목항 찾아 미수습자 가족들 면담

■ 3월 30일 
국회, 중국 정부에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행위 중단을 촉구
하는 결의안 채택 ● 박근혜,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으로
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출석…영장심사 8시간40
분 역대급 ‘대혈투’ ● 인천서 실종 8살 여자 초등생 숨진 채 발
견…용의자는 정신질환 앓고 있는 17살 이웃 여성, 아파트 옥
상 내 물탱크 건물 위에 시신 유기 ● 삼성전자, 뉴욕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17’에서 ‘갤럭시 S8, S8+’ 공개 ● 여자프
로배구 IBK기업은행, NH농협 프로배구 2016-2017 V리그 여자
부 챔피언결정전 4차전 홈경기에서 흥국생명을 꺾고 우승…세
번째 챔피언 등극 ● 북한, 4월 초 평양 원정을 떠나는 우리 여
자축구 대표팀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담보서 보내…통일부,
방북 승인
●

■ 3월 31일 
●

정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에 대한 일방적 영유

권 주장을 기술하도록 한 일본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이 확정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
기) 영장전담 판사, ‘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검찰, 박 전 대통령을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구속 수감 ● 세월호,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해상에
서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마린호에 실려 목포신항만에 도착…
침몰 1천80일 만에 ‘마지막 여정’ 끝내 ● 남대서양서 한국인 8
명 탄 대형화물선 ‘스텔라 데이지(Stella Daisy)’호 침수 후 연
락두절…필리핀인 16명과 함께 탑승·2일 필리핀 국적자 2명
구조 ●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
54.15%로 경선 승리 ● 미국, 포스코 후판(6㎜ 이상 두꺼운 철
판)에 반덤핑 관세 포함 11.7% 부과 결정 ● 서울모터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신차 42종 등 총 300대 전시 ● 경주
서 규모 3.3·2.5 지진 잇단 발생…601번째 여진

4월
■ 4월 1일 
경주서 규모 2.2 지진…602번째 여진 ● 북한 여자 아이스
하키 대표팀,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2017 국제아이스하키연
맹(IIHF) 여자 세계선수권 디비전 2 그룹 A(4부리그) 대회(4월
2~8일) 참가차 한국 입국
●

■ 4월 2일 
● 이민영(25·한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야마하 레
이디스오픈 우승…일본 투어 데뷔 첫 우승

■ 4월 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경선 득표율 57% ●
한·미·일 해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해 처음으로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 실시…3∼5일 제주 남
쪽 해역서 ● 정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 핵실험과 중
국의 사드 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 ● 국내
최초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출범…25년 만에 새로운 은행 탄
생·24시간 영업 ● 롯데월드타워 개장…개장식에 롯데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 불참 ●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 2018 여자아시
안컵 예선 참가차 베이징 거쳐 평양 방문…7일 27년 만에 ‘평양
원정’ 남북대결 ●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NH농협 프로배구
2016-2017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에서 인천 대한항공 점
보스를 세트 스코어 3 대 1로 누르고 10년 만에 우승…MVP 문
성민 ● 유소연(27·메디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
즌 첫 메이저 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렉시 톰프슨(22·
미국)과의 연장전 끝에 우승…박인비는 공동 3위
●

■ 4월 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선출…경선 득표율 75.01% ●
군(軍), 북한의 도발 원점을 초토화할 수 있는 신형 다연장로켓
(MLRS) ‘천무’의 실사격훈련 공개 ●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임무 수행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후 첫 조사…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대면 조사·뇌
물죄 규명 주력 ● 검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게 6일 오전 10시 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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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요구 거부 ● 국제형사재판소(ICC) 고위급
지역협력 세미나, 아시아·태평양지역 최초로 서울에서 개막
(~5일)…ICC소장 “김정남 암살, 말레이시아와 논의할 것” ● 나
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소녀상’ 반발로 귀
국했다가 85일 만에 복귀…“황 대행 만나 위안부합의 이행 강
력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해

■ 4월 5일 
● 합동참모본부 “오전 6시42분께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
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비행 거리는
약 60여㎞”라고 밝혀…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KN-15’(북
극성 2형) 혹은 신형 미사일로 추정·미국 국방부, 스커드-ER
라고 분석 제기 ● “미세먼지 피해 배상하라” 한·중 정부 상대
첫 소송…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춘천지역 안경재 변호사 등 2
명,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인터넷은행 2
호 카카오뱅크 탄생…6월부터 영업 시작·금융위원회, 카카오
뱅크 은행업 본 인가 ● 러시아 야쿠티아항공, 청주~러시아 하
바로프스크 노선 취항…8일 청주~블라디보스토크도 취항 ●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2018 아시
안컵 예선 B조 1차전에서 인도를 10 대 0으로 대파…북한 김일
성경기장에서 사상 첫 태극기 게양·애국가 연주

■ 4월 6일 
군(軍),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사거리 800㎞ 탄도미사
일 시험발사 성공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번째 옥중조
사…혐의 여전히 부인하는 듯 ●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감…박 전 대통령과 분리 수용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
사 받아…국정개입 방조·특별감찰관 방해·세월호 수사 외
압 등 의혹 ●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청와대에서 나가미
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면담…일본대사, 소녀상
이전 요구 ● 인선 과정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밝혀진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 사의 표명 ● 이언주(경기
광명을) 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 선언하고 국민의당 입당…안
철수 대선후보 지원 ● 손흥민(25·토트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아시아 선수 한 시즌 최다골인 9골 기록 ●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여자팀, 강릉에서 열린 2017 IIHF 아이스
하키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Ⅱ 그룹 A 대회 북한과의 경
기서 3 대 0으로 승리…남북 선수들, 경기 후 유엔(UN)의 ‘피스
앤드 스포츠’ 엽서 들고 기념촬영
●

■ 4월 9일 
●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 한반도로 전격이동…북핵위
협 준비태세 ● 검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구속
영장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 ● 세월호 육상이송 작업 완료…
받침대에 올려놓는 거치작업은 10일 오전 7시부터 계속 ● 캐
나다 밴쿠버 인근 산에서 한국인 등산객 5명 추락사 ● 한국 여
자 축구대표팀,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2018 여자 아시안
컵 예선 B조 3차전 홍콩과의 경기에서 6 대 0으로 승리

■ 4월 10일 
●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방한…미·중회담 후 북핵·사드 논의
전망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4차 옥중조사…특별수사본부
투입해 뇌물 혐의 집중조사 ● 신임 해병대사령관에 전진구(55)
해병대 부사령관 임명…중장 진급

■ 4월 11일 
전민족대회 남·북·해외 공동실무위원회 2차 회의, 이틀
동안 중국 선양에서 열려…전민족대회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성사시키기로 합의 ● 세월호 1천91일 만에 인양 완료…내주부
터 미수습자 수색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한민국역사박
물관과 공동으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특별전 ‘67년 만
의 귀향’(Bring Them Home) 개최(~6월11일)…유품 2천여 점
전시 ● 강릉 세계장애인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 개막 ● 한국 여
자 축구대표팀,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2018 아시안컵 예
선 B조 최종전에서 우즈베키스탄에 4 대 0으로 승리…아시안
컵 본선 진출 확정·2018년 4월 아시안컵 본선에서 월드컵 티
켓 5장 놓고 경쟁
●

■ 4월 12일 
● 재·보궐선거 29개 선거구에서 실시…국회의원 1곳·기초단
체장 3곳·광역의원 7곳·기초의원 18곳, 경북 군위군 선거구
는 단독 출마 무투표 당선 ● ‘국정농단 묵인·직권남용 의혹’ 우
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다툼 여지” ● 검찰, 차은택·송성각에 징역 5년 구형…
국정농단 재판 첫 종료 ● 김환기(1913∼1974)의 전면점화 ‘고요
(Tranquillity) 5-IV-73 #310’, 서울 강남구 K옥션에서 열린 경매에
서 65억5천만원에 낙찰…한국 미술품 경매 최고가 기록 경신

■ 4월 13일 
낙동강 인근 주민들, 4대강 사업으로 수질 오염돼 피해를 봤
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환경단체 “낙동강 녹조라테 1
인당 50만원 배상”
●

■ 4월 7일 

■ 4월 14일 

검찰,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신
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환조사…혐의 부인 ● 보건복지부, 서울
시 청년수당 지급에 ‘동의’…“보완요구 반영돼” ● 한국 여자축
구 대표팀,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안컵 예선전 북한
과의 경기서 1 대 1 무승부…장슬기 동점골

● 군(軍) 합동참모본부, 북한군이 주한미군 기지와 청와대 등
에 대한 선제타격 위협을 한 것을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도발 땐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

●

■ 4월 8일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옥중조사…진술변화 없는 듯 ●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2017 국
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여자 세계선수권 디비전 2그룹 A(4부
리그) 대회 최종전(5차전)에서 네덜란드를 꺾고 5전 전승으로
우승…역대 첫 세계선수권 3부 리그 승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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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5일 
손흥민, 유럽리그 한국인 최다 골 타이기록 세워…보머스전
에서 한 골을 넣어 프리미어리그 12호, 시즌 19호 골 기록 ● 북
한, 김일성 주석 105돌 생일(태양절)을 맞아 김일성광장에서 열
병식 거행…신형 ICBM으로 대미 무력시위
●

■ 4월 16일 
북한,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미사일 1발 발사…실패한 듯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 방문

●
●

■ 4월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마
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펜스 “대선
결과 어떻든 한국에 대한 안보의지 확고…전략적 인내 끝났
다”·“모든 대북옵션 테이블 위에...한미동맹 위해 사드 배치”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592억원 뇌물 수수 혐의로 기
소…헌정 세 번째 부패혐의 전직 대통령 ● 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안 전격 수용
●

■ 4월 18일 
● 한반도에서 북핵 대응한다던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 ‘반대
방향’으로 항해…허위발표 논란 ● 한-앙골라 외교장관 회담,
서울서 개최…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고 경
제·통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 ●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19대 대선 선거보조금 지급…6개 정당에 421억여원 ● 세
월호 첫 선내 수색…4시간여 만에 가방 등 유류품 18점 나와

■ 4월 19일 
제9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일본 도쿄에서 개최…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조치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중국의 보복 조치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 ● 서울 여의도 KBS에서 두 번째 대선후보 TV토론 진
행 ●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한국 송환 판결…정 씨 변호인, 고등
법원에 항소
●

■ 4월 20일 
한·미,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공여 합의 ● 해양수산부, 17~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6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한-러 어획쿼터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혀…러 수역서 전년 수준 조업 가능 ● ‘구속 집
행정지 중 도주’ 최규선 순천에서 보름 만에 체포 ● 경산 자인
농협에 총 든 복면강도…한 발 쏜 뒤 돈 챙겨 도주·22일 단양
서 체포 ● 영종도에 동북아시아 최초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
스시티 개장…호텔과 리조트, 컨벤션, 카지노, 플라자, 스파, 클
럽, 야외 공연장 등으로 구성 ● SM상선, 미주노선 컨테이너 운
송 서비스 시작
●

■ 4월 21일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대선후보직 사퇴…후보 1명 줄어 14
명 ●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 매각하고 내곡동에 새집
구매…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매입 ● 울산 에쓰오일 공
사현장에서 대형 타워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폭발을 동반한 화
재 발생…사망 1명·4명 부상 ● 한화 이글스 주포 김태균(35),
63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해 한국프로야구 타이기록 세워…호
세와 타이
●

■ 4월 23일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광화문에서 ‘국민과의 약속, 미래
비전선언’ 선포 ● KBS에서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3차 토
론 진행…스탠딩 방식으로 문재인·안철수 등 5명 출연 ● 평
양을 방문했던 한국계 미국인 연변과기대 교수 출신 김상덕 씨
가 4월 21일 평양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던 중 북한 당국
에 체포됐다고 알려져…북한 산간 지역 어린이 지원활동 펼쳐

■ 4월 24일 
●

한국·탄자니아 외교장관 회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서 개최…북핵 공조방안 논의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북한대학원대 총장직 사퇴…“정치논쟁 한복판에 있어 학교에
안 좋아” ● 중소병원에 돈 받고 환자 알선한 유명 대학병원 레
지던트들 경찰에 적발

■ 4월 25일 
한·미·일 6자회담 대표,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차단을 위해 대북 압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제19
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 시작…등록 유권자 29만4천 명 ● JTBC
에서 대선후보 4차 토론 진행 ● 주한 미8군사령부, 서울 용산
에서 경기 평택으로 이전 시작 ● 미국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
호, 부산 입항…단독 훈련 ● 서울중앙지법 “가수 신해철 씨 집
도의, 유족에 15억9천여만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 미국 상
무부, 한국산 페로바나듐에 3.22∼54.69%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한국산 합금철 수입으로 피해”
●

■ 4월 26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발사대와 레이더 등 핵심 장비 전격 배치 ● 국토교통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문제로 LF쏘나타와 쏘나타하이브
리드, 제네시스 수만 대에 리콜 통보…현대자동차, 사상 첫 리
콜 이의제기 ● 코스피 6년 만에 2,200선 돌파…사상 최고가
넘봐 ● 아시아나항공, 와이파이·전화로밍되는 신형 A350 항
공기 도입
●

■ 4월 27일 
대법원, 18대 대선 무효소송 각하…“대통령 파면돼 실익 없
어” ● 65세 이상 실업자 분기 기준 첫 10만 명 돌파…실업률
은 7년 만에 최고 ● 세월호 미수습자 추정 유류품 발견…남학
생 교복 ● ‘제작 결함’ 아우디 A4·닛산 캐시카이 등 7천여 대
리콜 ● 삼성 1분기 반도체 영업이익 6조100억원으로 신기록…
삼성전자 주가 장중 220만원 돌파 또 사상최고가 ● 대우조선 1
분기 영업이익 2천918억원…17분기 만에 흑자전환 ● 대항항공,
‘꿈의 항공기’ 보잉의 차세대기종 B787-9 2호기를 도입했다고
밝혀 ● 중국, 한국산 식품·화장품 또 대거 수입 불허…롯데
사탕 포함
●

■ 4월 28일 
● 5당 대선후보 다섯 번째 TV 토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로 MBC에서 열려…‘성장 패러다임·일자리 창출’ 격돌

■ 4월 29일 
북한, 평안남도 북창 일대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발사 직
후 수초 만에 공중 폭발 추정 ● 미국 핵 항공모항 칼빈슨호,
일본 해상 자위대 호위함과 함께 동해 진입·합동군사 훈련
개시…일본 자위대, 사상 최초로 미국 함정 보호활동 개시 ●
한·미,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에서 북핵 위협
대응 美전략무기 정례적 전개 합의 ● 윤병세 외교부 장관, 트
럼프 미 대통령의 ‘10억 달러’ 사드 비용 청구발언과 관련, 렉
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에게 우리 입장 직접 전달
●

