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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설립

6.

8.20 친일파 宋秉畯·李容九: 一進會

조직
8.22 제1차 한·일협약 조인
11.10 경부선철도 완공(1905.1.1 개통)

2.12 화폐조례(금본위제) 공포

주미공사 趙民熙 등 처음으로 유
럽·미국 주재공사 임명
한발로 防穀令 발표
7.
8.20 영등포서 경부철도 기공
10.16 굶주림 구호를 위해 惠民院 설치

1905년

4.

협안을 러시아 정부에 제시(10.3 러
시아측은 한국영토의 39도선 분할을
제의)
12. 러시아 동양함대 인천에 입항

일본 헌병대: 京城 일원의 경찰권
장악(왕궁 수비)
통신기관을 일본에 이양
4.
忠淸·黃海·平安 3도 해안 어로
6.
권 일본인이 강취
일본 제일은행 경성지점: 한국중
7.
앙은행으로 발족
8. 1 대한매일신보 창간
李容翊: 보성학원 설립
9.
11. 5 경의선철도 개통
11. 9 일본 특명전권대사 伊藤博文 내한
11.17 을사늑약 체결(2차 韓·日협약;
고종황제 밀사파견코 미·러시아·
독·프랑스에 무효선언 친서를 전달;
閔泳煥·趙秉世·洪萬植·李漢應
등 자결)
11.20 皇城新聞 정간(사설 ‘是日也放聲
大哭’(張志淵)으로)
12.20 일본 정부: 한국통감부·理事廳관
제를 공포(각국 주재 한국공사 소환)

1904년

1906년

1902년
3.

통신원: 京城-仁川 전화 가설

4.24 경의철도 기공

일본 제일은행: 한국에서 은행권
발행
통용금지령(1903.2. 철회)
9.
10. 콜레라 창궐
5.

1903년
2.

玉帛色의복 착용을 금지

8.12 일본: 韓·滿보호에 관한 기본 타

일본 함대: 인천해상에서 러시아
함대 공격(인천 상륙)
2.21 일본 제1군: 鎭南浦에 상륙
2.22 한·일의정서 조인
5.18 한·러시아조약 파기
2. 8

1.

한국통감부 설치(3월 2일 통감 伊
勝博文 착임)
5.19 항일의병(수령 前판서 閔宗植): 홍
주성 점거
5.22 明新女學校(현淑明) 설립
2. 1

崔益鉉·朴炳瓚, 淳昌에서 항일
의병 일으켜
7. 2 일본 경찰: 경운궁 경비권을 강취
(警衛院 폐지)
학제 개혁(각급학교령 제정)
8.
일본 군대: 주한군사령부 설치
8.
鎭海·永興灣을 일본 군항으로
9.
대여
10. 對日압록·두만강 삼림협동약관
체결
11.30 李人稙: 신소설 ‘血의淚’ 발표
6.

1907년
3.

羅寅永: 五賊대신 암살계획 실패

5.22 議政府: 참정대신에 李完用 임명
6.15 헤이그 제2회 만국평화회의 개최

(회기 중 헤이그밀사사건 발생; 李相
卨·李儁·李瑋鍾 등은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역설; 李儁 순국)
7.20 高宗皇帝 양위식 거행(각처서 반
대운동; 25일 일본군 12사단 입성)
7.24 제3차 한·일협약 조인(내정 감독)
7.27 신문법공포(광무신문지법; 언론
탄압)
7.29 보안법 공포(집회·결사 금지)
7.31 군대해산조서 발표
8. 1 군대해산(시위대; 일본군과 시
가전)
8. 6 原州진위대: 일군과 충돌(군대해
산에 반대; 각지에서 항전)
연호를 隆熙로 개정
8.
安昌浩: 新民會 조직
9.
12.18 李 垠 황태자: 강제로 일본으로 끌
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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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1912년

3.23 田明雲·張仁煥: 전 외부고문 스

3.18 재판소조직을 지방·복심·고등

티븐스(일본의 한국보호정책 찬양)를
오클랜드에서 사살
각급 재판소 개청
8.
10. 安昌浩: 청년학우회 조직
10. 1 崔南善: ‘少年’지 발간(1911.12 폐간)
12.28 일본: 한국에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우리나라의 경제를 독점·착취
하기 위해 설립)

1909년
일본: 한국병합방침 결정
7.12 사법 및 감옥업무 위탁에 관한 기
유각서 조인(10월 법부 폐지)
7.31 군부 폐지(궁중에 친위부 설치)
콜레라 만연
9.
10.26 安重根: 하얼빈역에서 伊藤博文
사살(1910.3.26 여순감옥에서 순국)
10.29 한국은행 창립(11.24 개업)
11. 4 一進會: 한·일합방을 제창
圓覺社 발족(근대극의 효시)
11.

법원의 3급3심제로 제정
8.13 日帝: 토지조사령 공포(조선총독

부는 전 국토의 40％에 해당하는 전답
과 임야를 차지하는 大地主가 됨)

1913년
5.13 安昌浩: 흥사단 발족(미국 로스앤

젤레스)
10.30 府制 공포(1914.3.1 시행)

1914년

7. 6

1910년
皇城新聞 폐간
대한국민회 발족(샌프란시스코)
2.
6.24 경찰권 일본 정부에 빼앗김
8.16 寺內正毅 통감: 한·일합방에 관
한 각서를 李完用 총리대신에게 수교
8.22 한·일합병조약 조인(舊韓末 隆熙
4년; 조선의 종말을 공포하고 日帝가
한국식민지화를 굳힌 전문 8개조의
치욕적이며 망국의 비통한 내용의 조
약; 내각총리대신 李完用과 통감 寺內
正毅 사이에 체결된 조약; 29일에 공
포(庚戌國恥日)
9.30 조선총독부관제 공포(11.1 총독에
寺內正毅 임명)
12.27 安明根의 寺內正毅 암살계획 탄
로(105人사건; 1912.6 尹致昊 등 신민
회원 120여 명 피소)
12.27 滿 柳河縣서 신흥강습소 개설(신
흥무관학교 전신)
2.

3.22 호남선 개통

경원선 개통

8.

1915년
경신학교 대학부 개설(17년 延禧전
문학교 창립)
9. 1 朝鮮物産共進會 개막(∼10.31, 경
복궁)
4.

1916년
3.18 鎭海要港部 설치
4. 1

전문학교관제 공포

5.16 고등보통학교관제 공포
10.16 일본: 조선총독에 長谷川好道 임

명(12.10 착임)

1917년
조선총독부: 面制 공포(10.1 실시)
朴容晩: 세계약소민족대표회의(뉴
욕)에 한국대표로 참석
10. 7 한강인도교 준공
12. 全露韓族會 중앙총회 발족(雙城<
中國흑룡강성>)

1918년
6. 7

조선식산은행령 공포(10.1 설립)

6.18 조선총독부: 토지조사 완료
10.27 仁川船渠 준공

東三省 독립지사 呂 準 등 39명:
독립선언서 발표

11.

1919년
1.22 高宗 서거(3.3 국장)

4.17 조선토지수용령 공포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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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9.

3.29 조선은행법 공포(8.15 시행)

11. 1 압록강철교 개통

3. 1

6. 9

1911년
8.24 조선교육령 공포

金東仁: ‘創造’ 발간(東京에서)
3·1독립운동 발발(민족대표 33人:
독립선언서 발표)
대한독립단 발족(滿 柳河縣에서)
3.
韓僑자치기관으로 국민회 조직(北
3.
間島에서)
4.13 上海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4.11
임시헌장 10개조 발표; 李東寧·李承
晩·金九·李始榮·金奎植 등이 대
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5. 3 滿 通 化 縣 서 新 興 학 교 개 교
(1920.5 신흥무관학교로 개편)
金奎植 임정대표: 파리평화회의에
5.
독립청원서 제출
西間島서 자치기관 韓族會 조직
5.
7.10 대한여자애국단 조직(미국 캘리포
니아)
8.12 일본: 조선총독에 齋藤實 임명
8.20 조선총독부관제 개정(총독의 육군
통솔권 삭제)
8.21 上海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창간
徐一·金佐鎭: 北間島서 軍政府
8.
조직(12월 북로군정서로 개편)
9. 2 姜宇奎: 서울역에서 齋藤 총독에
투탄(살해 미수)
9.11 上海 임시정부: 임시헌법 제정
(1927.3 개정; 임시대통령에 李承晩)
11. 9 金元鳳: 吉林省서 의열단 조직
12.19 呂運亨: 일본정부 초청으로 일본
방문; 29일 上海로 귀환
2.

동경유학생 600여 명: 독립운동
모의
재미한국부인회: 윌슨 대통령에게
2.
독립 청원

임시정부:安昌浩·呂運亨·韓馨
權 등을 모스크바에 특파(소련 정부;
임시정부에 100만 루블 기증)
광복군사령부 발족(滿 寬甸縣)
2.
2.22 貫鐵洞사건 발생(普合團員; 일본
경찰과 총격전 벌여)
3. 1 培花·培材學堂 독립만세 운동
3. 5 조선일보 창간
항일무장군: 일본 경찰과 교전(穩
3.
城)
4. 1 동아일보 창간
만국사회당대회(브뤼셀): 국제연맹
4.
및 열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
을 요구
시베리아주둔 일본군: 블라디보스
4.
토크의 한국인촌 점령
월간지 ‘開闢’ 창간
6.
광복군총영 개설(滿 柳河縣)
6.
1.