■ 4월 30일 
한·미 양국군의 연례적인 대규모 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
종료…한반도 긴장은 계속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둘째
아이 돌보려 육아휴직 하는 ‘용감한 아빠’에게 3개월간 최대
월 200만원의 휴직급여 지급키로 ● 서울 아파트값 강세에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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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위가격’ 사상 첫 6억원 돌파…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주
택가격 조사 결과 ● ‘미수습자 2명 추정’ 객실 수색로 확보…
세월호 5층 절단 시작

5월
■ 5월 1일 
●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2대, 한반도에 기습 출격해 미 항
공모함 칼빈슨호(CVN 70)와 함께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무력
시위 참가 ● 미국 공군, 북한 감시 강화 위해 괌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일본의 미군기지로 전진 배치 ● 민주노총과 한국노
총,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원회 결
성식’ 개최 ● 자유한국당,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
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유엔 북한인
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특검법안’ 제출 ● ‘국정농단 묵인’ 우
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 첫 준비절차 열려…치
열한 법리공방 예고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끼
리 충돌하는 사고 발생…6명 사망·25명 부상 ● 4월 수출 510
억 달러 ‘역대 2위’…선박 수출은 사상 최대 ● 미국 대외 정보
당국의 수장인 마이크 폼페오(53)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지난
주말 극비리에 방한한 것으로 파악돼

■ 5월 2일 
● 바른정당 김문성계 의원 13명 무더기 탈당 후 홍준표 지지…
황영철·정운천 의원 탈당 철회 ●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
MBC에서 진행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정부서울
청사에서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44건 안건 처리 ● 군(軍)검
찰 “2016년 9월께 발생한 국방망 해킹 사건, 북한 해커 조직 소
행” 결론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
서 총 59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개 범죄사실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시작 ● 서울중앙지검, ‘최순실 국정농
단’ 폭로자 고영태 씨를 ‘매관매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 ● 프로
농구 안양 KGC인삼공사, 2016-2017시즌 정규리그와 챔피언결
정전에서 창단 첫 통합 우승…오세근, 정규리그-올스타전-챔
피언결정전 MVP 석권 ● 카타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
인 인권 특별보고관, 6일 일정으로 방북

■ 5월 3일 
미국 공군, 서해안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3’의 발사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혀…일주일 새 두
차례 ICBM 발사 ● 서울 30.2도로 85년 만에 5월 상순 기준 최
고 기온 기록 ● 제53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서울 강남구 코
엑스에서 열려…영화부문 최우수연기상에 송강호·손혜진, 대
상에 박찬욱 감독과 김은숙 작가, TV부문 최우수연기상에 서
현진·공유
●

■ 5월 4일 
제19대 대통령 선출 사전투표 시작…이틀간 서울역과 인천
공항 등 전국 3천507곳에서 실시 ● 미국 내 최대의 친한(親韓)
조직인 주한미군 전우회(KDVA),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저
에서 창립식 열고 공식 출범…초대 회장에 샤프 전 한미연합
사령관 ● 남미서 한국 통신위성 ‘무궁화위성 7호’ 탑재 아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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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 발사 성공…한국 네 번째 방송통신위성 보유
21.57p(0.97%) 올라 사상 최고치인 2,241.24로 장 마감

●

코스피,

■ 5월 5일 
● 19대 대선 사전투표 1천100만 명 참여…투표율 26.06% ● 공
로명 전 외무부 장관 등 전직 외교관 97명, 홍준표 대선후보
지지 선언 ● 주한미국 아파치 헬기,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
역에서 북한군 특수부대 침투 막는 데 투입 ● 세월호 침몰해
역서 ‘길이 34㎝ 사람 정강이뼈’ 추정 유해 발견…국과수, 육안
확인·본원으로 옮겨 DNA 검사, 분석에 1개월가량 소요·5월
17일 단원고 고창석 교사로 확인

■ 5월 6일 
강릉 대관령 산불 확산…동해고속도로 일부 구간 전면통제
중국발 황사 전국 강타…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
●

■ 5월 7일 
김하늘,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2주 연속 우승…월
드레이디스 살롱파스컵 우승으로 통산 5승
●

■ 5월 8일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재수 끝에 국제축구연맹(FIFA) 평
의회 위원에 당선…2019년까지 2년 임기·북한축구협회 한은
경 부회장은 사퇴 ● 강원 삼척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 1대가 고
압선에 걸려 비상착륙하면서 정비사 1명 사망 ● 코스피 사상
최고치 행진…장중 2,250선 돌파 ● 김세영,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 로레나 오초아 매치플레이 결승전에서 쭈타누깐
(태국)을 꺾고 우승…통산 6승

■ 5월 9일 
●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 전국 1만3천964개 투표소에서 일제
히 시작…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자인 4천247만9천710명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실시 ● 강원 강릉과 삼척 산불, 발생 나흘
만에 완전히 꺼져…축구장 면적 476배인 340ha 산림 잿더미
●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의 한 터널에서 한국 국제학교 부설
유치원 차량 화재로 한국 국적 아동 10명과 운전기사 1명 사
망…“문 안 열려 탈출 못해”

■ 5월 10일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총 3
천267만2천101명(77.2%)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천342만3
천800표로 전체 41.08% 득표·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785
만2천849표(24.03%)·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699만8천342표
(21.41%)·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220만8천771표(6.76%)·정의
당 심상정 후보 201만7천458표(6.17%)로 집계 ● 문재인 대통
령, 공식임기 개시…국회서 취임선서 후 국정운영 돌입 ● 문재
인 대통령, 첫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낙연 전남지사 지명…초대
비서실장엔 임종석·경호실장엔 주영훈 임명, 국정원장 후보
자에 서훈 전 국정원 3차장 지명 ●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포
함한 지도부, 대선 패배 책임지고 총사퇴 의결 ● 지난 3월 31
일 남대서양에서 실종된 한국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와 선원
22명을 찾는 수색작업 사실상 종료…가족 “포기 안돼” ● 세계
체육기자연맹(AIPS) 80회 총회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
막 ● 가수 싸이, 정규 8집 앨범 ‘4X2=8’ 발매…2015년 12월 ‘칠
집싸이다’ 이후 1년 반 만

■ 5월 11일 
●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

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
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언급 ● 청와대 ‘3실·10수석’에서 ‘4
실·8수석·2보좌관’ 체제로 전환…정책실장을 부활하고 외
교·국방·통일 정책보좌기능은 국가안보실로 일원화 ● 문재
인 대통령, 청와대 민정수석에 조국·인사수석에 조현옥·홍
보수석에 윤영찬 임명…총무비서관에 이정도·춘추관장에 권
혁기·국무조정실장에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 문재
인 대통령, 황교안 국무총리·박승춘 보훈처장 사표 수리 ●
김수남 검찰총장, 전격 사의 표명 ● 경남 양산서 폐질산·불
산 혼합액 4.5t 유출…인명피해 없어 ● 영동고속도로에서 고
속버스와 승합차 추돌…4명 사망·4명 부상 ● 경남 창원시 태
경중공업에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첫 번째 대형 조달품(ITER 섹터 부조립장비·SSAT) 출
하식 열려 ● 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2,296.37 마감 ● 한국 20
세 이하(U-20) 축구대표팀, 충북 청주종합경기장에서 치러진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에서 2 대 0으로 승리 ●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국가별 군사력 순
위에서 한국 11위 유지·북한은 23위…미·러·중·인도 1∼4
위, 일본은 7위

■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업무지시 통해 국정역사교과
서 폐지와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 ● 문재인 대통령,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일자리 관련 행사 참석…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약속 ● 국토교통부, 현대·기아차의 제작
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총 23만8천 대 강제리콜 명령 ●
세월호 선미 객실 부근서 ‘사람 뼈’ 추정 유골 다수 발견
●

■ 5월 13일 
문재인 대통령,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사저에서 나와 청와대
관저 입주 ●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5선)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5월 14∼15일 열리는 ‘일
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
가차 출국
●

■ 5월 14일 
● 북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미사일 발사…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신형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1
발 발사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소집…“北 탄도미사일 발사, 안보리결의 위반...강력규탄”
● 외교부 대변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 규탄하
며 비핵화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정부 성명 발표 ● 청와
대 정무수석에 전병헌(59) 전 민주당 원내대표·사회혁신수석
에 하승창(56)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사회수석에 김수현(55)
전 환경부 차관 임명 ● 미래창조과학부, 오후 6시를 기해 국
가 사이버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랜섬웨어 공
격 등 사이버 위협 고조에 대응” ●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만나… 시 주석 “한중 관계
중시 표명” ● 김지영,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NH 투자
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

■ 5월 15일 
● 문재인 대통령, ‘업무 지시’ 3호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
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4호로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
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 ● 더불어
민주당 박병석 의원, 베이징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
위원과 면담 ● 미국 백악관의 한반도 담당자들 1박 2일 일정으
로 방한…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앨리슨 후커 NSC 한반도 보좌관 등 한미
정상회담 조율 ● 청와대 대변인으로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명 ● 김시우(21),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미국프로골
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역전 우승…플레이어
스 챔피언십 최연소 우승·통상 2승

■ 5월 16일 
● 한·미·일, 북한 미사일 대응 화상회의 열고 공조 방안 논
의…“미국 안보공약 재확인” ● 한·미, 6월 말 미국 워싱턴에
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 미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한
미 연합훈련 중이라고 밝혀…종료는 미정 ● 국방부, 전두환 정
권 시절 의문사한 고(故) 허원근 일병을 숨진 지 33년 만에 순
직 인정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국회의원 임명 ● 국
민의당 새 원내대표에 4선의 김동철(광주 광산) 의원 선출 ● 더
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우원식(서울 노원을) 의원 선
출 ● 경북교육청, 경산 문명고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3개월 만에 없던 일로” ● 랜섬웨어 국내 피해 신고 나
흘간 12건…“1차 위기 넘긴 듯” ● 세월호 3층 객실서 온전한 사
람 형태 유골 수습 ● 신라 경주 월성(사적 제16호) 성벽에서 약
1천500년 전 제물로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골 2구 출토

■ 5월 17일 
●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첫 방문…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 문 대통령,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
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 전격 지시 ● 문 대통령, 공정
거래위원장(장관급) 후보자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 지명 ● 국가보훈처장에 피우진 예비역 중령…사
상 첫 여성 보훈처장 ● 문 대통령의 일본 특사인 더불어민주
당 문희상 의원과 미국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이사장, 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워싱턴과 도쿄로 출국…문 특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서 “국민 대다수 위안부합의 수용 못해”

■ 5월 18일 
주한미군, 독도함 이용 북한 핵무기 제거 훈련 첫 실시…작
전명 ‘워리어 스트라이크 7’ ● 문재인 대통령,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5·18 진상과 책임 반드시 밝혀
낼 것”·정치권, 9년 만에 손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며 개헌 첫 발언 ●
대미 특사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 백악관서 트럼프 미국 대
통령과 면담…트럼프 “北 압박·제재 단계지만 조건이 되면 평
화 만들 의향” ● 일본 특사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아베 신
조 일본 총리 면담…북핵엔 공동대처·위안부 합의는 이견 ●
중국 특사 이해찬 전 국무총리,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출국 ●
법원, 국정농단 첫 선고…서울중앙지법, 김영재 부부 등 ‘비선
진료’ 전원 유죄 판결 ● 국가인권위원회,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
터 센트럴 홀에서 ‘2017년 북한인권국제 심포지엄’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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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회동…여·
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제안에 여야 5당 동의 ● 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 권한대행 지명…서울중앙지검장
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법무부 검찰국장에 박
균택 대검 형사부장 보임 ● 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을 아
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사로 임명 ● 청와대, 국
정기획자문위원회 명단 발표…위원장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위원장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태년 민주당 정
책위의장 ● 세월호 3층서 나온 유골 치아감정 결과 단원고 허
다윤 양으로 확인…세월호 참사 발생 1천129일 만 ● 일반 음식
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매
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 지정
●

■ 5월 20일 
서울역 고가 보행길 ‘서울로 7017’ 개장…도심 속 공중정원
김자인(28·여) ‘클라이밍(암벽등반)’ 선수, 555ｍ 높이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맨손으로 올라…“롯데월드타워도 도전
과 희망의 상징이 되길 기대한다” ● 한국 U-20 축구대표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기니와의 대회 조별리그 A조 1차
전에서 3 대 0으로 승리
●

●

■ 5월 21일 
북한, 평안남도 북창 일대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전략탄도
탄 ‘북극성 2형’ 1발 발사…文정부 출범 12일 만에 두 번째 도
발·500여㎞ 비행 ● 해군-주한美해군, 정보·작전 통합 ‘리
틀 연합사’ 출범…연합해양작전본부 1월에 출범 ● 문재인 대통
령,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60)
아주대 총장·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강경화(62)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 지명 ● 문 대통령, 홍석현 한국신문협회 고문과 문정
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각각 임명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아시아정당 국제
회의 공동 상임위원장·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법무비서관에 김형연 전 서울고법 판사 임명 ● 박원순 서울시
장, 문 대통령의 아세안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순방차 출국 ● 방탄소년단, K팝 아이돌 그룹 최초로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Billboard Music Awards)에서 수상…
‘톱 소셜 아티스트’상 ● 김자영, 춘천 라데나 골프장에서 열린
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결승에서 박인비 꺾
고 우승
●

■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 “털 건 털고 가자”
● 문 대통령의 러시아 특사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
국…푸틴에 문 대통령 친서 전달 ● 세월호 3층서 구명조끼 입
은 유골 발견 ●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크레인 사고…2명 사
망·3명 부상
●

령의 아세안 특사 박원순 서울시장,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문 대통령의 친서 전달 ● 세월호 선미 3층
객실 진흙서 사람 뼈 추정 뼛조각 6점 나와 ● 한국 20세 이하
(U-20) 축구대표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7 국제축
구연맹(FIFA) U-20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 아르헨티나와
의 경기에서 2 대 1로 승리…16강 진출 확정

■ 5월 24일 
해군 2함대, 서해서 NLL 수호를 위한 한미연합 및 합동·협
동 해상기동훈련 실시(~26일) ● 교황청 특사 김희중 한국 천
주교 주교회의 의장,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예방하고 문
재인 대통령의 친서 전달…“문 대통령, 교황에 한반도 화해 노
력, 결실 맺게 기도해 달라” ● 유럽연합(EU)·독일 특사단(특
사 조윤제 서강대 교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만나 문 대
통령의 친서 전달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시
(~25일) ● 정유라, 체포 144일 만에 한국행 수용…송환불복 항
소심 철회
●

■ 5월 25일 
● 헌법재판소,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 합
헌 결정…“방통위 고시내용 예측 가능하고 이동통신산업 발전
에 기여”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호남 4선의 박주선 국
회부의장 선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2018년부터 어
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한다고 밝혀…2조원 소요 예
상 ● 세월호 4층서 수습된 미수습자, 단원고 조은화 양으로 확
인 ● 테슬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지하 4층
에 국내 첫 슈퍼차저 설치…연내 14곳 설치