北間島 국민회소속 독립군(총사령
洪範圖): 汪淸縣 鳳梧洞서 일본군 대
부대를 격파(鳳梧洞전투)
7.31 조선체육회 발족
월간지 ‘廢墟’ 창간
7.
8.24 미국 상·하 양원의원 일행 38명
내한(한국인; 만세운동 벌여)
文一民(청년단연합회): 평남경찰부
8.
에 폭탄 던져
9. 5 조선일보 사설 필화(총독정치 비
난으로 12.26까지 정간)
9.14 의열단원 朴載赫: 釜山경찰서에
폭탄 던져(서장 즉사)
9.26 동아일보 정간(일본 3種神器 비
방)
10. 2 琿春사건 발생(馬賊의 琿春城 습
격을 계기로 일본 군·경찰; 10.15~18
四道溝의 독립단체 본거지를 습격해
학살·방화)
10.20 金佐鎭·李範奭 등의 北路軍政
署軍: 靑山里서 일본군 대부대 섬멸
(~22일)
10.30 3·1독립선언 민족대표에 실형 선
고(孫秉熙 등 7명에 3년, 崔南善 등 4
명에 2년 6개월)
11. 9 보통학교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
장
12. 張德秀: 조선청년연합사 결성
12.13 滿지방 독립군: 대한독립군단으로
통합코 시베리아로 월경
12.31 舊韓國화폐 유통 금지

한글학회로 개편)

6.

1921년
대한독립군단: 이르쿠츠크로 이동
(고려혁명군단으로 개편코 고려혁명
군관학교 설립)
4. 1 조선연초전매령 공포(7.25 전매국
개청)
6.28 黑河사변 발발(소련; 무장해제에
불응하는 黑龍江 自由市의 한국독립
단부대 습격)
9.12 義烈團員 金益相: 총독부에 폭탄
던져
임시정부: 태평양회의(미국)에 徐
9.
載弼·李承晩 파견
10. 9 대동강 가교공사 기공(1923.11. 30
준공)
12. 1 우측통행(1906년 실시)을 좌측통행
으로 변경
12. 3 조선어연구회 발족(대표 任景宰)
(1931.1.10 조선어학회로 개편; 1946.2.3

12. 3 尹白南: 최초의 극영화 ‘월하의 맹

세’ 제작

1922년
1.23 극동민족대회 모스크바서 개최(조

선대표에 金奎植)
2.12 修養同盟會 발족(1925년 수양동우

회로, 1929년 동우회로 개편)
월간문예지 ‘白潮’ 창간
3.28 金益相(철혈단원): 上海 黃浦灘서
일본 田中義一 대장에 폭탄 던져(살해
미수)
6. 1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 개최
일본: 新潟서 한국인 노동자
7.
100명 학살
서로군정서·한족회·대한독립
8.
단·광복군총영 등 大韓統義府로 통
합
12. 李丙燾·廉尙燮: 문인회 결성(尹
白南; 토월회 조직)

공산당사건으로 朴憲永·金若水 등
피검; 1926.1 2차공산당사건 발생)
고려공산당청년회·黑旗연맹 결
4.
성
이화여자전문학교 설립(1887년 창
4.
립된 이화학당의 후신)
5. 8 조선치안유지법 제정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발족
5.
10.25 京城운동장 개장

2.

1923년
東三省 독립단체대표: 上海서 국
민대표자대회 개최
블라디보스토크서 고려공산당중
1.
앙총국 발족
3.14 金始顯 등 의열단원: 항일투쟁용
폭탄밀수사건으로 피검
7.14 천도교계: 고려혁명위원회 조직
9. 2 東京경시청: 日王암살미수사건으
로 朴 烈 검거

1926년
4.26 純宗 서거
4.28 宋學先: 창덕궁 金虎門 앞에서 총

독암살 미수(金虎門사건)
粱起鐸:吉林서 고려혁명당 결성
6.10 6·10만세사건(학생들; 순종국장
일을 계기로 독립만세를 부르고 시위)
11.15 중외일보 창간
11.30 京城방송국 창립
11. 극영화 ‘아리랑’(羅雲奎 감독) 상영
12.28 의열단원 羅錫疇, 조선은행·동양
척식회사에 폭탄 던져
5.

1927년

1. 3

1924년

2.

의열단원 金祉燮: 東京 宮城 二重
橋에 폭탄 던져
3.31 시대일보 창간(1926년 폐간)
조선청년총동맹·조선노농총연맹
4.
발족
5. 2 京城帝國大學관제 공포(1926.4.1
의학부 및 법문학부 개설)
統義府 의용군: 국경을 시찰 중인
5.
齋藤 조선총독 습격
10. 월간지 ‘朝鮮文壇’ 창간

민족·공산 양진영: 민족단일전선
으로 신간회 조직(1928.3 3차공산당사
건으로 좌파 피검; 1931.5 해산)
2.23 조선인자유노동조합 결성(東京)
3.31 일본: 임시대리총독에 宇垣一成
임명(8.30 해임)
12.10 일본: 조선총독에 육군대장 山梨
半造 임명
12. 裡里청년회사건 발생(ML조선공산
당 조직)
2.

1. 4

1925년
1.25 統義府:在滿 독립단체를 흡수코

正義府로 개편
조선총독부: 철도국 신설(南滿洲
철도회사에 대한 경영위탁 해제)
4.17 曺奉岩: 조선공산당 조직(11월 1차
3. 3

1928년
9. 1

咸鏡線 개통

1929년
吉林省서 조선혁명당 조직(南京선
한국혁명당 결성)
4. 1 汝矣島 및 蔚山비행장 개장
6. 5 安相勳 등 54명의 고려공산당재
건계획 탄로
8.17 일본: 조선총독에 齋藤實 재임명
(8.8 착임)
11. 3 광주학생사건 발생(식민지차별교
육 반대, 일본 타도)
11. 金佐鎭: 한족자치연합회 조직(寧
安縣; 12월 피살)
3.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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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1.25 李東寧·李始榮·金 九: 한국독

립당 결성(上海)
신한농민당 발족(北滿洲)
3.
5.30 間島 항일무장폭동 발생

임 총독 南次郞 착임)
孫基禎 베를린올림픽 마라톤경기
우승(동아일보, 孫선수 가슴에 단 일장
기 말소)
8.29 동아일보, 일장기말소사건으로 정간
12. 咸南 甲山서 항일인민전선 결성

1931년

1937년

6.17 일본: 조선총독에 宇垣一成 임명

1.16 압록강수력발전주식회사 설립원

(7.2 착임)
7. 2 萬寶山사건 발생(滿 萬寶山 三姓
堡에서 水田개간공사로 한·중 농민
충돌; 이어 인천·평양·서울 등지에
서 중국인에 대한 보복습격사건 발생)
8.26 폭풍우로 전국 각지에 큰 피해(인
명피해 580명, 가옥피해 1만1천453채)
6.18 滿洲사변 발발(12.18현재 만주한
국인피해 이재민 1만9천304명, 사상
384명)

1932년
애국단원 李奉昌: 東京 櫻田門 밖
에서 일왕 裕仁에게 폭탄 던져
1.28 上海사변 발생(중국 전역에서 배
일운동 격화)
4.29 애국단원 尹奉吉; 上海 虹口公園
서 日王생일경축식장에서 폭탄을 던
져 白川義則 대장을 살해, 重光葵 공
사 중상)
上海서 독립운동청년단 결성
7.
만주거점 독립군: 중국의용군 考
9.
鳳林 부대와 합작, 雙林縣 점령
1. 8

1933년
李承晩, 國際聯盟에 한국대표로
참석(일제의 만주침략 공박)
大甸子嶺대첩(한·중 연합군;
7.
東滿大甸子嶺서 羅南 72연대 대파)
10.29 조선어학회, 한글맞춤법통일안
발표
2.

1934년

칙 결정
민족혁명당: 上海 비상대표대회에
서 좌파를 제거하고 조선혁명당으로
개편
3.17 조선총독부: 일어 강제사용 시달
5. 1 普天堡사건 발발(동북항일연합군;
惠山鎭 普天堡주재소 습격)
6. 7 安昌浩 등 150여 명: 同友會사건
으로 투옥됨
임시정부 외곽단체: 한국광복전선
7.
구성(좌익진영; 조선민족전선 형성)
11. 임시정부: 湖南省 長沙로 이전;
1938.7 廣東으로; 1938.10 廣西省 柳州
로; 1940.9 重慶으로 이전)
2.

1938년
중학과정에서 조선어과목 삭제
安昌浩: 보석 중 사망
4. 3 淑明女子專門學校 설립
10. 조선민족전선계: 조선의용군 편성
(한국광복전선계; 1939.2 광복청년공작
대 조직)
3.
3.

1939년
금매상·철제품회수 시작
총독부: 警防團 조직
9.30 일본: 한국민징용령 발동(1945년까
지 45만 명 동원)
11. 임시정부: 군사특파단을 西安에
파견

1940년
2.11 총독부: 創氏제도 시행
3.
5.

한국독립당 등 5개정당: 南京서 민
족혁명당으로 통합

1936년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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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 宇垣一成 사임(8.26 후

l

연표

2.21 총독부: 조선청년단 조직
3.15 총독부: 학도정신대 조직(근로동원

실시)
생활필수물자통제령 공포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하와이서
6.
발족
중앙선 철도 개통
6.
농작물공출제 강행
8.
9. 3 총독부: 조선임전보국단 결성
4. 1

1942년
중국 국방최고위: 대한민국임시정
부 승인안 의결
5.25 조선인 군속모집 시작(미·영포로
수용소에 배치)
5.29 일본: 조선총독에 小磯國昭 임명
(6.18 착임)
金枓奉: 조선독립동맹 조직
7.
9. 8 총독부: 금속회수에 강제권 발동
9.10 일본군, 말레이전선 英軍포로를
京城·仁川에 수송
9.30 청장년 국민등록 실시
광복군 총사령부 重慶으로 이동
9.
한국광복전선: 조선민족전선합작
9.
성립(임시정부 의정원에 좌익진영 참
여)
10. 1 崔鉉培 등 30여 명: 조선어학회사
건으로 피체
10. 1 조선청년특별연성령 공포(17∼21
세 징병대상자에 군사훈련 실시)
4.