■ 5월 26일 
● 미 트럼프 행정부의 4대 대북정책 기조 확정…▲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
며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
적으로는 대화로 문제 해결 ● 통일부, 2016년 1월 이후 처음으
로 대북접촉 승인…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대북지원 북측과 협의 예정 ●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집
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26일 채택 무
산…野 “대통령 직접 사과, 위장전입 등 배제” 요구·與, 청와
대와 협의키로 ● 법원 ‘3천억대 적자’ 의정부경전철 파산 선
고…“재기 불능” ● 이화여대 철학과 김혜숙(63) 교수, 이대 첫
직선제 총장으로 선출

■ 5월 27일 
해경, 동해상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과 선원 6명 구조…기상
악화로 조난 추정 ● 필립모리스,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IQOS) 국내 사전판매 개시
●

■ 5월 28일 
● 북한, ‘북한판 패트리엇’ 지대공 유도미사일 ‘KN-06’(번개 5
호) 시험발사 ●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전액 보상키로

■ 5월 23일 

■ 5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8
주기 추도식 참석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
통령의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려…박 전 대
통령과 최순실 법정 조우 ● 북한 무인기 추정 비행체 군사분
계선 넘어와…군(軍) 경고사격·北 전단살포용 풍선 ● 문 대통

북한, 강원도 원산서 동쪽으로 스커드 계열 미사일 1발 발
사…청와대, NSC상임위 개최 ●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5시간 뒤 동해 상공에 출현 ● 새
정부 첫 임시국회 개막…청문회·추경·개혁입법 난제 ● 문재
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메가와티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접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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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협력” 부탁 ● 제5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막(~6월 2일)…11개국 한인정치인 37명
참가

라 대화) 3자 회담-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정보 공
유와 연합훈련 등 군사적 공조 강화 합의 ● 법원, 최순실(구속
기소) 씨 딸 정유라에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 5월 30일 

■ 6월 4일 

문재인 대통령,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진상조사 지시 ●
행정안전부 장관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
부 장관에 도종환 민주당 의원·국토교통부 장관에 김현미 민
주당 의원·해양수산부 장관에 김영춘 민주당 의원 내정 ● 문
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첫 부처 간 ‘합동 업무보고’ 진행 ●
군(軍), 북한군 탱크를 파괴하는 보병용 유도무기 ‘현궁’의 품
질인증 사격시험 성공 ●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 천
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포르투갈과의 2017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16강전에서 1 대 3으로 패배…16강 탈락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 미국에서 귀
국 ● 관악구 신림동 미림여고 뒤 삼성산 5부 능선에서 산불…1
시간40분 만에 완전 진화

●

■ 5월 31일 
한·미·중·일, 유엔 군축회의서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
스웨덴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남북 반관반민’ 접촉…스톡홀름에
서 남·북·미·중 전문가가 참석하는 ‘1.5트랙’(반관반민) 성격
의 비공개 포럼 개최(~6월 1일)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방
한 중인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접견…“사드 진상조사,
결정 바꾸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 전하려는 것 아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자유한국당 불
참 ● 국회 정보위원회,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 ● 통일부, 6·15공동
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북접촉 승인…9년 만에 처음 ● 대법원,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징역 3년 확정…불법폭력
집회 유죄 ● 검찰, 한국행 KAL 기내서 정유라 체포…오후 3시5
분 인천 도착·최순실-정유라 모녀, 남부구치소 함께 수감 ● 미
국 항공모함 칼빈슨호 한 달 만에 한반도 떠나…레이건호와 임
무교대 ●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
8호선을 맡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3년 만에 통합한 ‘서울교통
공사’ 출범 ● 북한 조난선원 6명, 전원 북한으로 송환…동해안
NLL(북방한계선) 근처까지 예인, 이후 자력으로 귀환
●

●

■ 6월 5일 
● 북한, 대북 인도지원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종교
단체 ‘한국종교인평화회의’·‘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방북 거
부…“유엔제재 결의와 정부 대응 문제 삼아” ● 문재인 대통령,
사드 배치 관련, 국방부에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진행 지시 ●
청와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사드 보고 삭제 지시...환경
평가도 회피”…위 실장을 사드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련
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진행 ● 정부와 여당,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18부·5처·17청·4실 체제로 ● 전국 전통시장서 ‘살아
있는 닭’ 거래 전면 금지…농림축산식품부, AI 재확산 우려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파주·양산·제주·
군산 등 4개 지역에서 3만 마리 살처분 ● ‘6월 2일 최초 신고’
제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로 최종 확진 ● 세월호 3층 수습 유
해 DNA 감식 결과 이영숙 씨로 확인…현재까지 확인된 미수
습자는 4명, 남은 미수습자는 5명 ● 검찰, ‘대마초 혐의’ 빅뱅
탑 불구속 기소…“혐의 일부 자백”

■ 6월 6일 
● 미 공격형 핵 잠수함 ‘샤이엔’ 부산 입항 ● 정부, AI 위기경
보 ‘심각’으로 격상…전국 가금농가에 일시이동중지 명령 ● 대
통령 경제보좌관에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임명 ● 임
성남 외교부 1차관, 문재인 정부에서 이례적으로 유임 ● 의무
경찰 복무 중 대마초 피운 혐의로 재판 넘겨진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예명 탑) 씨, 약물 과다복용으로 의식 잃어 입원

■ 6월 7일 
●

유병언 장녀 섬나, 도피 3년 만에 프랑스 공항서 체포

■ 6월 8일 

4대강 6개 보 수문 개방…4천670만t 방류·전체 확보 수량
13% 수준 ● 영동화력발전소 1·2호기,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의 하나로 6월 한 달간 일시가동 중단 ● 오후 9시8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에서 대형 산불…축구장 2.8배 면적 소
실 ● 대한항공, ‘꿈의 항공기’ 보잉의 차세대기종 B787-9 여객
기 첫 투입…인천∼캐나다 토론토 노선 매일 1회 왕복

● 북한, 원산서 지대함 순항미사일 수발 동해로 시험발사 ● 문
재인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첫 주재…북한
의 미사일 발사 규탄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대
해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말
해 ●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
억여원 받아낸 혐의로 수감 중이던 장시호 씨 구속기간 만료
로 석방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오피스텔 주차장서 방화…연
기 마신 15명 병원행 ● 경남 양산에서 고층 아파트 주민이 외
벽 작업하던 근로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음악 시끄럽다” 40대 커터칼 들고 옥상으로

■ 6월 2일 

■ 6월 9일 

통일부, 대북 인도지원 및 남북 종교 교류를 위한 민간단체
의 대북 접촉 8건 승인…인도지원단체 2곳·종교단체 6곳 ●
검찰, ‘이대 특혜’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최순실과 공모’ ● 세
월호 3층 객실 발견 유해 DNA 감식 결과 허다윤 양으로 확인

북한 조난선원 4명 중 송환희망 2명 동해상 NLL서 북측에
인계…귀순 의사 표시 2명 남측에 잔류 ● 강원도 야산서 북한
무인기 추정 비행체 발견…카메라 장착 ● 인천지검 특수부, 46
억원대 배임 혐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
씨 구속…법원 “도주 우려” ● 세월호 3층 주방 사람 뼈 1점 발
견…11일 만에 추가 수습

6월
■ 6월 1일 
●

●

■ 6월 3일 
●

한·미·일 국방장관,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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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0일 

■ 6월 19일 

미국 ‘팝 디바’ 브리트니 스피어스,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
돔에서 첫 내한 공연

● 통일부, 전북 무주에서 6월 24일 열리는 세계태권도연맹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예정인 북한 태권도시
범단의 방한 신청 승인 ● 국내 첫 원전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문재인 대통령, 고리원전 1호기 퇴역식에서 탈핵정책 선
포 ● 현대자동차, 미국서 집단소송 당해…고객들 “조향장치 결
함” ● 한국 펜싱 대표팀, 홍콩에서 열린 2017 아시아선수권 남
녀 단체전에서 동반 우승

●

■ 6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68) 전 경
기교육감·국방부 장관에 송영무(68) 전 해군참모총장·법
무부 장관에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고용노동부 장관
에 조대엽(57) 고려대 교수·환경부 장관에 김은경(61) 전 청
와대 비서관을 지명 ● 서울 구로구·금천구·관악구 등 서
울 서남부 일대와 경기 광명시 등에 대규모 정전 사태…영서
변전소 고장으로 낮 12시50분 발생해 1시15분 복구, 불편신고
속출
●

■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서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후 첫 시정연설 ● 문 대통령, 청와대에서 FIFA
인판티노 회장 접견…“2030년 월드컵, 남북한 포함 동북아 공
동개최” 제안 ●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평양 전격 방문…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22) 석방 끌어내
●

■ 6월 13일 
군(軍), “북한 무인기 추정비행체가 사드 성주골프장 사진 10
여 장 촬영…2∼3㎞ 상공서 총 500여 장 이상 찍어” ● 경기
도 최전방 지역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병사 1명 귀순…약 9개
월 만에 처음 ● 문 대통령, 용산 한미연합사령부 방문…“적 공
격 억제하는 장병들에 박수” ● 문 대통령, 김상조 한성대 교수
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청문보고 채택 없는 첫 사례 ● 경
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정상 부근에서 민간헬기 추락…조종사
2명 부상 ● 연세대서 ‘텀블러 폭탄’ 폭발…범인은 교수에 불만
품은 대학원생 ● 한국공항공사 항공훈련센터 개관…모의비행
장치를 갖춰 항공기 조종사 지망생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전문 비행훈련 받을 수 있게 돼 ● 북한 억류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석방
●

■ 6월 14일 
● 한국 축구대표팀, 도하에서 열린 카타르와의 2018 러시아 월
드컵 최종예선 8차전 원정경기에서 2 대 3으로 패배…카타르
에 33년 만에 패배

■ 6월 15일 
서울대병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기존 ‘병사’에
서 ‘외인사’로 변경…“내부손상 아닌 외부타격 의미”
●

■ 6월 16일 
●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전격 사퇴…새 정부 공직후보 첫
낙마·몰래 혼인신고·여성비하 논란·과거사위 등 경력 과
장 논란 ● 2016년 5월부터 지방공기업으로 확대 도입됐던 성
과연봉제 전면 폐지…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
고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 의결 ● 대한항공, 기내에
서 난동을 부린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는 ‘노플라이’(No-Fly) 제
도 시행

■ 6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 수
여…지명 28일 만 ● 북한 주민 1명 부유물 붙잡고 한강하구 헤
엄쳐 귀순…이달에만 총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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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0일 
● 한·중, 1년 4개월 만에 베이징에서 외교차관 간 전략대화
개최…사드 배치와 관련한 입장 차이 확인 ● 미국의 전략폭격
기 B-1B 랜서 2대 또 한반도 출격…한국 공군 F-15k와 연합훈
련 ● 조희연 서울교육감, 서열화된 고교 체제 개편을 위해 외
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이를 위한 법 개
정을 정부에 촉구

■ 6월 21일 
● 국방부, “(6월 9일 인제군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의 비행경
로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국방과
학연구소 “2014년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보다 항속거리 2배
증가” ●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실시…마지막 사법시험

■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가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
에서 “북한이 머지않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기술을 손에 넣게 될 것으
로 믿는다”고 말해 ● 정부, 방한한 북한 태권도시범단의 체류
비 7천여만원 지원…2년8개월 만에 남북협력기금서 주민왕래
비용 지출 ●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가 개발한 자율주
행차 스누버(SNUver), 일반도로 시험주행
●

■ 6월 23일 
군(軍),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현무2-c’ 시험발사 성
공…문재인 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 방문해
참관 ● 강원도 지역 최전방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 10일 만
에 또 군사분계선(MDL) 넘어 귀순 ● 북한 주도 국제태권도연
맹(ITF) 시범단, 10년 만에 방한…중국 베이징 경유 김포공항
도착·8박9일 일정 4차례 시범공연·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 동행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로켓엔
진 발사 시험…로이터통신 보도
●

■ 6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
맹(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 참석…2018년 2월에
열릴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 제안·북한의 장웅 국
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평창 단일팀·분산개최 현실적으
로 어려워” ●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가
금품을 노린 괴한 3명에 납치…27일 진주대교 아래에서 피해
자 시신 발견·7월 3일 용의자 2명 서울서 검거 ● 국내 1세대
DJ 박원웅 씨, 지병으로 별세…향년 77세
●

■ 6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7주년
6·25전쟁 기념식에서 기념사 “북한, 억류자 석방하고 비핵화
의 길로 나와야” ● 강경화 외교부 장관, 6·25전쟁 67주년을
맞아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미연합사단과 주한미군 2사
●

단 방문…장병들 격려하고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 ● 해양수산
부 국립수산과학원, 방어 수정란 대량생산 및 인공 종자 생산
에 성공했다고 밝혀

7월

■ 6월 26일 

■ 7월 1일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막(~28일)…
유럽과 아시아 지역 25개 국가 의장 및 부의장 등 참석·27
일 ‘서울 선언’ 채택 ●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대선
때 제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
사 의혹과 관련, “제보된 카카오톡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
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대국민사과 ● 바른정당 신임 대표
에 3선의 이혜훈 의원 선출…하태경·정운천·김영우 최고위
원 당선 ● 주한미군, 한반도 유사시 대북 정밀타격 임무에 동
원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재즘(JASSM)’ 전격 배치 ● 통일부,
“우리 해경은 6월 23일 낮 12시54분께 울릉도 북동 해상 48㎞
지점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인 북한 선박 1척과 선원 8명
을 구조했다”고 밝혀 ● 공정거래위원회, 국산자동차 부품 값
담합 일본·독일계 업체에 과징금 20억2천100만원 부과 ● ‘갑
질 논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 “회장직에
서 물러나겠다” ● 유소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월마
트 NW 아칸소 챔피언십 우승…세계 1위 등극 ● 북한 태권도시
범단, 전북도청에서 시범공연

문재인 대통령, 미국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북한 비핵화를 위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
해 나가기로 합의 ● 북한 주민 5명 탄 선박 1척 동해 북방한계
선(NLL) 넘어와…“귀순의사 표명” ● 북한 주도 ITF태권도 시범
단 출국…10년 만에 방한해 무주·전주·서울서 4차례 시범공
연 ● 서울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 종로
구의 ‘공공조형물’로 관리 ● 미국 남부에서 최초로 ‘평화의 소
녀상’ 제막식 열려…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인근 소도시 브
룩헤이븐의 블랙번2 시립공원에 건립

●

■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대표단
과 오찬…“북핵 해결 지지 부탁” ● 정부, 북한에서 결핵 치료
사업을 진행하는 유진벨재단의 대북 지원물자 반출 승인…문
재인 정부 출범 후 대북 물자반출은 첫 승인 사례 ● 정부, 신고
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작업
을 벌이겠다고 발표 ●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소송…주택용 전
력 소비자 첫 승소 ● 부동산 시행사 일레븐건설, 용산구 이태
원동 유엔사 부지 매입자로 선정…1조552억원에 최종낙찰
●

■ 6월 28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3박5일 일정으로 방미…30일 한미 정상회담서 ‘북핵 공
동대응’ 논의 후 공동성명 채택 ● 남북관계전문가 33인, ‘평화
통일단체총연합’ 창립…발기인 대회서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
과 김덕룡 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각각 법
인 이사장과 총재로 추대 ● 리용선 국제태권도연맹(ITF) 총재,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 함께 ITF 태권도 시범단을
이끌고 서울 강남구 국기원 방문
●

■ 6월 29일 
● 문재인 대통령,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사드 의
구심 씻고 동맹 강조 ● 국회, 조명균 통일부 장관·김영록 농
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문재
인 대통령 아들 취업의혹 조작’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구속 ●
코스피 2,400선 돌파 ● 연합뉴스, 통일부와 공동으로 서울 중
구 롯데호텔에서 ‘2017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개최 ● SK, 미국
에너지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콘티넨탈리소스와 셰일가
스 공동개발 업무협약(MOU) 체결…5년간 1조8천억원 투자

■ 6월 30일 
● 민주노총, 서울도심서 5만 명이 참가한 총파업대회 개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등 요구

●

■ 7월 2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마치고 서울공항 통
해 귀국 ● 대법원,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소풍)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등 9명에게 징역
형 확정…집유·자격정지
●

■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접견 ● 문 대통령,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백운규(53) 한양대 제3공과대학장, 보
건복지부 장관에 박능후(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명…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이효성(66) 성균관대 신문방송학
과 명예교수, 금융위원장에 최종구(60) 한국수출입은행장 내
정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
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 김은경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자유
한국당 새 대표에 홍준표 전 경남지사 선출 ●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검찰 수사 ● 강원 홍천 343㎜
‘물폭탄’…북한강 댐 첫 수문 개방
●

■ 7월 4일 
● 북한, 오전 9시 40분께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
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정점고도
2천802㎞까지 상승해 933㎞ 날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에 낙하…북, 오후 3시30분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ICBM 시험발
사 성공 발표 ● 정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
고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라는 성명 발표…“우리 정부 의지 오
판하거나 시험하지 말아야”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데이
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 접견…“북한, 레드라인 넘으면 한미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 문 대통령, 검찰총장에 문무일 부산
고검장 지명 ● 울산시 울주군의 한 관광호텔에서 시동생이 호
텔 업주인 형수와 조카들에게 흉기 휘둘러 2명 숨지고 1명 중
태 ●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에 신태용 감독 선임

■ 7월 5일 
한미, 북한 도발 대응 탄도미사일 훈련…300㎞ 현무-2A 발
사 ● 군(軍), 가상 평양타격 장면 등 ‘참수작전’ 영상 대거 공개
● 문재인 대통령, 4박6일 일정으로 독일 공식 방문과 주요 20
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지원서에 학력·사진 금지 ● 고기패티가 덜 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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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
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 청주서 어린이집 버스가 인도 덮
치고 차량 3대와 충돌…2명 사망·9명 부상

■ 7월 6일 
해·공군, 북한의 ‘화성-14형’ 발사 도발에 대응해 동해서
실사격훈련…이틀째 무력시위 ● 문재인 대통령,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이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임을 알고 있다”며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
하고자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해…문 대통령
의 베를린 구상 ● 문 대통령, 베를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
석과 첫 정상회담… “한국과 중국은 경제문제뿐 아니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협력관
계에 있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서울중앙지법,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 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6억
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
●

■ 7월 7일 
● 한·미·일 정상, 독일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7월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 문재인 대통령, G20 정상
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文 “자
주 만나자”, 아베 “새 한일관계 희망” ● 문 대통령, 독일서 취
임 후 처음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文 “러 적극역할 당부” 푸틴 “북한 협상테이블 복귀 위한 한국
정부 노력 지지”

■ 7월 8일 
● 미국의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 한반도 전개…
북한 타격 실사격훈련 ●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였던 조원
진 의원, 대한애국당 창당 ● 우상혁(21·서천군청), 인도서 열
린 제22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승에
서 2m30을 넘으며 금메달 획득…정혜림(30·광주광역시청),
여자 100m 허들 결승에서 13초16의 기록으로 금메달

■ 7월 9일 
●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인근서 버스운전자 졸음운전으
로 광역버스와 승용차 5~6대 추돌…2명 사망·16명 부상

■ 7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독일 공식방문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4박6일간의 방독 일정 마치고 귀국 ● 청주지법, 불법 선거운동
혐의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에게 당선
무효형 선고…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국
내 연구진,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기술을 이용해 치매 환자의
신경세포 개발 성공…동국대 의생명공학과 김종필 교수팀
●

■ 7월 11일 
주한미군, 용산서 평택으로 기지 이전 완료…미 8군 평택 신
청사 개관 ● 국가정보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조직편제 개편
방향과 북한 미사일 평가 보고…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
는 의미에서 ‘국내차장’ 명칭 사용 않기로, 1차장은 ‘해외차장’, 2
차장은 ‘북한차장’, 3차장은 ‘방첩차장’으로 부르기로·북한이 발
사한 미사일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라고 잠정평가 ● 북한,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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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2일 
● 국민의당 안철수,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 관련 대국민
사과…“당사자와 국민께 사과...모든 것 내려놓고 원점서 반성”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
작’ 사건의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된 국민의당 이준서(40) 전 최
고위원 구속 ●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책을 제안받겠다
는 취지로 개소한 ‘광화문 1번가’ 운영 종료

■ 7월 13일 
● 미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공식 요구…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
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
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 ● 문재인 대통령, 국회 청문 보고
서가 채택되지 못한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을 국방부 장관
에 임명…유영민 미래·정현백 여성 장관도 임명장 ●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32일 만에 자진사퇴…안경환 법무
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 코스피 2,400 시대로…시총
도 1천568조원 ‘사상 최대’ ●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2%대로 첫
추락…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6∼202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8∼2.9%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 ● 재입북 40대 탈북민 강모 씨, 다시 탈북해 국내 입국
확인

■ 7월 14일 
청와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포함해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과 메모 발견 ● 북한 무인기 탐지
방공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개발 성공…2018년 양산 착수, 육군
군단급과 해병대 서북도서 야전부대에 실전배치
●

■ 7월 1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최전방 부대 찾아
군사대비태세 점검 “적이 두려워하는 군(軍) 돼라” ●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으로 결정…2017년의 6천470원보다
16.4% 인상·재정 3조원 풀어 영세사업주에 초과분 지원 ● 북
한, 황강댐 또 방류…임진강 필승교 수위 인명 대피 기준인 1ｍ
넘어서
●

■ 7월 16일 
● 중부 지역 집중 폭우로 하천 범람하고 도로·주택 곳곳 침
수…사망·실종 6명·이재민 517명·청주 302㎜ 집중 호우
● 박성현(24·KEB하나은행),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US여자오픈 우승…LPGA 데뷔 첫 우승·아마추어 최혜진 2
위

■ 7월 17일 
● 국방부, 남북 군사당국회담 21일 개최 북한에 제의…“북측
통일각에서, 군통신선 복원해 회신해 달라...긍정 호응 기대” ●
대한적십자사,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 논의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 8월 1일 개최 북한에 공식 제의 ● 문재인 대통령, 조달청
장에 박춘섭(57)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병무청장에 기찬수(63)
전 육군수도군단 부군단장·기상청장에 남재철(58) 기상청 차
장 임명 ● 서울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무기계약직
2천442명 전원 정규직 전환…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투자출
연기관 11곳 소속 ● 국회 정무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
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 7월 18일 
국회,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 ● 박정화·조
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부적격의견
병기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기금 4조원으로 2배 확대…
최저임금 부담 대책
●

■ 7월 19일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병력 50만 명으로 감축·
복무기간 18개월로 축소·2022년까지 대체공휴일제도 확대
등 ● 문재인 대통령, 여야 4당대표와 첫 오찬회동…자유한국
당 홍준표 대표는 불참 ● 문 대통령,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최
종구 금융위원장 임명 ● 공정거래위원회, 하림그룹의 총수 사
익 위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직권조사 착수…김상조 재벌개
혁 신호탄 ● 2018년 7월부터 실직 및 퇴직해도 최장 3년간 건
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보건복지부, 건강보험법 개정
안 입법예고 ● 최태원 SK그룹 회장,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
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 ● 2017 대구
치맥페스티벌, 두류야구장에서 개막(~23일) ● 현대자동차, 중
국의 다섯 번째 생산시설이자 30만 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
춘 충칭공장에서 생산기념식 개최…8월부터 가동 ● 대북인권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 인권범죄 지도 작성·공
개…“총살장소 290곳 지목, 집단매장 등 시신처리장소 47곳
파악”
●

■ 7월 20일 
●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중소벤처기업부 신설·17부5처16청
에서 18부5처17청으로 변경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수용
불가”…법적 대응·집단행동 예고

■ 7월 21일 
국방부, 사드기지 전자파 측정계획 취소…관련단체 반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
고서 채택 ●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
준(50) 전 검사장, 항소심에서 뇌물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 선고 받아 ● 김정숙 여사, 청주 수해복구 지원…대통령 부
인 첫 사례
●

■ 7월 22일 
● 추경예산 11조300억원 국회 통과…공무원 2천575명 증원 등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투입 ● 경기 연천ㆍ포
천 호우경보…연천 신서 168.5㎜ 폭우

■ 7월 23일 
문재인 대통령, 고용노동부 장관에 3선 중진의 더불어민주
당 김영주(62) 의원 지명 ●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 91세
일기로 별세…생존자 37명뿐 ● 파주·고양 호우경보…서울·
인천 등 18곳 호우주의보 ● 인천 지역 집중호우로 지하철 7호
선 인천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7명 고립…1시간여 만
에 구조 ● 한국, 브라질에서 폐막한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에서 종합우승…대표선수 6명 전원 금메달 ● 이정은(21), 경기
도 파주 서원밸리CC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
어 MY 문영 퀸즈파크 챔피언십에서 우승
●

■ 7월 24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
고서 채택 ● 서훈 국정원장, 국회의장에 사상 첫 안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지시 ●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출범…정부 “최종
결과 그대로 수용”·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 ‘회생절차
신청’ 망고식스 강훈 대표 자택서 숨진 채 발견 ● 야구 국가대
표 첫 전임사령탑에 ‘국보급 투수’ 선동열 전 감독 임명…2020
년 도쿄올림픽까지 임기 ● ‘영원한 캡틴’ 박지성(36), 한국인으
로는 처음으로 축구 규칙을 정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 자문
위원으로 위촉

■ 7월 25일 
● 대법원, 사회적 관심을 끄는 1·2심 재판 선고 생중계 허
용…8월 1일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
정 ● 광주 마지막 비전향장기수 서옥렬 씨 송환 추진위 결
성…“북쪽 가족 품에서 눈감을 수 있게 양심수 돌려보내야” ●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단체전 우승

■ 7월 26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만나 담화…교원 정치
활동 보장·교육혁신엔 공감대 있지만, 법외노조 해제방법은
이견 ●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2심서 징역 6년으
로 감형…존리 전 대표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는 무죄
●

■ 7월 27일 
정부, 집중호우 피해 큰 충북 청주·괴산 특별재난지역 선
포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상춘재 앞 녹지원에서 주요 기업
인과 호프미팅(~28일) ●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
실장 1심에서 징역 3년·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집
행유예로 석방…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징역 1년 6월에 법정구속 ●
카카오뱅크 공식 출범…케이뱅크 이어 두 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
●

■ 7월 28일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고도 약 3천700㎞·비행거리 1천
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부에 2016년 4
월 중국에서 집단탈북한 여종업원의 자유입국 여부 확인 요
청…“건강 등 현재 상태도 확인해야”
●

■ 7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북한 도발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
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임시배치 지시…새벽 1시 NSC
긴급소집·“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 전개”·
“유엔 안보리 소집 긴급요청, 강력한 대북제재 추진” ● 중국,
한국의 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에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 불
러 공식 항의
●

■ 7월 30일 
● 미국 전략무기 장거리폭격기 B-1B 랜서 2대, 한반도 전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
대응·미군, 북한 ICBM 시험발사 이틀 만에 사드 요격시험 성
공 ● 문재인 대통령, 6박7일간 여름휴가…평창동계올림픽 홍
보 위해 휴가지 결정 ● 성주 사드 반대 주민 200여 명 발사대
추가배치 규탄집회 열어 ● 이미향, 영국 스코틀랜드 노스 에어
셔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레이디스 스코티
시오픈에서 우승…LPGA투어 통산 2승째·허미정 공동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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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1일 

■ 8월 6일 

국민의당, ‘제보조작’ 대국민사과…“제보검증 기구 신설” ●
국방부,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배치 미국과 논의 착수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출범 및 1차 회의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효성(66)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임명…휴가 중 전자결재 ● 검찰, ‘제보
조작’ 김성호·김인원 기소…박지원·안철수 ‘무관’ 결론 ● 탈
북했다 자진 입북 뒤 다시 탈북한 40대 남성 구속기소…국가
보안법상 편의제공·자진지원·목적수행 미수 등 혐의 ● ‘과
거 대마초 흡연’ 빅뱅 탑, 의경 신분 박탈…재복무심사서 ‘부적
합’ ● 카카오뱅크, 영업 시작 5일 만에 개설 계좌 100만 개 돌
파…체크카드 67만 명 신청 ●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2시간
짜리 HD급 영화를 10초 만에 내려 받을 수 있는 초고속 LTE모
뎀 개발 성공…6개 주파수 대역을 하나로 묶어 빠르고 안정적
인 데이터통신 가능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
보포럼(ARF) 환영 만찬 때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첫 조우…리
“南 대북제안 진정성 결여”·강경화, 베를린 구상과 대북제안
호응 촉구 ● 서해 대청도 동방 1.3㎞ 해상서 표류하던 북한 주
민 1명 구조…11일 판문점 통해 송환

●

8월
■ 8월 1일 
“부인이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 박찬주 육군대장 전역지
원…“軍 명예 훼손했다는 자책감에 견딜 수 없어...모든 책임
내게 있다”
●

■ 8월 2일 
●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세금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
업 지원에 활용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시대 본격 개
막…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 확정 ●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3일부터 서울·경기도 과천·세종시 투기과
열지구로 지정·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60% ● 대우조선, 국내
첫 잠수함 수출…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세계 다섯 번째 잠
수함 수출국 ● 알프스 실종 30대 한국인, 몽블랑 해발 4천300
ｍ 지점서 조난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