1943년

7. 3

11. 1 釜山-長春 직통열차 운행 개시

7.

2.12 사상범예방구금령 공포

5. 5

5.11 震壇學會 창립

1935년

1941년

8. 9

임시정부: 건국강령 제정
한국광복군계: 한국독립당 결성
8.10 조선일보·동아일보 폐간
8.20 쌀배급제 실시(출하·판매 금지)
총독부: 반전운동혐의로 기독교도
9.
들 검거선풍
10. 총독부: 국민총력연맹 조직(황국신
민화운동 강요)

조선인징병제 공포(1944.4∼8 첫
징병검사 실시)
6.10 京城府 區制(7구) 실시
8. 1 조선인 해군특별지원령 공포
광복군: 인도·버마전선에 별동대
8.
파견
10. 5 식량영단 발족
10.20 학도병제 실시(12.5 미지원학도에
징용령 발동)
3. 1

1944년
2.10 여자청년특별연성령 공포

임시정부: 국내공작특파위원회 및
군사외교단 설치
3.19 학도동원비상조치 발표
임시정부: 임시헌장 개정
4.
3.

6.17 미곡강제공출제(할당제) 실시

12.20 合同通信 창립

프랑스·폴란드: 대한민국임시정
부 승인
7.24 일본: 조선총독에 阿部信行 임명
(8.18 착임)
8.23 여자정신대제 실시(25세 미만의
미혼자에 근로동원령)
한국광복전선계: 重慶서 한국청년
8.
회 조직
10.18 제2국민병제 실시

12.28 모스크바 3相회의: 5개년 한국신

6.

1945년
8.15 일본: 무조건항복
8.15 조선건국준비위원회(建準) 발족(위

원장 呂運亨, 부위원장 安在鴻·張德
秀)
8.20 소련군: 元山 상륙(22일 平壤 진
주)
9. 1 조선국민당 결성(25일 국민당으로
개편; 위원장 安在鴻)
9. 2 연합군최고사령부: 북위38도선을
경계로 미·소 양군의 한국분할점령
책 발표
9. 7 미국 극동군사령부: 남한에 군정
선포
9. 8 하지 중장의 제24군단 서울 진주
9. 9 총독부: 항복문서 조인
9.11 군정장관에 아놀드 소장 취임
9.16 한국민주당 결성
9.16 소련: 이북에 군정 공표
10. 5 美군정: 군정장관고문에 한국인 11
명 임명(위원장 金性洙)
10. 9 美군정: 치안유지법 등 日帝악법
폐기
10.10 金日成: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설치(1946.7.29 ‘북조선노동당’으로 개
편; 1949.6 남로당을 흡수해 ‘조선노동
당’으로 확대)
10.24 군정청: 日本人철수령 발표
10.25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결성(총재 李
承晩)
11. 3 평양서 조선민주당 결성(당수 曺
晩植; 1946.1. 축출)
11.11 조선인민당 결성(당수 呂運亨)
11.23 新義州서 반공학생의거 발생
11.23 金 九 주석 등 임시정부요인 환국
11.23 每日新報 ‘서울신문’으로 속간
11.23 朝鮮日報 복간
12. 1 東亞日報 복간
12. 6 군정청: 일본인의 공·사유재산
몰수

탁통치안 발표

1947년
1.22 地方官吏 보통선거제 실시

12.29 반탁국민총동원중앙위 결성

1.24 임시정부계: 반탁투쟁위 조직

12.30 宋鎭禹 한민당 수석총무 피살

2. 5

(1946.4.9 범인 韓賢宇 검거)
12.31 반탁국민총동원중앙위의 지령으

로 전국서 반탁데모·파업·철시

1946년
공산당: 신탁통치지지 선언
맥아더 사령부: 李王職 폐지
2. 8 독립촉성중앙협의회·반탁국민총
동원중앙위: ‘대한독립촉성국민회’로
통합(총재 李承晩)
2. 8 평양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발
족(위원장 金日成, 부위원장 金枓奉)
2.14 군정청 최고자문기관인 ‘남조선민
주의원’ 구성(∼1948.5.29 의장 李承
晩, 부의장 金 九·金奎植, 의원 25명)
2.15 좌익진영: ‘민주주의민족전선’ 결
성
2.21 군정청: 일본은행권 동결
3. 5 북조선임시인민위: 토지개혁 실시
3.20 제1차 미·소공동위(5.6 무기휴회)
3.20 한국독립당(1930.1.25 창당) 개편
(위원장 金 九, 부위원장 趙素昻)
5.15 공보국: 정판사위폐사건진상 발표
6.14 金奎植·元世勳·呂運亨·許 憲:
좌우합작회담 개시(10.7 7개 원칙 합의)
6.19 문교부: 국립 서울종합대학교안
발표(8.22 국립서울대학교 신설)
6.22 李範奭 등 광복군 환국
6.27 민족통일총본부 구성(총재 李承晩)
7.17 이북으로의 통행 금지
7.30 전국학생연맹 결성(위원장 李哲承)
8. 1 濟州島: 道로 승격
8.10 북한: 주요 산업의 국유화 실시
9.17 수도경찰청 발족(청장 張澤相)
10. 1 10·1대구폭동사건 발생
10.13 조선민족청년단 결성(단장 李範奭)
10.15 좌·우익: 사회노동당(위원장 呂
運亨)으로 통합(1947. 5.24 근로인민당
으로 개편)
11.23 좌·우익: 남조선노동당으로 통합
(위원장 許 憲)
12. 2 李承晩 도미(남한독자정부 수립
주장(1947.4.21 귀국)
12. 9 국립서울대학교안 반대 맹휴 시작
12.12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개원(의장 金
奎植)
1. 2
2. 1

민정장관에 安在鴻(∼1948.6.7)
2.11 공민증제 실시
3. 1 좌·우진영 南大門서 충돌
3.22 남한 전역서 24시간 총파업(좌익
요인 검거)
4.19 徐潤福: 보스턴 마라톤대회서 우승
5.21 제2차 미·소공동위 개최(6.29 남
한측 협의청원단체와, 7.1∼4 북한측과
합동회의)
6. 3 군정청: 한국인기구를 남조선과도
정부로 개칭
6.20 군정청, 특별의정관으로 徐載弼
초빙(7.1 착임)
6.27 입법의원: 보통선거법 의결
7.18 呂運亨 피살(8.3 국민장)
8.6 조선임시정부약헌 입법의원 통과
9. 1 한국의 국제무선부호 HL로 결정
9.17 유엔총회에 한국문제 정식상정
10.30 군정장관에 딘 소장 취임
11.14 유엔총회: 한국총선거안·유엔한
국임시위원단설치안·정부독립 후 양
군철퇴안 가결
12. 2 張德秀(한민당 정치부장) 피살
12.16 북한: 화폐개혁 실시

1948년
의무교육제 실시
유엔한국임시위원단 내한(1.12 소련
사령관에 入北 요구; 1.23 소련측 거부)
1.27 金 九: 남북주둔군 철퇴 후 자유선
거 주장
2.26 유엔 소총회: 가능지역총선거안
가결(3.12 유엔한국위 가결; 3.12 金
九·金奎植 등 반대성명)
3. 8 金 九: 남북협상 제의(3.25 북한
수락)
3.16 북한·중공: 비밀군사협정 체결
4. 3 제주도서 공산분자 무장폭동
4.19 金 九·金奎植 방북(남북대표자연
석회의(제1차) 참석; 4.21 2차회의(金奎
植 불참); 5.5 귀경)
5. 1 재판 3심제 실시
5.10 유엔한국위 감시하의 남한총선거
실시(좌익계·남북협상파 불참)
5.14 북한: 대남한송전 단절
5.31 제헌국회 개원(6.10 국회의장에 李
承晩 선출)
1. 7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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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制憲節 제정

5.20 미국 국무부: 미군철수 발표(군사

7. 7

7.20 국회: 초대 대통령에 李承晩, 부통

고문단 제외); 6.29 철수 완료)
6.21 정부: 농지개혁법 공포
6.25 북한: 남북의 ‘民戰’을 통합코 ‘조
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
6.29 金 九 피살(安斗熙 소위. 백주에
京橋壯서 저격; 7.5 국민장)
8. 7 蔣介石 자유중국 총통 내한, 진해
서 李承晩 대통령과 정상회담
9.14 목포형무소 파옥사건(350여 명 탈
출) 발생
9.26 정부: 법원조직법 공포
10. 1 유엔총회: 한국단독초청안 가결
10.12 공군 창설
10.19 정부: 南勞黨 등 民戰산하 133개
정당·단체의 등록 취소
11.16 외자구매청 신설
12. 1 사회부 신설
12. 6 첫징병검사 실시
12.17 한·일통상협정 비준