■ 8월 3일 
● 한·미·일 안보 최고책임자, 첫 화상회의 열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 논의…정의용 국가안보실장·허버트
맥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
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 ● ‘북한 포격도발 원점’ 탐지레이더인
‘대포병 탐지레이더- II’ 국내 개발 완료…내년 실전배치 ● 안
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8·2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선언 “국
민의당 무너지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빠르게 부활할 것”
●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의 ‘대선 댓글
사건’ 개입 확인…최대 30개 외곽팀, 민간인들 대거 동원·검
찰 댓글 수사팀에 넘긴 원세훈 녹취록 36곳 삭제 확인

■ 8월 4일 
고용노동부,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시간당 7천530원 확
정·고시…월 157만3천770원(주 40시간 근무)·일급 6만240원
(8시간 기준) ● ‘엘시티 비리’ 배덕광(부산 해운대구을) 의원 1
심서 징역 6년·벌금 1억원…의원직 상실 위기
●

■ 8월 5일 
● 정세균 국회의장, 테헤란 대통령궁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
통령 환담…경제·한반도 평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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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7일 
군(軍),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최전방 서북도서에서 북한
의 국지도발 대비 해상사격훈련 실시…북한 해안포 잡는 ‘스파
이크’와 K-9 200여 발 발사 ●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64년
만에 첫 헌법소원…헌재 심사 ● 박영수 특별검사,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구형…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433
억여원의 뇌물 건넨 혐의 ● 서울 아파트값 1년5개월 만에 하
락…8·2대책 여파 ● 김인경(29),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 브리티시 여자오픈
에서 우승…시즌 3승으로 다승 1위
●

■ 8월 8일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면담…첫 공식사과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
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 ● 문 대통령, 신임 헌법재판
관 후보자로 이유정(49)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
임교수 지명…국회 청문회 필요 ●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에
정경두(57·공사 30기) 공군참모총장 내정…육군참모총장
에 김용우·신임 공군참모총장에 이왕근 등 대장급 7명 교
체 ● 대한적십자사(한적) 신임 회장으로 박경서(78) 동국대학
교 석좌교수 선출…초대 인권대사 지낸 인권 전문가로 29차
례 방북 경험

■ 8월 9일 
북한 전략군,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4발로 미
군기지 있는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
혀 ● 정부, ‘3천800여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건강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발표…MRI·초음파·2인실 등 건보적용·5년간
31조원 투입 예정 ● 대전 중앙시장 화재…점포 13개 소실 ● 북
한 억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31개월 만에 석방
●

■ 8월 10일 
●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음식배달 서비스인 우버이
츠(UberEats) 한국 상륙…서울 강남·이태원부터 시작 ● 브리
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코리아, 8월 13일부터 궐련형 전자
담배 ‘글로’(glo) 출시키로…5월 출시된 필립모리스 코리아의
‘아이코스’와 경쟁 예상 ● 인스타그램, 국내 사용자 1천만 돌
파…17개월 만에 400만 명 증가 ● 충북 제천시 청풍호반 무대
에서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

■ 8월 11일 
● 수원지법,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7조’ 위헌 제청…이적표현
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표현·양
심의 자유 침해”·1991년 이후 7차례 합헌 결정 ● 광주지법,
‘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외교관에게 징역 3년 선고 및 법정
구속 ● 북한 20대 남성 1명, 새벽 서해 교동도로 귀순 ● 코스
피, 북핵 위기에 2,320선 붕괴…‘외국인 6천500억원 순매도’ ●
김영주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 ● 김용우
제47대 육군참모총장(대장) 취임 ●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임명 나흘 만에 자진사퇴…
문재인 정부가 정식으로 임명한 주요 고위 인사 중 첫 사례

■ 8월 12일 
● 국방부, “사드 전자파 기준치 이하·소음 영향도 없어”…전
자파 순간 최댓값 0.04634W/㎡로 인체 보호 기준 10W/㎡에
훨씬 못 미쳐·소음 최대치 51.9㏈로 “인근 마을에 영향 없어”
●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 사령관, 지난 4월 사드 배치 시 병
사 한 명이 항의하는 주민을 보고 조롱하듯 웃은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

■ 8월 13일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경찰, ‘SNS 삭제 논란’ 대국민 사
과…“경찰개혁” 선언 ●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연합
방위태세 점검

■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2주년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반도군사행동 한국 결정...모든 것 걸고
전쟁 막겠다”·“북한 붕괴 원치 않아...흡수통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 정부,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 중지
및 농장 1천430여 곳 살충제 전수조사 개시
●

■ 8월 16일 

■ 8월 21일 
●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시작…덴마
크·호주·영국·캐나다·콜롬비아·네덜란드·뉴질랜드 등
7개국도 참가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
수(59·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법원장 지명 ● 북한, 통보 없
이 황강댐 방류…임진강 필승교 수위 6ｍ 육박

■ 8월 22일 
미국 태평양사령관·전략사령관·미사일방어청장 등 미군
핵심 수뇌부, 한국에서 합동 기자회견 열고 미국의 강력한 방
위공약 재확인…“미국 전략사령부가 갖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
●

■ 8월 23일 
문재인 대통령,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65) 전
민주노동당 대표 위촉 ● 러시아 장거리전략폭격기 편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한미 연합훈련 맞선 무력시위”
●

■ 8월 25일 
● ‘박근혜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서 징역 5년 선고
받아…모든 혐의 유죄

■ 8월 26일 
● 북,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미사일 3발
발사…1발은 발사 직후 폭발

■ 8월 27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피
해자 초청 간담회에서 피해자가족에 사과 “정부 무능·무책임
했다” ● 전주지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창신(75)
전주교구 원로신부 무혐의 처분…연평도·천안함 관련 발언
으로 고발돼 3년 9개월 만에 혐의 벗어 ● 정부의 1차 조사 결
과 ‘살충제 계란’ 농장 7곳으로 늘어…주요 유통업체는 판매
재개

● 박성현(24),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 퍼시픽 여
자오픈 우승…‘태극낭자’ 사상 첫 5개 대회 연속 제패

■ 8월 17일 

■ 8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
견 “국민주권시대 시작...국민이 국정운영 가장 큰 힘”·“레드
라인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
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 ● 여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
로 합의 ● 전북 새만금,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 ● 경
기 광명시, KTX 광명역과 북한 개성을 연결하는 남북철도 노
선 개발 착수

북한,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
성-12’형 1발 시험발사…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상에 낙
하·최대고도 550여㎞로 2천700여㎞를 29분간 비행 ● 군(軍),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F15K 전투기
투하 훈련을 실시하고 탄도미사일 ‘현무2’ 발사 영상 공개 ● 정
부, 2018년 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복지 예산 12.9%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34% 넘어

■ 8월 18일 

서울고법,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
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
정 구속 ●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시험결
과 공개…벤젠 등 18종 검출 ●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선원 등
9명이 탄 어선 전복…4명 사망·2명 실종 ● 한국, 제29회 타
이베이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금메달 30개·은메달 22개·동
메달 30개를 획득해 종합 2위 차지…역대 원정대회 사상 최다
금메달·최고 순위

●

●

정부,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결과 발표…유통불가 살충제
계란 검출 농장 모두 49곳 ● 국회 국방위원회, 정경두 합참의
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한적) 신임 회장 취임…“북한 적십자와 조속 대화 희망” ● 중
부전선 최전방 철원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 중 폭발사
고…2명 사망·5명 부상
●

■ 8월 20일 
문재인 대통령, 석 달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 열어…토크쇼 형식 생방송 ● 이순진
합참의장 퇴임…42년간의 군 생활 마감 ●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과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 방한…북한 위협 대응
방안 협의 ● 5·18 민주화운동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 2017년
개봉작 중 처음으로 관객 1천만 명 돌파
●

국민의당 새 대표에 안철수 전 대표 선출…임시 전당대회에
서 경쟁자인 이언주, 정동영, 천정배 후보(기호순) 누르고 과반
인 51.09% 득표로 당선
●

■ 8월 28일 

●

■ 8월 30일 
●

■ 8월 31일 
미국의 장거리폭격기 B-1B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
한반도 동시 전개…북한의 중거리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 ●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한반도 평화 수호 위해 자위권적 핵
무장에 돌입해야 한다”고 선언한 결의안 대표발의 ● 기아자동
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통상임금’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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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울중앙지법,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천224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 ● ‘JSA 벙커 의문사’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국방부 “소대장 임무수행 중 사망”

9월

대비 ●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직 사퇴…수천만원대 금품수수
의혹 불거져 74일 만에 낙마 ● 김석준 부산교육감,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발표 ● 국내 첫 ‘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 무기징역 선고

■ 9월 8일 

● ‘부당노동행위’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노조법 등
위반 혐의

원자력안전위원회, 9월 3일 북한이 감행한 6차 핵실험에 의
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사성 ‘제논-133’(Xe-133) 핵종이
국내에서 검출됐다고 밝혀 ● 치석 제거 보험급여 대상연령, 기
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7월 1일부터 시
행

■ 9월 2일 

■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
서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
정한다는 원칙에 합의…사거리 800㎞에 500㎏으로 제한된 미
사일의 탄두중량 최대한 확대 전망

● 자유한국당, 서울 강남에서 ‘5천만 핵 인질·공영방송장악’
국민보고대회 개최

■ 9월 1일 

●

■ 9월 3일 
● 북한, 풍계리 일대서 6차 핵실험 단행…“9월 3일 낮 12시(평
양시간, 서울시간 낮 12시30분)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발표 ● 정부, 북핵실험 강력
규탄 성명 발표…“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 ● 군(軍), 경고
성명 발표…“한미 연합군 대응조치 행동으로 보여줄 것” ● 부
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었다는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경찰, 6일 가
해 여중생 2명 구속영장 신청

■ 9월 4일 
● 군(軍), 동해안서 ‘북한 응징’ 무력시위…현무·슬램-ER 미
사일 발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연구
팀의 생리대 유해물질 방출 시험에 사용된 일회용 생리대 제
품명 공개…‘유해 생리대’ 10종에 유명 브랜드 대거 포함 ●
MBC·KBS 노조 파업 돌입…노조 “경영진 퇴진·방송 개
혁” 요구

■ 9월 5일 
검찰, ‘댓글 공작’ 국가정보원 퇴직자 2명 첫 구속영장 청
구…원세훈 공범 혐의 ● 소설 ‘즐거운 사라’의 작가 마광수 전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 자택서 숨진 채 발견…향년 66세
●

■ 9월 6일 
문재인 대통령, 9월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
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1박 2일 일정으로 러시아 방
문…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 해군 3함대사령부, 남
해서 북한 도발 대비 해상기동훈련 진행(~9일) ● 서울안보대
화(SDD),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서 개막(~8일)…38개국과 4개
국제기구의 국방 관료 및 안보 전문가 등 500여 명 참가 ● 차
기 금감원장에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내정…금융위
임명 제청 ● 한국 축구대표팀(감독 신태용), 2018 러시아월드
컵 본선 진출 확정…최종예선 A조 마지막 경기서 우즈베키스
탄과 0 대 0으로 비겨 5승3무로 조 2위를 유지해 9회 연속 월
드컵 진출 달성
●

■ 9월 7일 
●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 반입 완료…국방부 “북한 위협 대응조
치” ● 군(軍), 백령도 실전적 방어훈련 실시…‘북한 기습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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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0일 
장이근(24),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티업·지스윙
메가오픈 우승…최종합계 28언더파 260타로 역대 최다 언더
파로 시즌 2승 달성 ● 장수연(23),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이저대회 KLPGA챔피언십 우승
●

■ 9월 11일 
●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출범…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 조사 ●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
MB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공개 ● 국회, 김
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 부산 여중생 폭
행 가해자 1명 구속수감 “도망 우려” ● 윤세영 SBS 회장 사임
“소유·경영 분리하겠다” ● 부산, 기상 관측 이래 ‘최대 물폭
탄’…공식 기록 강수량만 264.1㎜·거제와 통영도 최고 일일
강수량 기록

■ 9월 12일 
성주 사드기지 발사대 6기 배치 완료…사실상 작전운용 개
시 ● 정밀타격 유도 미사일 ‘타우러스’ 첫 실사격 시험 성공
●

■ 9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성진 중소벤처기
업부 장관 후보자 “자질·능력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

■ 9월 14일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 “핵보
유가 한반도 평화 보장 못해”…핵개발·재배치 반대

■ 9월 15일 
북한,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일본 상
공 지나 약 3천700㎞ 비행, 北 탄도미사일로는 최장거리 ● 군
(軍), 북한 도발에 대응해 탄도미사일 현무-2A(사거리 300㎞)
2발 발사…1발은 추락 ● 정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도발 중단 및 비핵화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 발
표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
원장으로 공식 선출돼
●

■ 9월 17일 
강릉서 화재 진압 중 정자 붕괴…매몰 소방관 2명 사망 ● 이
동국(38·전북),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포항과의 원
정경기에서 1골 2도움으로 역대 첫 ‘70-70 클럽’(통산 197골-71
도움) 대기록 세워 ●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유소연(27), 안니
카 메이저 어워드 수상 확정…한 시즌에 열리는 5개의 메이저
대회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낸 선수에게 주는 상
●

■ 9월 18일 
미국의 F-35B 스텔스 전투기와 B-1B 전략폭격기, 한국 공
군 F-15K 전투기와 함께 한반도에서 모의 폭격훈련…북한 6
차 핵실험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 문재인 대통령,
3박 5일 일정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 방
문 ● ‘MB국정원 블랙리스트’ 문성근 씨 검찰 출석…피해 사실
조사·19일 김미화 씨 출석 ● ‘태평양 지역 육군참모총장 회의
및 육군관리회의’(PACC & PAMS), 서울서 개막…한·미·일 3
국 포함 주요국 육군참모총장들 참가
●

■ 9월 19일 
● 문재인 정부 첫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북한 인권증진
방안 논의 ● ‘MB국정원 블랙리스트’ 개그우먼 김미화·배우
김여진 검찰 출석 ●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 20∼30
대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무약정 맞춤형 온라인동영상서비
스(OTT) ‘텔레비’(TELEBEE) 출시

■ 9월 20일 
● 문재인 대통령, 국제협력·분쟁해결 분야의 세계적 연구기
관인 애틀랜틱 카운슬 선정 2017 세계시민상 수상 ● 검찰, 이
명박 전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착수 ● 사드
반대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외치며 9월 19일 분신한 ‘독일 망
명객’ 조영삼(58) 씨 사망 ●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 태국에서
열린 2018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 예선 B
조 풀리그 1차전에서 북한을 세트 스코어 3 대 0으로 제압