7. 8

령에 李始榮 선출(7.24 취임)
국회: 의장에 申翼熙, 부의장에 金
若水 선출
8. 5 국회: 金炳魯 대법원장 인준
8. 6 중앙선 도농역서 열차 전복(사망
206명)
8.15 하지 중장: 미군정폐지 발표
8.15 대한민국 수립 선언
8.25 한·미잠정군사협정 체결
8.25 북한: 총선거 실시(9.1 최고인민회
의 개최; 수상에 金日成)
9. 5 정부: 국방경비대를 육군으로, 해
안경비대를 해군으로 개편
9. 9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9.13 한·미: 행정권 완전이양 성명
9.30 국회: 한글전용법 통과
10. 2 폭동대비 위해 제주도에 파견된
군경비대 반란
10.19 李承晩 대통령: 맥아더 초청으로
일본 방문
10.20 여수·순천반란사건(주모자 金智
會 소위) 발생(10.25 麗·順지구에 계
엄령; 10.27 진압; 11.1 관련자 89명 사형)
11. 3 金 九: 미·소군철수 후 통일정부
수립 요지의 담화 발표
11.20 국가보안법 국회 통과
12.10 한·미경제원조협정 조인
12.12 유엔총회: 대한민국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 통일을 위한 새 한
국위원회조직안도 가결)
12.27 소련군: 북한서 완전철수 발표
8. 4

1949년
미국: 한국을 정식승인
1. 1 ECA원조도입 시작
1. 4 주일대표부(東京) 설치
1. 8 반민특위 발족(2.21부터 반민자 검
거 착수)
2. 5 유엔한국위 내한
2.10 한민당: 민주국민당으로 개편
3. 8 학도호국단 결성
3.10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4.10 유엔안보리: 한국 유엔가입안
부결
4.15 해병대 창설
5. 1 전국인구조사 실시
5.20 남로당국회프락치사건 적발(金若
水·李文源·盧鎰煥 의원 등 체포)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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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1. 6

제1회 고등고시 실시

1.12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 한국은 미

국의 태평양방위선 밖이라고 밝혀
1.26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 조인
2.16 李承晩 대통령: 맥아더 초청으로

일본 방문
3.13 국회: 제1차 개헌안(내각책임제)

부결
3.27 남로당 총책 金三龍·李舟河 검

거(6.16 북한 ;金·李와 曺晩植의 교환
을 제의: 李 대통령; 조건부 수락; 6.20
북한; 교환조건 거부)
4.12 한국: 보스턴 마라톤대회 제패(1위
咸基鎔, 2위 宋吉允, 3위 崔崙七)
4.24 제1회 國展 개최
6. 1 6년제 의무교육 실시
6. 7 북한: 남북한총선거 제의
6.12 한국은행 발족
6.25 6·25전쟁 발발(북한군 불법남침)
6.27 유엔 안보리: 대북한 군사제재 결의
6.27 미국: 해·공군에 출동 명령(6.30
육군 출동 명령; 7.3 해병대 출동 명령)
6.28 한강 인도교 폭파
6.28 북한 공산군 서울 점령
7. 1 연합군 지상부대 부산 상륙
7. 2 36개국: 對韓군사지원 성명
7. 4 미군 선발대 烏山 부근서 첫교전
7. 6 부산에 한·미연합해군방위사령
부설치안 가결(총사령관에 맥아더)

국군: 유엔군에 편입
정부: 전국에 계엄령 선포
7.12 한·미: 大田협정(한국군통수권의
美軍이양) 체결
7.19 미국: 한국백서(대한정책) 발표
7.20 공산군: 大田 점령, 딘 소장 납치
7.31 유엔 안보리: 한국구호결의안 채택
8. 3 유엔군: 워커라인(마산·왜관·영
덕을 잇는 방위선) 구축
9.15 유엔군: 인천상륙작전 개시
9.15 한국은행권 발행
9.26 국군: 서울 탈환(9.28 수복; 9.29 수
도탈환식)
9.28 李承晩 대통령: 以北진격 언명;
9.30 워커 중장; 38선 돌파 명령)
10. 7 유엔총회: 38線이북 진격과 한국
통일부흥위원단(UNCURK)설치 결의
10.19 국군: 평양 탈환(12.4 철수), 북한정
권 신의주로 패주
10.25 중공군: 한국전 개입
10.26 국군: 鴨綠江邊(楚山) 탈환
10.27 정부: 서울로 還都
10.29 李承晩 대통령: 평양 시찰
11.11 정부: 부역자처벌특조령 공포
12. 1 유엔총회: 한국재건단설치안 가결
(1951.1.3 발족)
12. 7 유엔정치위: 중공군철수결의안
가결
12.14 유엔총회: 한국정전위원단(이란·
인도·네덜란드)설치 결의(12.21 周恩
來 중공 외교부장; 접촉거부 성명)
12.16 국회: 국민방위군설치령 의결
12.24 정부: 서울시민에 피난령

1951년
1. 1

중공군 6개 군단: 38선 넘어 남하
1. 4 국군: 서울 철수(정부; 부산으로 이
전<1·4후퇴>)
1. 5 중공군: 서울 침입
1.26 해병대: 인천 상륙
1.31 유엔정치위: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
2.10 국군: 서울 진입
2.11 거창양민학살사건(500여 명을 공
비혐의로 살해)
3. 5 정부:120만 소작인에 농지분배
발표
3.24 맥아더 장군: 38선이북 진격 명령
(3.25 38선 돌파)
3.29 국회: 국민방위군사건 폭로(23억
원·양곡 5만2천石 착복)
4.11 미국: 맥아더 유엔군총사령관 해

임, 후임에 리지웨이 중장 임명
李始榮 부통령 사표 제출(5.15 국
회;부통령에 金性洙 선출)
6.23 말리크 소련 유엔대표: 38線정전
회담 제의(6.25 李 대통령 거부)
6.29 트루먼 미국 대통령: 리지웨이 장
군에게 정전교섭 명령
6.30 리지웨이 중장: 元山灣 덴마크 병
원선 함상에서의 휴전회담 제의; 7.1
공산측; 회담장소로 개성을 제의)
7. 8 휴전예비회담 개최(개성); 7.10 본
회담 시작
9. 6 여군 창설
10. 1 대한신문협회 결성
10.17 국무회의: ‘대통령직선·양원제개
헌안’ 의결(11.28 국회에 제출)
10.20 제1차 한·일회담예비회담(東京)
개막
10.25 휴전회담 재개(판문점)
5. 9

1952년

포로교환협정 조인(8.5 교환 시작.
9.6 완료)
6.18 반공포로 석방(2만7천 명)
7.27 휴전협정 조인(상오10시 모든 전선
서 전투 중지)
8. 1 FOA원조도입 시작(1955.7.1 ICA로
개편)
8. 3 군사정전위본부 판문점에 설치
8.15 정부: 서울 환도
8.31 鄭國殷 정부전복음모사건 발생
9.21 북한 盧今錫 공군대위: MIG15기
몰고 귀순
10. 1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워싱턴,
1954.11.17 발효)
10. 3 신형법 공포
10.12 해안경비대 창설
11.27 李承晩 대통령: 자유중국(타이완)
방문(11.28 蔣介石 총통과 반공통일전
선결성 공동성명 발표)
12. 1 남부지방에 비상계엄령(공비 소탕)
6. 8

1954년

1.18 李承晩 대통령: 평화선 선포
2.15 유엔총회: 한국부흥결의안 채택

제1차 한·일회담 개최
2.18 거제도 포로수용소 좌익계 폭동
4.20 東洋通信 창립
4.25 전국 시·읍·면장선거 실시
4.28 정전회담 본회담 재개(중립국감시
단구성 합의)
5. 7 거제도 포로수용소 좌익계: 돗드
준장 납치(3일간); 5.20 재폭동; 6.10 폭
동 격화(포로 160명, 미군 16명 사망)
5.14 정부: 제4차 개헌안(대통령직선·
양원제) 제출(5.25 부산에 계엄령 선
포; 李鍾贊 육참총장 파병 거부; 5.26
부산정치파동; 7.4 발췌개헌안 통과)
5.24 한·미경제조정협정(마이어협정)
조인
7.18 重石弗사건 국회로 비화
8. 5 직선제 정·부통령선거 실시(대통
령 李承晩, 부통령 咸台永 당선)
8.13 근로기준법 국회 통과
12. 2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당선자
내한
2. 5

1953년
李承晩 대통령: 일본 방문, 吉田
총리와 회담
2.15 제1차 통화개혁
2.27 정부: 독도영유권 성명
4.15 제2차 한·일회담 개최
1. 5

1.18 독도에 영토 표지 설치(5.1 민간수

증권시장 개장
정부: 중립국감시위원단의 적성국
대표에 철수하라고 통첩
9. 1 전국인구조사 실시
10.1 해방10주년기념 산업박람회 개최
8. 8
8. 8

1956년
민정당 발기(최고위원 李範奭·張
澤相; 3.30 공화당으로 발족)
1.30 金昌龍 육군특무대장 피살(2.27 저
격범 許泰榮 대령 구속; 11.22 姜文奉
중장 구속)
5. 5 申翼熙 민주당 대통령후보 유세
중 사망(5.23 국민장)
5.12 첫 TV방송(HLKI) 개국(6.16 방영 시
작)
5.15 제3대 정·부통령 선거(8.15 대통
령 李承晩, 부통령 張 勉 취임)
5.29 한국전 참전국: 중립국감시위원단
철수 결정(5.31 공산측에 통고)
9.20 민주당 전당대회장서 張 勉 부통
령 피격(범인 金相鵬 체포)
11.10 진보당 창당(위원장 曺奉岩)
1. 2

비대 파견)

1957년

1.3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족
3.21 한국표준시간 변경(동경127도30분

기준으로 30분 앞당김)
3.21 국군 제1군 발족
3.25 제1회 학·예술원회원 선거(7.17
개원)
4.26 제네바정치회담 개최(19개국 참가,
6.25 결렬)
6.15 제1회 아시아민족대회 개최(아시
아민족반공연맹 창설)
7. 3 문교부, 한글간소화안 발표
7.25 李承晩 대통령 訪美(∼8.13)
10.26 민국당 선전부장 咸尙勳: 申翼
熙·趙素昻의 뉴델리밀회설 발설
11.29 국회: 개헌안 사사오입 통과
12.10 국보 3천400점 소실(부산 용두산
화재로)

1.11 유엔총회: 유엔감시 하의 統韓총

선거 결의
3.28 일본: 을사늑약·대한재산청구권

포기 등 선언
5. 5 어린이헌장 선포
6.21 停戰委 유엔측대표: 휴전협정
B·D항 폐기(한국군장비현대화) 통고
7. 1 유엔군사령부: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전
7.15 미국: 주한미군의 핵무장 착수 발
표
10.9 우리말 큰사전(6권) 30년 만에 완간
11.18 국제적십자사: 납북생존인사 337
명의 명단 통고
12.31 한·일예비회담: 억류자 상호석방
조인(제4차 본회의 재개키로 합의)

1955년
2.15 노농당 결성(대표 錢鎭漢)
5.22 주한미군원조고문단 설치
5.31 한·미잉여농산물원조협정 조인
5.31 당국: 朴仁秀 검거(70여 女人 간음

혐의)
6.21 북한 공군대위 李雲鏞·李仁善:

야크기 타고 귀순
7.17 제1회 학·예술상 시상

1958년
국회: 민·참의원선거법안 의결
1. 7 한·일: 문화재반환·한국재산권
을 고려하는 비밀조약 조인
1.13 진보당사건 발생(1959.2.27 대법원;
曺奉岩 사형 확정)
1.29 주한미군: 핵무장도입 발표
2.16 KNA여객기 납북(탑승자 34명, 3.6
26명 귀환)
1. 1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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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신민법 공포(1960.1.1 발효)

참전 16개국: 중공에 통한각서 전달
10.26 중공군: 북한철수 완료
12.24 보안법파동(보안법 날치기 통과)
4. 8

1959년
1.27 소련 프라우다 기자 李東濬: 판문

점서 귀순
‘餘滴’필화사건(4.30 京鄕新聞에
폐간처분)
2.13 일본 정부: 재일교포북송 결정
4.15 세계탁구대회 소녀부서 曺敬子 우
승
6.15 정부: 재일교포북송 대항책으로
대일교역중단 발표
6.29 주한유엔군 경제조정관실(OEC):
미국원조단(USOM)으로 개편
8.12 북한·일본적십사: 재일교포북송
협정 체결
9.17 태풍 사라호 영호남지방 강타(사
망 832명, 실종 304명, 이재민 39만여
명 발생)
12.14 재일교포 북송 제1진 975명 일본
新潟 출발
2. 5

1960년
3.15 3.15부정선거(대통령 李承晩·부

통령 李起鵬 당선)
3.15 마산서 부정선거 규탄데모로 80

여 명 사상(4.11 金朱烈 시체인양으로
격화)
4.19 4.19혁명 발발(서울시내 학생 총궐
기; 景武臺 어귀에서 경찰의 발포로
100여 명 희생; 데모 전국으로 확대;
서울 등 5개 도시에 비상계엄령)
4.25 서울 대학교수단: 시국수습선언문
발표하고 시위 벌여
4.26 국회: 시국수습결의안(李承晩 대
통령하야·재선거·개헌) 채택
4.26 李承晩 대통령 하야(4.27 대통령권
한대행에 許 政 외무장관)
4.28 李起鵬 일가 자살
4.28 과도내각 성립(수반 許 政)
5.21 내각책임제개헌안 공고(6.15 국회
통과·공포; 제2공화국 성립)
5.29 李承晩, 하와이 망명
6.19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방한(6.20
지원계속 등 공동성명 발표)
6.24 국회: 군정법령 55호·88호 폐기
코 신문·정당등록법안 통과
7.29 民議院·參議院 선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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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洛賢 북한 공군대위 MIG기로
귀순
8. 8 民議院·參議院 양원 개원(참의원
의장 白樂濬, 民議院 의장 郭尙勳)
8.12 民議院·參議院 합동회의: 제2공
화국 초대 대통령에 尹潽善 선출
8.14 金日成, 남북연방제 제의
10.8 서울지법: 발포명령사건 등 6대사
건 선고(柳忠烈 사형, 전원 무죄)
10.11 ‘10·8판결’에 격분한 4·19부상학
생; 국회해산 요구 데모 후 民議院 의
사당 단상 점거
10.12 民議院: 민주반역자처리법안 의결
10.21 맨스필드 미국 상원의원: 한국의
오스트리아식 중립화 통한 방안 제의
11.19 북한 崔庸健, 남북연방체구성과
경제·문화교류를 위한 경제위원회구
성 제의
11.23 개헌안(소급입법) 民議院 통과, 28
일 參議院 통과, 29일 공포
12.25 부산 국제시장 큰불
12.30 景武臺를 靑瓦臺로 개칭
8. 3

1961년
民議院, 대일정책결의안(선국교·
후경제, 평화선수호 등) 채택
2. 8 한·미경제협정 조인(기존 3개 협
정을 단일화)
2.25 법무부, 공민권제한(7년 간) 자동
케이스명단 발표
2.27 重石 대일 부정수출 국회서 말썽
(重石弗사건)
4.28 국세조사결과 발표(총인구 2천439
만4천117명)
5.16 5·16군사혁명위원회 구성(의장 張
都暎, 부의장 朴正熙); 전국에 비상계
엄 선포; 民·參 의원과 지방의회 해
산; 정당·사회단체의 정치활동 금지
5.18 張 勉 내각 총사퇴
5.18 혁명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
(5.20 최고회의; 혁명내각 조직)
5.23 최고회의: 언론기관 정비
5.26 국군작전권 유엔군에 복귀
6.10 최고회의: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중앙정보부법·농어촌고리채정리법
공포
7. 1 서울국제방송국(HLCA) 개국
7. 2 최고회의 의장에 朴正熙 소장
취임
7. 3 정부: 반공법 공포
8.10 정부: 표준시간 변경
2. 3

9.12 신문윤리위원회 발족
10.2 새 정부조직법 공포(1원·12부·2

처·4청)
12.2 정부: 국토건설단설치법 공포
12.22 학사자격국가고시 처음 실시

1962년
1. 1

공용연호를 서력으로 변경

1.13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성안
1.19 새 상법 공포(1963.1.1 발효)
3.16 정치활동정화법 공포
3.19 원자력연구소: 원자로에 첫점화
3.24 朴正熙 최고회의 의장: 대통령권

한 대행
4.20 5·16기념 산업박람회 개막
5.31 증권시장: 약 500억 환의 5월분 수

도결제 불이행(증권파동)
6.10 제2차통화개혁(10대1로 평가절하;

‘환’을 ‘원’으로 변경)
6.28 최고회의, 5개항 언론정책 발표

(7.31 10개항 시행기준 발표)
8. 2 東亞日報 필화사건(사설 ‘국민투
표는 만능이 아니다’)으로 高在旭 주
필, 黃山德 논설위원 피체
11.12 金鍾泌·大平正芳메모 합의(1963
봄까지 한·일문제 타결)
11.29 한국일보 ‘가칭 사회노동당준비설’
기사로 필화(張基榮 사장 등 4명 구속;
12.2 3일간 자진휴간)
11.30 교통부: KNA 면허 취소, KAL에 국
내선취항 허용(12.1부터)
12.15 英親王 李 垠 국적 회복
12.17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에서 가결
(12.26 공포)

1963년
민간인 정치활동 재개
1. 1 부산시: 직할시로 승격
1.24 남북한 올림픽위원회대표: 東京올
림픽 단일팀구성협상 개시(스위스 로잔)
2.18 朴正熙 최고회의 의장: 2.18성명
(민정불참 선언코 정국수습 9개방안
제시) 발표
2.21 민주공화당 창당(총재 鄭求瑛)
2.27 정치지도자·각군책임자: 2.18성명
지지코 정국수습 공동성명(2.27선서)
5.14 민정당 창당(대표최고위원 金炳
魯; 대통령후보에 尹潽善 지명)
5.15 東京올림픽 남북단일팀협상(홍콩)
개시(6.1 결렬; 7.29 2차협상도 결렬)
7.18 한·미경제위(ECC) 신설협정 체결
1. 1

7.27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 민정이양

일정 발표
8.14 공군쿠데타사건 선고(李鍾煥 사형)
10.10 서울가정법원 개원
10.15 대통령선거 실시(朴正熙 당선)
11.22 英親王 李 垠, 56년 만에 귀국
11.24 朴正熙 최고회의 의장: 케네디 미
국 대통령 장례식 참석차 미국 방문
(11.25 존슨 대통령과 회담)
12.17 제3공화국 발족(새 헌법 발효; 朴
正熙 제5대 대통령 취임)