■ 9월 21일 
● 문재인 대통령, 뉴욕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
조연설…“북한 스스로 핵포기 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
응”·“한반도서 유엔의 보다 적극적 역할 필요”·“북한, 평창올
림픽 참가 적극 환영” ● 문재인 정부 첫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회 회의…인권재단 조기출범 등 2017년 집행계획 논의 ● 정부,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지원 결정…지원 시기는 추후 결
정 ●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검찰, ‘MB국
정원 블랙리스트 기획’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출국금
지…본격수사 ● 군(軍)검찰,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박찬주
(59) 육군 대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13년 만에 현역 대장 구
속 ● 남경필 경기지사, 장남이 필로폰 밀반입·투약 혐의로 구
속된 것과 관련해 “바른정당 당원과 바른정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해 ● 출퇴근용 카풀 ‘우버
쉐어’, 국내 서비스 개시 ● 여성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전격 사임 ● 북한 김정은, 처음으
로 직접 성명 발표…트럼프 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과 관련
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

미국 즉각 대응·USA투데이 “미 국방부, 이번 작전에 한·일
전투기 참여 안했다” 보도 ●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16 여자 챔피언십 결승전 남북
대결에서 2 대 0으로 승리해 우승…한국팀, 준우승으로 우루
과이 U-17 여자월드컵 티켓 확보

■ 9월 24일 
‘2017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진행…서울 창덕궁에서 수
원을 거쳐 화성 융릉까지 59.2㎞ 구간서 완벽 재현 ● 옐레나
오스타펜코(10위·라트비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테니스
코트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KEB하나은행·인
천공항 코리아오픈 단식에서 우승
●

■ 9월 2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 고용노동부, 저
성과자 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양대 지침 공식 폐기 ●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원세훈 ‘정치관여·횡령·배임’ 수사
의뢰 권고
●

■ 9월 26일 
● ‘뇌물수수 혐의’ 도태호 수원부시장 숨진 채 발견…광교호수
공원 투신 장면 CCTV에 찍혀 ● 철원서 육군 일병 갑자기 날
아든 총탄에 머리 맞아 사망…진지 공사 후 부대로 복귀 중 ●
북한 리용호 외무상, 뉴욕 유엔본부 앞 밀레니엄 힐튼 유엔플
라자 앞에서 성명 발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면서 “미국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계선
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주
장

■ 9월 27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여·야 4당 대표와 회동…“초당
적 안보상황 대처” 5개항 공동발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
속 1년 미만 노동자 휴식권 보장법 의결…근속 1년 미만의 노
동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규
정 삭제 ●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개촌…‘세계 최대’ 태극전사
새 보금자리
●

■ 9월 28일 
●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
서 거행…전략무기 대거 공개해 북한에 강력 경고·문재인 대
통령, 기념사에서 “전작권 환수해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
해”

10월

■ 9월 22일 
■ 10월 1일 

● 문재인 대통령,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 “한반도 미국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합의” ●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3자 정상회담 모
두 발언을 통해 고강도 대북제재 발표…북한과 무역거래를 하
는 외국은행과 기업, 개인 제재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17 북한인권
백서’ 발간

■ 9월 23일 

■ 10월 3일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북한 동해 국제공역에
서 비행하는 ‘무력시위’ 전개…북한 ‘수소폭탄시험’ 거론하자

● ‘한국스포츠의 거목’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
원장, 노환으로 타계…향년 86세 ●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8

●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첫 수혜폰은 KT 갤럭시J7

■ 10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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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통산 6번째 정규리그 제패 ● ‘국민타
자’ 이승엽(41·삼성 라이온즈),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2017년 타이어뱅크 KBO리그 홈경기
를 끝으로 현역선수 은퇴

■ 10월 5일 
한·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착수 합의…워싱
턴 2차 공동위서 ‘개정 필요성’ 공감
●

■ 10월 6일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
리집’과 ‘나눔의 집’ 방문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삼성전
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
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9월 22일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이은
두 번째 산업피해 판정

■ 10월 8일 
여중생 딸 친구 살해·시신 유기 혐의 ‘어금니 아빠’ 구속…
10일 살해 혐의 시인·딸은 시신유기 공범
●

■ 10월 9일 
군(軍) “철원 사망 병사, 도비탄 아닌 직접 날아온 유탄에 맞
아”…국방부, 특별수사결과 발표하고 사격부대 중대장 등 3명
구속영장
●

■ 10월 10일 
미국의 전략무기 B-1B ‘랜서’ 장거리전략폭격기 2대 또 한반
도 전개…17일 만에 다시 출격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심리 마무리 ● 박영수 특별검사팀, 최순실 2심도 징역 7
년 구형…“교육농단 반성 안해” ● 의정부시 낙양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서 타워크레인 넘어져 작업자들 추락…5명 사상 ●
노영민 신임 주중 한국대사 부임
●

■ 10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 주
재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
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 ●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마
구잡이 여론조작 확인…수사 의뢰 ● 경찰, 5·18 민주화운동
당시 현장 경찰관들의 증언과 치안 기록을 담은 첫 공식보고
서 공개 “계엄군 발포 전 시민무장 기록은 조작” ● 차기 국민
은행장 후보로 허인(56) 국민은행 영업그룹 부행장 내정…3년
만에 지주·은행장 분리
●

■ 10월 12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 개막 ● 청와대, 박근
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혀 ● 최성 고양시장,
‘지자체장 사찰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검찰에 고소 ●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21일)…개막작
‘유리정원’ 등 75개국 298편 작품 초청 상영
●

■ 10월 15일 
●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방안 발표 “정
치 중립 지켜 성역 없는 수사” ● 고진영(22), 인천 영종도 스
카이72골프클럽 오션코스(파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투어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서 우승…LPGA투어 첫 우
승·나흘간 입장 관중 6만1천996명으로 역대 최다 ● 1천만 촛
불, 독일 공익·정치 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인권상 받아…
박근혜퇴진행동 대리수상

■ 10월 16일 
● 한·미, 동·서해에서 한미 연합훈련 실시(~20일)…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참가 ● 검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일지 조작 의혹’ 수사 착수…서울지검 특수
1부 투입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전원 사임 ● ‘2017 세
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이비스 호텔
서 개막…25개국 60명 참가

■ 10월 17일 
●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2심 본격 시작…오늘 첫
공판 ● 검찰,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발표…
공권력 남용으로 전 서울청장 등 4명 과실치사 기소 ● 유럽에
서 한국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국석좌(Korea Chair)’
첫 개설…벨기에 브뤼셀의 브뤼셀자유대학(VUB)에

■ 10월 18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 서울서 개최…“평화적 방식의
완전한 북핵 폐기 목표 확인...모든 외교노력 경주” ● ‘그림 대
작’ 조영남 1심서 사기 유죄 징역형…법원 “아이디어 못지않
게 창작 표현 방식 중요...대작 화가는 조수 아닌 독자적 작
가” ● 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9인 체
제’ 완성
●

■ 10월 19일 
한국 땅에서 열리는 첫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CJ컵앳
나인브리지스’ 제주서 개막…22일 PGA 투어 상금왕 저스틴
토머스(미국) 우승
●

■ 10월 20일 
●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권유 의결…
친박 핵심 서청원·최경환도 ●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론…공론화위원회, 재개 59.5%·중단 40.5% ● 제98회 전국
체육대회, 충북서 개막(~26일)

■ 10월 21일 
한·미연합훈련 마치고 부산에 입항하는 미 해군 핵추진 항
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언론에 공개 ● 391 흥진호, 동해 북
측 수역 50마일(80㎞)가량 넘어가 20시간 동안 복어 잡다 북한
에 나포…27일 선원 전원 무사 귀환
●

■ 10월 13일 

■ 10월 22일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장관,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에서 제3차 양국 ‘2+2 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공동성명 발표
“북한이 올바른 길을 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관여
(engage)할 준비가 돼 있다” ●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계약
체결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증거인멸 염
려” ● 검찰 ‘박근혜 靑 세월호 일지 조작’ 수사의뢰 접수 ● 삼
성전자 권오현 부회장, 경영일선 퇴진 선언

국립환경과학원,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원주천)에서 10월 18
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 1점에서 H5N3형 조류 인플루엔
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혀 ● 이낙연 국무총리,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채화식’ 참석 등 위해 그리스·불가리아 공식
방문차 출국 ● 지은희(31), 8년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우승…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스윙잉 스커츠 타이완 챔
피언십 제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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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3일 

■ 10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스 아테네에서 프로코피스 파블로풀
로스 대통령 및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 잇달아 만나…‘평화와
상생, 공존’의 올림픽 정신 확인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4
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차 출국…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 등
의회·국무부 관계자 면담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보이콧’ 철회…나흘 만에 국회 정상화
설립 1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 가해자’ 245명 혐의
확인…고문·강제낙태 등 반인도적 범죄까지 ● 검찰, ‘국정원
방송장악 공모의혹’ MBC 김재철 자택·방문진 사무실 등 압수
수색…MBC 경영진 교체 경위 수사 ● 검찰, ‘경영비리 의혹’ 신
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원 구형…신
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신영자 롯데장학재
단 이사장 및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겐 각
각 징역 7년 구형 ● ‘여중생 살해’ 사건 관련, 이영학(구속)의 딸
이모(14) 양 미성년자 유인·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 프로야
구 KIA, 11번째 한국시리즈 우승…두산에 1패 뒤 4연승 ●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원회 종합감사에서 뉴스 재배치 사과…11월 3일 축구연맹 청탁
에 뉴스 재배치한 책임자 정직 1년 중징계 확인 ● 배우 김주혁,
교통사고로 사망…경찰 “사인은 심각한 머리 손상”

●

■ 10월 24일 
한·미·일 3국 이지스함 4척, 한일 주변 해역에서 북한 미
사일 탐지·추적 훈련 실시(~25일)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채화 ● 중국서 한국 단
체관광 여행상품 7개월 만에 등장…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이트인 ‘시에청’(携程·씨트립)에 돌연 한국 여행 소개
●

■ 10월 25일 
문재인 대통령,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 프로
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깜짝 시구’ ● 한국노총, 문 대통령
이 24일 저녁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한 만찬회동에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 선언 ● 법
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5명 선정…내용 파악에 시간 걸려 재판
당장 재개는 어려워 ● 며느리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받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계부 A(60) 씨 강원 영월 자택서 숨진
채 발견
●

■ 10월 26일 
대법원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모든 범행 공
모, 다시 재판하라” 판결…2심 전부 파기 ● 올해 3분기(7∼9월)
한국경제 1.4% ‘깜짝’ 성장…수출 6.1% 늘어 6년여 만에 최고 ●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 자택
주변서 숨진 채 발견…용의자 검거 “주차 시비로 범행”·경찰,
30일에 계획범행 결론 ● 은마아파트 ‘49층’ 포기하고 ‘35층’으
로 재건축 결정…서울시안 수용
●

■ 10월 27일 
북한 나포 391홍진호, 엿새 만에 귀환…한국인 7명·베트남
인 3명 등 총 10명 건강상태 양호 ● 제42차 한미군사위원회
(MCM) 서울서 개최…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 “미국의 확
장억제를 포함한 한반도 방위공약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접견 “미국 전략자산 전개, 북한 도발에 아주 강한 억지력”…
매티스 장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전쟁’ 아닌 ‘한
반도 비핵화’가 목표” ● 문 대통령,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
자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 지명 ● 제1야당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2명 선임
을 강행한 데 반발 ●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울릉군 북면 천
부리에서 개관

●

●

■ 10월 31일 
● 한·중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서 첫 회동 갖고 공동
결의문 발표…“북한 추가도발 억제·상황 안정적 관리 공동
노력”·“모든 분야의 교류협력 조속히 정상 회복” 합의 ● 문재
인 대통령,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참석…개
회사에서 “평창의 문, 평화의 길은 북한에도 열려 있다”고 밝
혀 ● 검찰,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국가정
보원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전격 체포 ● 무궁화위성
5A호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 성공…한국, 무궁화위성 5, 6, 7
호와 천리안위성을 포함해 총 5기의 정지궤도 통신방송위성
보유 ● 조선통신사 기록·국채보상운동기록·조선어보, 유네
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은 보류 ●
배우 송중기·송혜교,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결혼

●

■ 10월 29일 
검찰,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한 의혹으로 현직 검사장 조사…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 부산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 프로축구 전북 현
대, 2년 만에 K리그 클래식 정상 탈환…2위 제주(승점 65)를 승
점 7점 차로 따돌리고 시즌 우승 확정·이동국, 통산 200골 달
성 ● 김기덕 감독의 영화 ‘그물’, 2017년 처음 열린 프랑스 정치
영화제(Festival Du Film Politique)에서 대상 수상
●

11월
■ 11월 1일 
● 문재인 대통령, 국회서 429조원 예산안 시정연설…▲한반
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한반도 평화실현 5대 원칙 제시 ● 국회, 신임 국회 사무총장
(장관급)에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 확정 ● 검찰,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원 구형 ● 검찰, ‘문화계 황태자’ 차은
택 징역 5년 구형 ● 검찰, 이영학에 사형·무기징역 적용 구
속기소 “변태성욕 범행”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 별세…생존자 34명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한국 도
착 ●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에 설정 스님 취임 ●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2016년 한국 망명 후 첫 방미…워싱턴
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내부자가 본 북한’을 주제
로 한 강연에서 “최대 압박과 최대 관여 병행해야” ●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측 이사진,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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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일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2대, 한반도 전개…강원도 필승 사
격장에서 가상 공대지 폭격훈련 실시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사무
총장 접견…북핵 공조 등 논의 ● 검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
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
호중 전 부산지검장(검사장급·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서
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5명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 ●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과
이사직 해임 건의안 의결 ●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
을 회장으로, 윤부근·신종균 대표이사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
진 발령…사장 승진 전원 50대 ‘세대교체’ ● 이광구 우리은행
장 사임 “특혜채용 도의적 책임”
●

■ 11월 3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친
박계 반발 ●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
대 국정홍보비서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
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 ‘5·18 민주화운동 행방불
명자 암매장 추정지’ 옛 광주교도소 발굴 작업 시작…5·18기
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법무
부가 발굴 착수를 승인하자마자 인력·장비 투입 ●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구속…‘채용 비리’ 첫 구속 ● 안철수 국
민의당 대표, 안보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동력인 ‘혁신경제’를
주제로 3박 5일 일정으로 독일·이스라엘 방문차 출국
●

■ 11월 4일 
최양하 한샘 회장, 여직원 사내 성폭행 논란 사건과 관련해
임직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키로 약속
●

■ 11월 5일 
바른정당, 의원총회서 당의 진로 놓고 막판 담판 시도했으나
합의 불발…6일 통합파 의원 9명은 탈당선언하고 9일 자유한
국당에 복당 ● 교육부, 2018년에 중1 자유학년제를 1천500개교
에 도입한다고 발표…1년 내신 고입전형 제외 ● 최고웅(30), 한
국프로골프(KPGA) 투어 코리안투어 시즌 최종전인 카이도 투
어 챔피언십 우승
●