1964년
1. 1

미터제 실시

1.16 치안국, 제주도 일원에 첫 통금 해

제(1.18 자정부터 실시)
3.24 서울大·高大·延大生: 대일굴욕

외교 반대데모(3.25 전국에 파급)
3폭리 전모 판명
5. 9 崔斗善 내각 총사퇴(총리에 丁一
權 임명)
5.21 무장군인 13명: 법원에 난입해 데
모학생에 영장을 발부토록 압력
6. 3 6·3사태(1만여 서울학생데모대
일부 파출소 점거·파괴); 서울에 비상
계엄 선포
6. 5 金鍾泌 공화당 의장 사퇴
6. 8 공수단 장교 8명: 東亞日報社 난입
8. 2 국회: 언론윤리위법안 의결(8.3 편
집인협회; 언론윤리위법의 위헌성 지
적코 법시행 협력거부 성명)
8.14 중앙정보부: 인민혁명당사건 발표
8.17 한국기자협회 발족
10.9 辛今丹 부녀 14년 만에 東京서 상봉
10.31 한국·월남: 월남지원을 위한 ‘국
군부대파견에 관한 협정’ 체결
11.21 朝鮮日報 필화사건(鮮于煇 편집
국장 등 2명 구속)
11.27 한·중(타이완)우호조약 조인
4. 1

1965년
국무회의: 비전투병력 2천 명 월남
파병 의결
1.15 제2한강교 개통
3.22 단일변동환율제 실시
3.24 비둘기부대 제1진 사이공 도착
4. 3 한·일문제 3대현안(어업·청구
권·교포지위) 요강에 가조인(東京);
양국 외무·농림장관 공동성명(한·
일교섭 일단락)
4.17 한·일협정반대데모대: 효창공원
1. 8

서 시민궐기대회

1967년

5.16 朴正熙 대통령 미국 방문(5.17

한·미정상 회담; 5.19 2차회담 후 공
동성명 발표)
5.23 경찰: 國都製藥의 메사돈함유 진
통제 압수(메사돈파동)
5.27 京畿·景福校 무즙파동
6.22 한·일협정 조인(東京); 8.14 국회
비준; 12.18일 비준서 교환(서울); 즉시
발효·국교정상화
7. 2 국무회의: 1개 전투사단 월남파병
의결; 9.25 맹호부대 제1진 월남 도착;
10.9 청룡부대 월남 상륙
7.19 李承晩 하와이서 사망(7.23 유해
환국)
8.12 민중당 의원 61명: 한·일협정 반
대코 국회의장에 사퇴서 제출
8.26 서울에 위수령 발동
9.22 中央日報 창간

1966년
한·일: 대사 임명에 동의(1.12 金
東祚 대사 부임; 2.9 木村 대사 부임)
2. 4 과학기술연구소(KIST) 발족
3.30 신민당 창당(총재 尹潽善)
5.27 일본: 문화재 2천328점 반환
6.14 아스팍대회 개최(서울)
6.16 張昌宣: 세계아마레슬링대회(미국
톨리도) 금메달 획득
6.25 金基洙: 세계주니어미들급 복싱챔
피언에 올라
7. 9 한·미행정협정 조인(1967.2.9 발효)
7.29 국무회의: 제2차경제개발5개년계
획 공표
9. 5 백마부대 제1진 월남 상륙
9. 8 도덕재무장(MRA) 아시아대회 개막
9.15 한국비료밀수사건(9.22 李秉喆; 한
국비료 국가헌납 표명)
9.22 金斗漢 의원: 한국비료사건 대정
부추궁 끝에 장관들에게 오물 투척
10. 1 인구센서스 실시(남한인구 2천919
만4천379명, 증가율 2.7％)
10.14 釋迦塔사리함서 木版印刷된 다라
니經文 발견
10.31 존슨 미국 대통령 방한(11.1 한·미
정상회담)
11. 3 아시아민족반공연맹 제12차총회
개막(11.7 세계반공연맹헌장 채택)
12. 8 북한 권투선수 金貴河: 가네포대
회 참가 중 프놈펜 일본대사관에 망명
요청; 12.13 북한에 강제송환)
1. 1

1.14 여객선 한일호: 남해 가덕도 근해

서 구축함 충남호와 충돌(여객 88명
익사)
1.19 해군경비정 56함: 북괴 포화로
침몰
3.22 북한 중앙통신 부사장 李穗根: 판
문점서 위장귀순
4. 8 C46 공군수송기: 서울 靑邱洞 주
택가에 추락(탑승자 24명, 주민 54명
사망, 가옥 21동 전파)
5. 3 제6대 대통령선거 실시(공화당 朴
正熙 후보 당선)
6.13 부정선거규탄학생데모(서울시내
11개 대학 임시휴교)
7. 8 중앙정보부: 동베를린거점 북한
대남공작단사건 발표(국내외 교수·
학생 등 315명 관련)
8. 9 제1차 한·일각료회담 개막(東京);
상업차관 2억 달러공여 공동성명
9. 6 청양 구봉광산 광부 楊昌善 구출
(8.22 매몰)

1968년
국보 ‘亂中日記’ 도난(1.9 범인 柳
根弼 등 체포; 日記 원형대로 환수)
1.21 북한 무장공비 31명 서울 침입(생
포 1, 사살 28, 군·경·민 전사 34명)
1.23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元山 앞
바다서 북한에 피랍(승무원 1명 사망;
12월 23일 전원 귀환)
2. 2 미국: 푸에블로호사건으로 북한과
판문점서 비밀협상(2.6 정부; 비밀협상
에 항의)
2. 7 慶全線(진주-순천 80.5㎞) 개통
2.20 재일교포 金嬉老사건 발생(13명을
인질로 300여 일본경찰과 대치)
2.27 한국일보 화재(사옥 전소)
4. 1 향토예비군 창설
4. 6 정부: 지방자치백서 발표
4.18 朴正熙 대통령: 존슨 미국 대통령
과 회담(호놀룰루; 북한 침략 시 즉각
지원 등 공동성명)
5.27 제1차 한·미국방장관회의(워싱턴)
6. 1 汝矣島 輪中堤 준공
6.20 정부: 폭력배들을 국토건설에 투입
7. 8 유엔군사령부: 국군에 작전권 대
폭이양
7.15 문교부: 중학입시제도폐지 발표
7.20 정보부: 荏子島간첩사건 발표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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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정보부: 통일혁명당 지하간첩단타

10. 7 晋州 남강다목적댐 준공

11.13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던 서울 평

진 발표(158명 중 73명 송치)
9. 9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 개막
10.14 문교부: 대학입시예비고사제 실시
발표
11. 2 울진·삼척지구에 무장공비 100
여 명 출현·만행(생포 5, 자수 2, 사살
100여 명, 군·민 사망 70명)
11.21 시·도민증 없애고 주민등록증으
로 대체
11.23 서울 남대문시장 큰불(775점포
소실)
11.29 서울: 전차 철거(70년간 운행)
12. 5 국민교육헌장 선포
12. 7 정부: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연례
자동상정을 재량상정으로 변경
12.11 光化門 복원 준공

10.15 太白線(정선-나전) 개통

화시장 교복공장재단사 全泰壹 분신
자살
12. 3 북한 박성국 소좌 MIG15기로 귀순
12.15 여객선 남영호: 거제도 남쪽해상
에서 침몰(승객 326명 익사, 국내 최대
해상참사)
12.23 정부종합청사 준공
12.24 국회: 비적성 공산국과의 교역을
튼 2·17무역거래법개정안 의결
12.30 호남고속도로(대전-전주, 79㎞)
개통

1969년
1.13 서독 특별사절단 내한(동베를린사

건을 둘러싼 양국현안 협의)
1.20 문교부: 한글전용 반대한 충남대
柳正基 교수 파면(1.30 李熙昇 등 140
명, 한글전용반대 성명)
2.27 朴正熙 대통령: 부실기업체정리
지시(8.14 총 30개 업체의 제1단계정비
완료)
3. 1 대한항공 민영화
3. 3 정부: 가정의례준칙 발표
3.10 한·미: 포커스레티나작전 개시(∼
20일)
3.16 주문진에 무장공비 다수 출현
3.18 제3사관학교 개교
3.28 金壽煥 대주교 추기경에 서품
3.31 한·미 간 위성중계직통전화 개통
4. 8 국회: 신민당의 權五柄 문교부 장
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가결(공화당 항
명파동)
4.28 현충사 중건 준공
5.23 문교부: 외래어한글표기원칙 발표
6.19 3선개헌반대 학생데모 시작
6.20 聞慶線(진남-문경) 개통
7.21 京仁고속도로 개통
7.25 朴正熙 대통령: 7·25담화 발표(개
헌 표결로 신임 묻겠다)
8.20 朴正熙 대통령 방미(8.21 제1차 정
상회담; 8.22 제2차 정상회담)
9. 7 신민당: 대통령탄핵소추결의안 국
회에 제출
9.14 3선개헌안·국민투표법안 국회서
변칙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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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10.21 공포)
12.11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승객 47·

승무원 4; 1970.2.14 39명만 귀환)
12.24 국제통화기금: 한국을 특별인출권
(SDR) 통화공여국으로 지정
12.27 제3한강교 개통

1970년
3.17 서울 한강변서 鄭仁淑 여인 피살
3.31 일본 적군파 학생 9명: 여객기 요

도호 납치코 김포에 불시착(4.3 승객
(99명) 석방하고 평양행)
4. 8 서울 와우시민아파트 붕괴(사망
33명)
5. 1 英親王 李 垠 他界
5.12 한국등반대: 히말라야 추렌히말봉
(해발 7,430m) 정복
5.16 서울大橋 개통
5.18 錦山 인공위성지구국: 우주통신중
계 개시
5.26 미국의 대한지원원조(무상 1천만
달러 규모)공여에 관한 마지막 협정에
조인
6. 2 특수층의 부정부패를 풍자한 譚詩
‘五賊’(思想界 5월호 게재) 필화사건
(필자 金芝河 및 思想界 사장 夫琓爀
등 구속)
6. 4 연평도 서방서 해군방송선(승무원
20명)이 북한 경비정에 납북
7. 1 우편번호제 실시
7. 7 京釜고속도로(428㎞) 개통
7.25 한·미: M16소총 공장건설차관
합의
8.15 朴正熙 대통령: 북한이 무력을 포
기하면 ‘人爲障壁 단계적 제거’ 선언
8.15 서울 남산 제1터널 개통
8.24 애그뉴 미국 부통령 방한(朴正熙
대통령과 3차회담에서 감군·안보문
제 논의)
9.25 보사부: 우량식품에 SF마크표시
결정
10.14 수학여행버스 열차충돌 참변(온양
온천 근처; 경성中生 등 46명 燒死, 29
명 중경상)
10.16 金大中 신민당 대통령후보: 기자
회견서 ①예비군폐지 ②비정치적 남
북교류 ③4국보장안 등 제시
10.31 국토종합개발심의회: 국토종합개
발10년계획 확정

1971년
정부: ‘근대화백서’(1961∼70년)
발표
1. 5 국민당 창당(총재 尹潽善)
1.16 일본: 재일교포영주권신청 마감
1.26 북한·일본 적십자대표: 북송재개
합의(모스크바)
2. 6 한·미: 주한미군감축·한국군현
대화계획 합의
2. 9 제3차경제개발5개년계획 발표
2.17 韓弼聖·弼花 남매: 국제통화
실현
2.23 국무회의: 대학교련을 필수로 한
교육법시행령개정안 의결
3. 4 한·미군: 합동공수기동훈련 ‘프리
덤볼트작전’ 개시
3.12 국군: 서부전선 제2사단지역 20㎞
접수(155마일 휴전선 국군이 전담)
3.19 원자력발전소 기공(59만5천㎾, 경
남 동래)
3.27 미군 7사단: 한국주둔 23년 10개월
만에 철수(첫 미군철수)
3.31 서울-부산 자동전화 개통
4. 1 각군의 미국 군사고문단을 ‘주한
미군합동군사지원단’으로 통합·발족
4.27 제7代 대통령선거 실시(朴正熙 후
보 당선)
5.10 시외버스추락 대참사(시외버스 청
평호에 추락 80명 사망, 15명 구조)
5.13 통혁당 재건기도간첩단 11명 검거
5.14 일본: 재일동포북송 재개
5.21 대일민간청구권 접수
5.27 서울대 문리대·법대·상대·사
범대에 휴업령(6.24 해제)
6.12 군사정전위 유엔측: 비무장지대의
평화이용 제의(북한측 거부)
6.30 유엔군방송국(VUNC) 21년 만에
폐쇄
1. 1

한·미합동 제1군단 창설
충남 공주서 百濟 武寧王陵 발굴
7.28 서울지검: 서울형사지법 李範烈
부장판사를 수뢰혐의로 구속영장 신
청(7.29 서울형사지법 판사들 집단사
표; 전국 판사들 동조(사법파동)
8. 6 金日成: ‘남한의 공화당 등 정당·
대중단체·기타 인사들과 접촉용의’
표명
8.10 廣州團地 난동사건 발생(서울시철
거 5만여 주민; 분양지 불하가인하 등
요구하며 파출소에 방화)
8.12 적십자사: ‘남북가족찾기회담’ 북
한적십자에 제의(8.14 북적 판문점개
최 응답; 8.20 남북적 연락관 분단 26
년 만에 첫대면)
8.23 實尾島 특수대원 24명(경비원 등
12명 사살코 탈출; 서울 노량진에서
군·경과 교전 끝에 몰살)
9.20 남북적: 이산가족찾기 예비회담
板門店서 처음 개최
10. 2 국회: 吳致成 내무장관 해임결의
안 가결(공화당 ‘항명파동’)
10. 6 남북적 제3차 예비회담: 본회담의
서울·평양 교대개최 합의
10.15 서울市에 위수령 발동(10개 대학
에 무장군인 진주; 휴업령)
12. 3 남북적 제11차 예비회담: ‘이산가족
찾기’에 친척도 포함키로 합의
12. 6 朴正熙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언
12. 9 파월국군 첫 철수부대 6년 만에
부산항 개선
12.10 해방 후 첫민방공훈련 실시
12.17 재일교포 237명: ‘自費北送’방식으
로 일본 新潟港 출발
12.25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외국인투숙
객 등 167명 사망, 부상 64명)
12.27 국가보안법 국회서 변칙통과
7. 3
7. 8

1972년
군사정전위 유엔측 수석대표 폴
리 제독: 비무장지대평화이용 4개항
제의
1.24 상공부: 첫 ‘통상백서’ 발표
2. 7 駐越청룡부대 개선(부산항)
3.20 朴正熙 대통령: 북한에 4大군사노
선포기 등 5개평화원칙 제시
3.30 大邱日報 폐간
4. 2 大邱經濟 폐간
4.10 문교부: 지명의 로마자표기 공표
4.10 한국 히말라야등반대 조난(한국인
1. 1

3명 등 15명 사망)

1973년

4.18 대일청구권(3.20 마감) 최종집계(14

만건 39억 원)
4.19 대한항공: 태평양횡단 첫취항
5.10 출력 2㎿ 원자로 준공
5.29 프랑스 파리서 세계 最古의 高麗

金屬活字로 인쇄된 ‘直指心經’ 발견
6.16 제1회 소년스포츠대회 개막
7. 4 7·4남북공동성명 발표
7.13 金大中 의원: 남북한 유엔동시가
입 제창
7.19 남북적십자 제23차 예비회담 개최
(①1차 본회담 8월 5일 ②수행원 70명
③자문위원 7명 이내 등 합의)
8. 3 朴正熙 대통령: ‘경제안정과 성장
에 관한 긴급명령’ 발표(기업사채 동
결)
8.16 문교부: 중·고교 교육용 기초한
자 1,800자 발표
8.16 남북적십자회담용 직통전화 개통
8.30 남북적 첫 본회담 평양서 개막(∼9
월 2일; 5개 의제합의문서 교환)
9. 9 문공부, 일본 讀賣新聞 서울지국
폐쇄명령(12.6 지국 재개설 허용)
10.12 남북조절위 공동위원장 제1차 회
담 개최(판문점 ‘자유의 집’)
10.17 朴正熙 대통령: 특별선언 발표(국
회해산;전국에 비상계엄 선포)
10.17 계엄사포고 1호: 대학휴교·신문·
통신 사전검열제 실시
11. 2 남북조절위 공동위원장 제2차회담
(평양) 개최(11.4 ‘조절위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합의서’ 서명; 11일 0시를 기해
대남·대북비방방송중지 합의; 11.11 대
남·대북비방방송중지)
11.21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11.22 維新
憲法 확정)
11.30 남북조절위 공동위원장 제3차회
담 개최(서울): 조절위구성에 합의(12.2
합의서(각 분야교류, 간사회의구성, 공
동사무국설치 등) 발표)
12. 1 朴正熙 대통령: 남북조절위 북측
대표 접견
12. 2 서울시민회관 화재(사망 51명, 부
상 72명)
12.11 경주서 신라 最古 금관 발견
12.15 첫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선거
12.23 통일주체국민회의: 제8대 대통령
에 朴正熙후보 선출(12.27 취임)
12.27 유신헌법 공포(정치활동 재개)

1.12 비상국무회의: 정부조직법개정안

의결(공업진흥청·공단관리청 신설)
1.20 헤이그 미국 대통령특사 내한(1.21

朴正熙 대통령에 월남협상 설명)
주월 맹호부대 1진 개선
3. 1 내무부: 행정구역개편내용 발표(7.1
시행)
3. 3 한국방송공사 발족
3. 7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추천 국
회의원 73명 선출
3.10 유신정우회 창립(회장 白斗鎭)
3.14 제2차 남북조절위 개최(평양)
3.19 헌법위원회 구성
4. 1 주민세 실시
4. 6 慶州 155호 고분 발굴 착수
4. 7 핀란드: 남북한 동시승인 표명
(8.24 대사급외교관계 수립
4.10 한국 여자탁구팀 세계제패(유고
사라예보)
5.15 국무회의: 가정의례준칙 의결
5.23 대법원: 공해에 첫 배상판결(蔚山
果樹피해소송; 嶺南化學에 320만 원
지급판결)
5.24 高大所藏 ‘淸凉 順宗心要法門’ 세
계 最古 金屬活字本으로 판명
6.20 중앙선 전철 개통(청량리-제천)
6.22 남해대교(최초의 현수교) 개통
6.23 朴正熙 대통령: 평화통일외교정책
7개항 발표(6·23선언)
7. 3 포항종합제철공장 준공
7.11 적십자사: 남북적 제7차 본회담(평
양)에서 추석성묘단 상호방문 제의
7.18 로저스 미국 국무장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수교를 권하고 남북한 유
엔동시가입 지지 언명(서울)
8. 8 金大中피랍사건 발생(일본 도쿄);
한·일 간 긴장 야기
8.24 정부: 일본 讀賣新聞 서울지국 폐
쇄(金大中 사건 기사관련)
8.28 남북조절위 평양측: 대화중단 발표
9.14 국무회의: 국군조직법개정안 의결
(해병대 해체)
10. 1 유엔 정치위: 남북한 무조건동시
초청안 가결
10.15 소양강 다목적댐 준공
10.19 문공부: 문예중흥 5개년계획 발표
10.25 중앙정보부: 유럽거점 대규모간첩
단 적발 발표
11. 2 金鍾泌 총리: 田中 일본 총리와의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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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도쿄)에서 金大中사건으로 빚어
진 한·일관계 매듭
11.14 호남·남해고속도로 개통