■ 11월 6일 
● 한·미·호주, 제주 인근 해상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차단을 위한 다국간 연합 해양차단훈련 실시(~7
일) ● 정부, 북한의 불법 자금원 차단 등을 위해 북한 금융기
관 관련 18명을 추가제재 대상으로 추가로 올리는 독자제재 단
행…트럼프 방한 하루 앞두고 관보 게재 ● 자유한국당 이종길
중앙위원 외 당원 151명,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효력정지·홍
준표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댓글 수사방해 의혹’
변창훈 검사, 영장심사 앞두고 투신 사망 ● 영동화력 친환경
연료전환사업 준공…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던 영동 1호기는 사
용연료를 우드펠릿으로 바꾸고 국내 최고·최대 용량의 친환
경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재탄생 ● ‘슈퍼 루키’ 박성현(24),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 최초로 세계 랭킹 1위 등극…
유소연에 0.02점 차로 역전·한국인 4번째 세계 1위·신인왕
확정, 상금랭킹도 1위·평균타수와 올해의 선수는 2위

■ 11월 7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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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빈 방문(~8일)…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캠프 험프리스’
방문·청와대서 한미 정상회담·국회연설 등 일정 소화 ● 한
미정상, 청와대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 개최…“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완전 해제 합의”·“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
배치 확대”·“최첨단 군사 정찰자산 획득·개발 위한 대미 협
의 즉시 개시”·“한미 FTA 협의 신속 추진키로”·“힘 우위 토
대 북핵 단호 대응, 평화적 해결”·“핵포기 때까지 최대한 대
북 제재·압박...北 올바른 선택 시 밝은 미래 제공 준비”·“합
리적 수준으로 방위비 분담해 연합방위 태세 강화”

■ 11월 8일 
● 문재인 대통령, 7박 8일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올
라…8~10일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11~12일 베트남 다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13~14일 필
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및 EAS(동아시아정상회
의) 참석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회 연설…“한국, 자
유와 문명 성취” 찬사·북한에는 “압제와 파시즘” 비판과 경
고 메시지 전달 ● 검찰,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
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 조
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각각 징역 1
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 구형 ● 검찰,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
로부터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
는 의혹 등

■ 11월 9일 
● 문재인 대통령,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인
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신(新) 남방정책’을 대
내외에 공식 천명…‘물량 공세’ 중·일과 차별화된 사람·평
화·상생번영 ‘3P’ 전략 표방 ● 문 대통령, 보고르 대통령궁
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동남아시
아 국가로선 처음으로 공동비전 성명 채택 ● 한국·인도네시
아, 총 사업비 19억 달러 규모의 교통·인프라 협력 양해각서
(MOU) 체결…경전철 2단계 사업 수주·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인니 교통·공공사업장관 간 양해각서 체결 ● 정부, 총 2조9천
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확정 발표…2018
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1인당 월 13만원의 최저임금 보조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 예비역 중령 첫 임용…문민화 포석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보수적폐청산을 위한 범국민투쟁 돌입
선언

■ 1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
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 참석…“아태자
유무역지대 조속건설...자유무역확대·포용 성장”
●

■ 11월 11일 
● 미국 항공모함 3척, 동해상에서 훈련 시작…로널드 레이건
호(CVN 76)·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 71)·니미츠호(CVN
68) 14일까지 훈련 ●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다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 ‘군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구속

■ 11월 12일 
● 이명박 전 대통령, 바레인으로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입장 표명 “지난 6개월간 적

■ 11월 17일 

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
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 정현(54위·삼성증권 후
원), 한국 선수로는 14년 10개월 만에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 우승…이탈리아에서 열린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
이널스

● 법원,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2016년 11월 말 구속기소된 최
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 재발부 “도
주 우려” ● 서울중앙지법,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남재
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이병호는 영장 기각

■ 11월 13일 

■ 11월 19일 

북한군 1명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서 총격 받고 부상 귀
순 “팔꿈치·어깨 등에 총상...유엔사 헬기로 긴급후송” ● 문
재인 대통령,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9차 한-아세안 정상
회의 참석…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양측 협력 현황을 점검하
고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 교환 ● 바른정당, 새 대표에 4
선의 유승민 의원 선출…11석 원내4당 지휘봉 잡아 ● 국회 산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
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무산 ● 국내에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지향하는 초대형 투자은행(IB) 5곳 탄생…금융
위원회,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
권·KB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한국투자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심의·의결 ● 방송문화진
흥회, 김장겸 MBC 사장 해임 의결…노조, 15일 파업중단

경북 고창 유용오리 농가서 올겨울 첫 병원성 H5N6형 AI 검
출 확인…20일 0시부터 전국 모든 가금 사육농가에 48시간 동
안 일시이동중지 명령 ● 제주 특성화고 졸업반 이민호(19) 군,
현장실습 나간 제주시 구좌읍 한 공장에서 11월 9일 작업 중 제
품적재기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한 뒤 사망…29일 제
주교육감 공식 사과 ● 한국 야구대표팀(감독 선동열), 초대 ‘아
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2017’에서 준우승…결승전에서
일본에 0 대 7 완패

●

■ 11월 14일 
정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하자”고 북한에 제안 ● 문재인 대통령,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0차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한·중·일 협력 정
상화’ 강조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4박 6일 일정으로 방
미…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하며 안보와 경제협력 등 2개 분
야를 축으로 미국 측 정부와 의회 인사, 전문가들을 잇달아 만
날 예정 ● 최순실 씨 2심도 징역 3년…서울고법 “강자논리 먼
저 가르쳤다” 질타 ● ‘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
형 확정…시장직 상실 ● 검찰,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전격
체포 ● 국제통화기금(IMF), 올해 경제성장률 3.2% 전망…2018
년 3.0% 예상
●

■ 11월 15일 
●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 발
생…역대 2위 강진으로 이재민 1천316명· 부상자 15명·학교
건물 등 시설 80곳과 문화재 17건 지진피해·58회 여진 발생
● 정부,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2018학년도 대
학수학능력시험 일주일 연기 결정…16일에서 23일로 연기 ●
북한산 생수 7년 만에 첫 반입…통일부, 북한 ‘금강산 샘물’ 4
만6천 병의 국내 반입 허가해달라는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단통협)의 신청을 최근 승인 ● 동해 중간수역서 북한 어선 전
복…일본, 3명 구조해 북한에 인도

■ 11월 16일 
●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진으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일주일
연기…16일에서 23일로 ● 한국·캐나다, 상설 통화스와프 체
결…한도·만기 없어 ● 국방부, 북한 해킹으로 인한 군사기
밀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전산 관련 업체에 50억원 규모의 손
해배상 소송 제기 “국방망과 외부 인터넷망 분리 시공하지
않아 사고 발생” ● 한국e스포츠협회의 자금 유용 의혹 사건
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사의 표명

●

■ 11월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11㎞ 지역에서 규모 3.6의 지진 발
생…밤새 두 번 포함 여진 총 58회·15일 포항 지진 이후 두 번
째 큰 여진 ● 통일부, 류미영 북한 천도교청우당 위원장 1주기
에 남한 아들 방북 승인…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국민 첫 방북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롯데 3억 뇌물 의혹’ 피의
자로 검찰 소환…e스포츠협회 ‘사유화’ 통해 경제적 이익 챙긴
의혹 ● 세월호 미수습자 양승진 교사, 남현철 군, 박영인 군의
발인 엄수 ● 전남 순천만 철새 분변도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확
진 ● 미국 애틀랜타 공항서 한국인 85명 입국 거부당한 뒤 출
국 조치…보안강화 후 초유 사태 ● 코스닥 10년 만의 최고치
마감…785.32 ● KT&G 전자담배 ‘릴’ 정식 발매 ● 박성현, 39년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3관왕 석권…상금왕·신
인상 차지하고 ‘올해의 선수상’은 유소연과 공동수상
●

■ 11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195일 만
에 조각 완료 ● 정부,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첫 도입…5년
내 10%로 확대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한 북한
군인 의식 회복
●

■ 11월 22일 
● 유엔사령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자 조사 결과 발
표 “특별조사단은 이 사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너머로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
스탄 대통령, 나흘간 일정으로 국빈 방한 ● 국군 사이버사령
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11일 만에 석방…법원 “범죄성립 다툼 여지 있어 방
어권 보장...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 검찰, 롯데홈쇼핑으
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 약 5억원대 금품 비
리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구속영
장 청구 ● 세월호서 유골 찾고도 5일간 은폐…해수부 간부 보
직해임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삼성·LG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120만 대 초과 물량에
50% 관세 부과 ● 편의점 CU(씨유), 업계 최초로 해외 첫 매장
오픈…이란 테헤란에 해외 1호 매장인 ‘써데기예’(Sadeghiye)
점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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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3일 

■ 11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크 대통령
과 정상회담…우즈베키스탄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앞으로 3년간 5억 달러 규모의 차관 지원키로 ● 위안부피해자
지원법 국회 법사위 통과…8월 14일 ‘기림의 날’ 지정 ● 2018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59만3천527명 응시 ● 2천 년
전 경북 경산 일대를 지배한 압독국(押督國) 시대의 왕릉급 무
덤으로 추정되는 목관묘(木棺墓·나무널무덤) 발견

● 한국은행,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연
1.25%에서 연 1.50%로 인상 ● 인도네시아 발리 화산분화로 발
묶인 국민 귀국지원 전세기로 귀국 ● ‘대장균 오염 우려 햄버
거 패티 유통’…맥도날드 납품사 3명 영장 ● 차기 우리은행장
에 손태승 글로벌부문장 내정…6년 만에 한일은행 출신 행장

●

12월

■ 1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경북 포항 지진 이재민의 임대아파트를 방
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 ● ‘사회적 참사 특별법’, 국회 통
과…세월호 참사·가습기 살균제 특조위 구성 ● ‘상태 호전’
귀순 북한 병사 일반병실로 옮겨져 ●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
서쪽 76㎞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 발생
●

■ 11월 25일 
북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통로 봉쇄…72시간다
리 ‘통문’ 설치·기관총 증강 배치·지프 걸린 곳에 1m 이상
깊이 도랑
●

■ 11월 26일 
● 대한제국 마지막 황세손 이구(李玖·1931∼2005) 씨의 전 부
인 ‘줄리아 리’(본명 줄리아 멀록), 하와이에서 노환으로 별세…
향년 94세

■ 11월 27일 
한·러 북핵 수석대표, 서울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등 논의…“추가도발 억제하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노력키로” ● 종교 활동비 과세대상에서 제외·세
무조사는 종교인 소득만 한정…기획재정부, 2018년 1월 시행하
는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비한 제도 보완 차원에서 개정안 마
련 ● 제주 하도리 철새 분변, 고병원성 AI 확인…올겨울 세 번
째
●

■ 11월 28일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한·스리랑카 수
교 4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한…조계
사서 문 대통령과 첫 만남 ●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피의
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 ● ‘은폐 논란 세월호 유골’ 기존 수습자 이영숙
씨로 확인
●

■ 11월 29일 
북, 75일 만에 미사일 도발…평안남도 평성서 동해상으로 신
형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김정은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실현”·정점 고도 4천475㎞·사거리 950
㎞ ● 군(軍), 북한 도발 6분 뒤 ‘현무-2·해성-2·스파이스’로
대응훈련 ● 검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민간인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관리 등에 관여한 혐의 ● 국가정보원, 순수 정보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국
정원법의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대외안보정
보원’ 개명 추진·대공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 다른 기관에 이
관 및 폐지 ● 이석문 제주교육감, 도내 특성화고 3학년 이민
호 군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 ● 원/달러
1,080원선 붕괴 마감…2년 7개월 만에 최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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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일 
● 문재인 대통령,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근무 지휘관과
장병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하고 제44회 국제기능올림
픽 선수단 환영 오찬 ● 국방부 “화성-15형은 신형 ICBM(대
류간탄도미사일)급으로 1만3천㎞ 이상 비행 가능” 평가 ● 군
(軍),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 제거’ 특수임무여단 출범…병
력 1천 명 규모로 기존 특수전사령부 내 1개 여단에 인원과 장
비를 보강해 개편 ● 공군,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을 정밀 감시
하기 위한 ‘항공정보단’ 창설 ● 서울 지하철 9호선 파업…정
상운행 한다더니 파업 첫날 지하철 9호선 25회 적게 운행 ●
중앙선거관리위원에 권순일(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지
명…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정 ● 한국, 2016년 기준으
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지출비율 4.23%
로 전 세계 1위…유럽연합(EU)의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
(Eurostat) 발표

■ 12월 2일 
● 북한 함경북도 길주서 규모 2.5 지진 발생 “9월 핵실험이 유
발” ● 울릉도 해상서 북한 어선 발견…북으로 돌려보내 ● 한
국 축구대표팀(감독 신태용),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 콘서
트홀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주최 러시아 월드컵 조 추
첨식에서 F조에 편성돼…독일·스웨덴·멕시코와 경쟁 ● 원
정식(27·울산광역시청), 미국에서 열린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남자 69㎏급에서 인상 148㎏으로 금메달·용상 178㎏으로 은
메달·합계 326㎏으로 금메달

■ 12월 3일 
● 제12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무형유
산위원회), 제주도에서 개막…나폴리 피자, 바젤 카니발 등 인
류무형유산 등재 여부 결정 ●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22명 탄
낚싯배 선창1호(9.77t)가 급유선과 충돌한 뒤 전복…15명 사
망·7명 구조 ● 당구장·스크린골프장에 금연구역 시행…3개
월간 계도

■ 12월 4일 
● 한미 공군,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
스(Vigilant ACE)’ 실시…미군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24대
와 F-35A 편대를 비롯해 양국 공군 항공기 230여대 참여 ● 여
야, 법정 시한을 이틀 넘겨 새해 예산안 협상 타결…최대 쟁점
공무원 증원 규모 9천475명 합의·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3천
억원 이상으로 상향·일자리안정자금 2조9천707억원

■ 12월 5일 
● 육군, 2018년에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하고 이를 운용할 드
론봇 전사도 양성 계획 ● 검찰, ‘청와대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기소 ● 경남 김해시 옛 건설공고 운동장
에서 가야시대 논 경작지 첫 발굴…금관가야 농경사 규명 기
회 ●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북북서쪽 44㎞ 지역에서 규모 2.8
의 지진 발생…기상청 “6차 핵실험 영향” ● 제프리 펠트먼 유
엔 사무차장 방북

■ 12월 6일 
미국의 전략무기인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한반
도 전개…한미 공중훈련 참가 ● 문재인 대통령, 한·터키 수
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비날리 이을드름 터키 총리 접견 ●
2018년 예산 428.8조원 국회 본회의 통과…자유한국당, 예산안
합의 원천 무효 주장하며 표결 불참 ● 서울중앙지법, 삼성그룹
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삼
성 후원강요’는 무죄
●

■ 12월 7일 
● 미국의 전략무기인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이례적으
로 이틀 연속 한반도 전개 ● 문재인 대통령, 새 정부의 첫 감사
원장 후보자에 최재형(61) 사법연수원장 지명 ● MBC 신임 사
장에 ‘해직 PD’ 최승호(56) 뉴스타파 PD 선출…5년 만에 복귀
● 국방부 사상 최초 여성 대변인 탄생…언론인 최현수 씨

■ 12월 8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 ‘아시아인권의원연맹’과 한국의
‘국회인권포럼’이 공동수여하는 ‘2017 올해의 인권상’ 수상

■ 12월 12일 
● 한미 군(軍),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연합훈련인 ‘워
리어 스트라이크’(Warrior Strike) 실시(~15일)…의정부 미군기
지에서 시가지 전투 연습 ●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3선의
김성태(서울 강서울) 의원 선출…정책위 의장에는 함진규(경
기 시흥갑) ● 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노조인 ‘국가공무원노
조’와 인사혁신처, 2006년 교섭 시작 후 11년 만에 단체교섭 타
결…노사상생협의회 설치·숙직근무자 전일 휴무보장 등 ● 정
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법원
‘강제조정안’ 수용 ● 법무부, ‘국정원 청와대 상납’ 관여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22일 본회의서
보고 후 표결 ● 해양수산부 감사관, 박근혜 정권 때 해수부 공
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일부 의
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혀…수사 의뢰 ● 2018년부터 공공
기관 공사 임금·하도급 대금, 건설사 안 거치고 직접 지급…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직
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 도입

■ 12월 13일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아랍에미리트(UAE)와 레바논에 문
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 ● 경기도 용인서 34층 높이 타워
크레인 넘어져 3명 사망·4명 부상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차 출국(~16일)…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동·15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
정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16일 천민얼 충
칭시 당 서기와 오찬 ● 정부, 가상통화 투기과열·범죄행위 긴
급대책 마련…미성년자의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시키고 금융기
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지분투자 금지 ●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 ‘김대중(DJ)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사건 관련 자료를
주성영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보했다고 시인
● 육군 아파치 헬기, 공대공 ‘스팅어미사일’ 첫 실사격훈련

■ 12월 10일 

■ 12월 14일 

검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
정원 자금 수수 사건 등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 ● 최혜진(18),
신인 최초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개막전 우
승…베트남에서 열린 효성 챔피언십 우승

문재인 대통령,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
석과 정상회담…한반도 전쟁불가·비핵화·남북 문제의 평화
적 해결·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4대원칙 합의 ● 중국에서
열린 한중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장 현장에 참석한 청와대
사진기자가 중국 경호 인력에게 집단구타 당해 ● 검찰, ‘국정
농단 정점’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 구형하고 벌금 1천262억
원과 추징금 77억여 원 요구…안종범 징역 6년·신동빈 징역
4년 구형 ● 한국 연간 무역액, 2014년 이후 3년 만에 1조 달러
돌파…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14일 오후 2시20분 기준으
로 잠정 집계한 결과 ● 필리핀 도피 범죄자 47명 전세기로 집
단송환…국내 첫 사례

‘DJ비자금 의혹 제보’ 박주원, 당원권 정지·최고위원직 사
퇴…국민의당 “박주원, 제보한 사실 없다고 소명...당무위가 진
상조사” ● 신세계그룹, 대기업 최초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주
당 35시간 단축 발표
●

■ 12월 9일 

●

■ 12월 11일 
한·미·일, 북한 탄도탄을 탐지 추적하는 미사일 경보훈
련 돌입(~12일) ● 정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
성-15형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
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 ●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
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
에서 5만원으로 인하…국민권익위원회, 개정안 가결 ● 검찰,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
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
장 청구 ● 검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우
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세 번째 영
장 청구 ● 국세청, 2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2만여
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447억원 체납 ‘1위’ ● 전남 영암 종오리(씨오리) 농가 고병원성
H5N6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올겨울 다섯 번째 ● 태영호
●

●

●

■ 12월 15일 
● 문재인 대통령,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동…한중일 정상회의 조기개최 추진·인적교류 활
성화 노력·환경과 보건·4차 산업혁명 등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 문 대통령, 베이징 인민당대회당에서 중국 권력서열 3
위인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의회·
정당 교류 활성화”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전격
구속…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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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북한 병사, 국군수도병원
으로 이송…용태 안정·귀순 동기 조사 ● 북한 1인당 국민소
득 146만원·남한은 3천198만원으로 22배…통계청 ‘2017년 북
한의 주요통계지표’ 발간

■ 12월 16일 
문재인 대통령, 방중 마지막 날 중국 충칭(重慶)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와 현대자동차 공장 시찰 ● 이대목동병원 신생
아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던 신생아 4명 동시다발 사망…17일
이대목동병원, 사과문 발표 ●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감독 신태
용), 일본에서 열린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
십 3차전에서 일본을 4 대 1로 꺾고 우승…7년 7개월 만에 일
본 격파
●

■ 12월 17일 
자유한국당, ‘조직혁신’ 차원에서 현역의원 4명을 포함해 총
62명의 당협위원장 교체 ●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 2020년
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정부,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수립 ● ‘북한 미사일 부품 수출 중개’ 한국계 호주인 체포…호
주 내 첫 WMD법 위반
●

■ 12월 18일 
● 중국 군용기 5대, 이어도 서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공군 긴급출격 ●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종현(28·본명
김종현) 사망…청담동 레지던스서 갈탄 등 피운 흔적

■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 기
간까지 도발을 멈추면 한미합동 군사훈련 연기 문제를 검토
할 수 있다고 말해 ● 국회 인사청문특위, 안철상 대법관 후보
자 청문보고서 채택 ● 박영수 특별검사팀, ‘문화·예술계 블
랙리스트’ 2심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
무수석에게 징역 7년·6년 구형…2018년 1월 23일 선고 ● 이
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3명의 환아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
(Citrobacter freundii) 동일 검출 ● 가상화폐거래소 유빗, 연이은
해킹에 따른 손실로 파산 ● 해경, 서해 몰려든 중국어선 40척
에 공용화기 180발 발사
●

■ 12월 20일 

동빈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신격호 징역 4년 및 벌
금 35억원·신동주 무죄·신영자 징역 2년·서미경 징역 2년
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선거법 위반 김생기 정읍시장 벌금
200만원 확정…시장직 상실 ● 서울~강릉 KTX 정식 개통…서
울역에서 강릉까지 1시간 40분 ●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스
포츠센터 건물에서 화재 발생…29명 사망·29명 부상

■ 12월 23일 
●

광화문광장에 5천명 모여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선언

■ 12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경영 비리’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집행유예·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 선고…검찰, 항소 검토

■ 12월 25일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규모 3.5·2.1의 지진 연속 발생…26
일 규모 2.2의 지진 발생 ● 수원 광교 오피스텔 공사장서 큰
불…1명 사망·14명 부상 ●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 개통 3개
월 만에 단전으로 8시간 운행 중단
●

■ 12월 26일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등 격한 발
언을 쏟아낸 류여해 최고위원 제명 결정…5년 이내 재입당 불
가 ● 검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
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경기 용인 갑) 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 청구 ● 인천공항 1만 명 정규직 전환방식 확정…3천명은
직접 고용

■ 12월 27일 
●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
원장 오태규), 검토 보고서 발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
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 있었다”·비공개부
분에 한국이 “해외소녀상 지원 안 해” 약속·“불가역적 표현
한국 측 먼저 거론” ●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통합 및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기 위한 전(全)당원 투표 시작…첫날 투표
율 14.7%로 예상보다 높아 ● 국산 1세대 전투함 ‘충남함’ 32년
임무 완수하고 전역…초계함 여수함·진해함도 전역

■ 12월 28일 

● 북한군 초급병사 1명, 중서부전선 GP(비무장지대 소초)로 귀
순…북한 추격조 군사분계선(MDL) 접근에 20발 경고사격 ●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안철수 통합결단 환영...교섭창구 통해
즉시 협의” ● 국회,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내일 본회의 표결 ● ‘땅콩 회
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집행유예 확정…대법원 “항로
변경 무죄”

● 군(軍),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 돌입(~29일)…일본, 한국 해
군 독도방어훈련에 “수용 불가” 항의 ●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합의 TF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문’ 발표 “지난 합의가 양국 정
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
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 ● 정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거래소 폐쇄 특별법도 검토 ● 통일부 정책
혁신위원회,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
생리대·기저귀 안전하다” 최종 결론 ● 법원, 국정원 특활비
의혹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구속영장 기각…검찰
“부하 직원은 구속, 별도 뇌물 혐의까지 있는데...수긍 어렵다”
● 강서구 등촌동의 한 건물 철거현장에서 대형 크레인 구조물
이 넘어지며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 발생…승객 1명 사망·15
명 부상

■ 12월 22일 

■ 12월 29일 

대법원, ‘성완종 리스트 의혹’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이완
구 전 총리 무죄 확정…“증거 없어” ● 법원, 롯데 총수 일가 신

● 새해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정봉주 전
의원·용산참사 철거민 등 6천444명 사면 및 복권, 행정제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당내 찬반 논란이 격돌하고 있는 바
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 전(全)당원투표 전격 제안…
“통합 찬성 시 신속통합 후 백의종군...반대 시 대표직 사퇴” ●
소형 목선 탄 북한 남성 2명, 동해상으로 귀순 ● 궐련형 전자
담배 아이코스 전용담배 ‘히츠’ 한 갑당 4천300원에서 4천500
원으로 4.65% 인상
●

■ 12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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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65만2천691명 특별감면 조치 ● 청와대, 2018년 대표적 국
정 과제 10가지 선정 발표…▲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
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경제패러
다임 전환 ▲문재인 케어 및 치매 국가책임제 ▲집값 안정기
반 구축 등 서민 주거 안정 강화 ▲에너지 전환정책 시행 ▲아
동수당·기초연금 지급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
축 노력 ▲주변 4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복원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등 외교 다변화·다원화 ● 최재형 감사원장, 민유
숙·안철상 대법관 인준안 국회 통과 ●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
금 인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
반담배의 89.1％)으로 인상 ● ‘실종 여아’ 고준희(5) 양, 군산 야
산서 숨진 채 발견…친부가 시신 야산에 버려

■ 12월 30일 
●

■ 1월 4일 
● 진흙탕서 숨진 ‘미얀마판 쿠르디’ 사진 공개…미얀마군 잔
혹행위 피하려다 난민선 침몰로 실종·로힝야 인종 청소의 비
극 ● 필리핀서 무장괴한들 교도소 습격…죄수 158명 탈주·6
명 사살 ●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역의 대형 환승역 ‘애틀랜틱
터미널’에서 오전 8시 30분께 통근열차 탈선…100여 명 부상
● 말레이시아 파시르 구당 항구에서 화물선 간 충돌로 기름
300t 유출

■ 1월 5일 
● 세계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에서 개막

■ 1월 6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조치 첫 발령…사업장 단축운영

■ 12월 31일 
국민의당 전(全)당원투표 74.6% 통합 찬성…안철수 재신임
2017년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작년 대비 3.1% 증가…
한국은행이 2018년 1월 25일에 발표한 ‘실질 GDP 속보치’ ●
2017년 연간 수출액이 전년 대비 15.8% 증가한 5천739억 달러
로 ‘사상 최대’ 기록…반도체 수출 첫 900억 달러·수입은 4
천7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7% 증가 ● 2017년 한국으로 입
국한 탈북민 1천127명…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적어 ● 안성·
천안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AI 추가 확진 ● 광주 북구 두암
동 한 아파트 화재로 3남매 사망…2018년 1월 2일 불 낸 20대
엄마 구속
●

●

국제 일지
1월

일본 정부, 부산소녀상 항의 주한대사소환·통화스와프 논
의 중단·고위급 경제협의 연기·부산영사관 부산시 행사 불
참 등 4개항 조치 발표 ● 인도, 핵탄두 탑재할 수 있는 아그
니-4 지대지미사일 시험발사…사거리 4천㎞ 이상 ● 미국 플
로리다 주 남동부의 포트로더데일 국제공항서 발생한 총격 사
건으로 최소 5명이 숨지고 8명 부상…용의자 현장서 체포
●

■ 1월 7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 ‘한국이 사드 때문에 화를 자
초하고 있다’는 제하 사평(社評)에서 “사드 배치 땐 한국화장품
사지 않는 등 강력한 보복 있을 것”이라고 경고
●

■ 1월 8일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미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北미사일, 美·동맹 위협하면 격추할 것”이라고 말해 ● IS, 바
그다드 시아파 지역인 자밀라의 청과물시장에서 자살폭탄 테
러…10여 명 사망·50여 명 부상 ● 동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
인이 몰던 트럭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돌진…여군 3명 등
군인 4명 포함 모두 15명 사망 ● 아크바르 사혜미 라프산자니
이란 전 대통령, 심장마비로 별세…향년 83세

■ 1월 9일 
■ 1월 1일 
멕시코 휘발유 가격 인상에 항의 시위…최고 20% 인상 ● 브
라질서 새해 첫날 교도소 폭동…최소 60명 사망 ● 중국발 영
국 런던행 1만2천㎞ 화물열차 노선 개통…첫 화물열차, 1월 1일
출발해 18일 런던 도착
●

■ 1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 ● 프랑수아 올랑드 프
랑스 대통령, 바그다드에서 푸아드 마숨 이라크 대통령과 정
상회담 ● 이라크 바그다드의 시아파 거주지역 사드르시티에
서 차량을 이용한 자살폭탄 테러로 최소 37명 사망·60여 명
부상 ●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 남중국해 무력 시위…함재기
젠-15 남중국해 첫 비행
●

■ 1월 3일 
아이티 새 대통령에 집권 여당 대선후보인 조브넬 모이즈
(48) 당선 ● 대선패배 불복 대통령에 반기 든 감비아 선관위원
장 외국 도피…정보 당국, 대통령에 비판적인 라디오 방송국 3
곳 폐쇄 ● 세계문화유산 칠레 항구도시 발파라이소에서 화재
가 발생해 주택 150채 전소
●

● 파리 경찰, 2016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방송인 킴 카
다시안 웨스트를 덮쳐 114억원 상당의 보석을 훔쳐 달아난 강
도단 16명 체포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레알마드리드), 국
제축구연맹(FIFA) 2016 올해의 남자선수상 수상

■ 1월 10일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 네 번째 임기 취임 ● 국
제축구연맹(FIFA), 2026년 월드컵부터 출전국을 현재 32개국
에서 48개국으로 16개국 확대 결정 ● 아프가니스탄에서 하
루 세 차례 폭탄 테러…최소 47명 사망 ● 1990년대 통일 독
일의 경제개혁을 주도한 로만 헤어초크 전 독일 대통령 별
세…향년 82세
●

■ 1월 11일 
미국,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대상에 올려…개인 7명·기관 2곳 추
가제재 ● 미국 국방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
기 위해 해상기반 고성능 레이더 ‘X-밴드레이더’ 배치…“ICBM
시험발사 막바지” 김정은 신년사 이후 첫 美군사대응 ●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대선 승
리 후 첫 기자회견…해킹 통한 러시아의 대선 개입 사실 공식
●

2017년 일지

l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