1974년
朴正熙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개헌
논의 금지)·2호(비상군법회의 설치)
선포(1.14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조
치 3호 선포)
1.15 金鍾泌 총리: 고급공무원에 대한
숙정작업 지시
1.18 朴正熙 대통령: ①무력불침 ②내
정불간섭 ③휴전협정유지 등 南北불
가침협정 체결 제의
1.29 潤成紡績 전소
2.16 대검찰청: 74억 원 부정융자받은
朴永復 등 구속
2.22 충무 앞바다서 해군 YTL함 침몰
참사(해군신병·해경 159명 익사)
2.27 남북조절위 제4차 부위원장회의
(자유의 집): 조절위개편·어선격침·
납북사건 논의
3.23 북한: 미국에 4개항 평화협정 제의
(미국은 거부)
4. 3 朴正熙 대통령: 긴급조치 4호 선
포( ‘民靑學聯’관련 활동 등 엄단)
4.17 內外通信 창간(북한·공산권 전문
통신)
5.29 朴正熙 대통령: ‘기업공개와 건전
한 기업풍토조성 위한 특별지시’ 시달
6.28 해경 초계정 863호(승무원 29명):
북괴 군함에 피격·침몰
7.10 한적: 남북적 제1차 실무회의(판문
점)에서 노부모생사·주소확인 제의
8.15 光復節 기념식장서 朴正熙 대통
령 저격미수사건 발생(대통령 부인 陸
英修 여사 피격·사망; 범인 文世光
현장서 체포)
8.15 서울시지하철(서울역-청량리역,
수도권전철) 개통(1971.4 기공)
9. 6 反日데모대: 일본대사관 침입, 日
章旗 찢고 자동차 등 불태워
9.19 椎名 일본 陳謝특사(8·15사건) 방
한(朴正熙 대통령에 田中 총리 친서
전달)
11. 3 서울 大旺코너 큰불(88명 사망, 33
명 중경상)
11.15 유엔군사: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땅
굴을 파고 남방 1㎞까지 콘크리트구조
물을 구축했다고 발표
11.22 포드 미국 대통령 방한: 한·미정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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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담 후 공동성명 발표

1976년

11.30 남북조절위 북한측: 쌍방대변인

접촉에서 조절위 무기연기 제의
12.26 東亞日報에 광고해약사태 발생

(1975.1.7 東亞放送에도)

1975년
1.10 龜尾大橋 개통
1.14 정부: 석가탄일·어린이날을 공휴

일로 지정
2. 4 정부대변인: 북한의 KBSTV 전파
방해 경고(2.5 張基榮 남북조절위 위
원장대리; 북측에 즉각중지 요구)
2.12 유신헌법 찬반국민투표 실시(찬성
률 73·11％)
3.15 국회 외무위: 핵무기비확산조약비
준안 통과
3.24 주한 유엔군사령부: 비무장지대서
북한의 ‘제2땅굴’ 발견 발표
4. 8 朴正熙 대통령: 긴급조치 7호 선포
(高麗大에 휴교령)
4.11 민속박물관 개관
4.29 朴正熙 대통령: 시국에 관한 특별
담화문 발표
4.29 駐越한국대사관 철수
6. 9 서울남대문시장 화재로 800점포
전소
6.30 국방부: 전투예비군부대 창설
7. 9 국회: 사회안전법안·방위세법
안·민방위기본법안·교육관계법개
정안 등 4대전시입법안 의결
9. 1 여의도 새 국회의사당 준공
9. 2 중앙학도호국단 발단식
9.15 조총련계 재일교포 700명 추석성
묘차 모국 방문
9.22 검찰: 麗水밀수수사 발표(구속 81
명, 공무원 인사조치 160명)
9.22 민방위대 발대식
10. 1 인구 및 주택센서스 실시
10. 8 연쇄살인사건 범인 金大斗 검거
(범행 9건에 17명 피해)
10.14 영동·동해고속도로 개통
10.29 유엔 정치위: 한반도문제 서방안
과 공산안 모두 가결(11.18 총회 통과)
11. 7 艦對艦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11.19 한·이란: 한국의 對이란기술자파
견·10만호 주택건설참여 등 10개項
합의서 조인
11.20 대구 서문시장 큰불(1천900개 점
포 소실)

2.16 통일주체국민회의: 제2기 유정회

의원을 대통령추천대로 확정
2.23 ‘한국미술 5000년전 개막(도쿄)
2.29 문교부: 교수재임명 실시(460명

탈락)
2.29 여자탁구: 서독 오픈개인단식전서

우승
3.10 서울지검: 3·1절 기념미사에서 정

부전복을 선동한 ‘명동사건’ 관련자 11
명 입건
4.30 내무부: 매월 말일을 반상회날로
지정
5.23 動車·油槽트럭 충돌 참사(서울
방학동 건널목서 19명 사망, 98명 중
경상)
6.18 경제기획원: 제4차 경제개발 5개
년계획 발표
7. 1 한국수출입은행 발족
7.22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 한반도문
제 해결 위한 4자회담·교차승인·유
엔동시가입 등 제시
8. 1 粱正模: 몬트리올올림픽 레슬링
자유형 페더급서 첫금메달 획득
8.17 高麗大藏經의 初藏經 ‘道行盤若
經第四’ 발견(八萬大藏經보다 180년
전 것)
8.18 북한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에서 집단도끼만행으로 미군 장교 2
명 살해
10. 2 건설부: 경기도 반월에 새 공업도
시건설 발표
10.11 전남 신안 앞바다서 宋·元代의
유물 대량 인양
10.14 영산강유역농업개발 제1단계사업
준공
10.27 안동다목적댐 준공
11.18 文良子: 종별사격대회 스탠더드권
총서 세계신기록 수립
12.28 정부: 국회 평화통일협의회서 朴東
宣사건 등 한·미 3대현안내용 보고

1977년
1.11 最古 大藏經印本 ‘御製秘藏詮卷

6’ 발견
1.12 朴正熙 대통령: 대북식량원조 제

의( ‘남북한불가침협정 체결되면 주한
미군철수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1.28 朴正熙 대통령: 핵무기와 전투기
를 제외한 모든 무기를 국산화하고 있

다고 밝혀
2.10 朴正熙 대통령: 임시행정수도 건

설구상 피력
2.19 증권감독원 개원
3. 9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주한美지
상군을 4∼5년에 걸쳐 철수시킨다고
언명
3.10 경주서 선사시대 住居趾 발견
4.14 부산-제주 카페리호 취항
4.21 충북대: 청원군서 20만년 전 동물
벽화 발견
5. 2 檀國大: 鎭川郡서 국내 최대 磨崖
如來立像 발견
5. 4 문공부: 일본 讀賣新聞 서울지국
폐쇄코 국내배포 금지(1980.1 재개
허용)
5. 6 서울대: 여주군서 석기시대 농경
기구 발견
5.24 하비브·브라운 미국 대통령특사:
朴正熙 대통령과 회담, 철군문제 협의
5.29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한국 피침
땐 핵사용 언급
6. 1 한국은행, 새 5,000원권 발행
6.17 국무회의: 임시행정수도건설특별
조치법안 가결
6.19 국내 최초의 古里원자력1호 발전
기 점화(8.20 시험송전 개시)
6.25 국내 최초의 해양자원탐사선 ‘探
海號’ 명명식
6.28 외무부: 金炯旭사건·청와대도청
과 관련 미국에 항의각서 전달
6.29 밴스 미국 국무장관: 남북한·
미·중공 등 당사국회담개최 촉구
6.29 朴東鎭 외무장관: 국회답변에서
‘국가보전 위해 핵개발을 할 수 있다’
고 밝혀
7. 1 부가가치세제 실시
7. 1 북한: 200해리경제수역 선포
7.24 池灘驛 열차충돌로 160여 명 사상
7.30 프랑스 거주 피아니스트 白建宇·
윤정희 부부: 피랍 중 파리로 탈출
8. 1 북한: ‘해상군사경계선’(동해 50마
일·서해 200마일) 설정
8. 4 세계 최대 단일공장 南海化學 여
수공장(7肥) 완공
8.23 불가리아: 한국외교관 입국 허용
8.25 금산 ‘제2위성통신지구국’ 완공
9. 6 미국 법무부: 朴東宣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
9.15 한국 등반대: 에베레스트 정복
9.22 정부, ‘소비자보호기본법안’ 마련

10. 7 국방부: 창군 이래 최대 규모 동원

훈련 ‘쌍룡연습’ 실시
10.18 朴正熙 대통령: 통일 위한 3원칙
(①남북한불가침협정 ②경계선개방
③자유선거) 제시
11.11 裡里驛 화약운송열차 폭발로 최
대참사 발생(사망 49, 실종 7, 중상 175
명, 경상 1천169명, 건물전파 675, 반파
1천289, 이재민 1천982가구)
11.16 장성탄광 갱도화재로 46명 사상
11.18 崔德新 前외무장관 미국에 망명
12. 1 버스토큰제 시행
12.16 국회: 12해리 ‘영해법안’ 의결
12.17 邱馬고속도로 개통
12.31 한·미: 朴東宣사건 공동성명 발표

1978년
1.10 한·미: 朴東宣사건 처리 위한 법

무회의(서울) 개최(1.20 한·미검찰공
조협정 발표)
1.18 朴正熙 대통령: 헬기·대포·탄
약·장갑차·함정·레이더·미사일
을 생산하고 있으며 항공기산업과 특
수전차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혀
2.21 경제기획원: 우리나라 姓氏는 모
두 249姓이며 金씨 22％, 李씨 15％,
朴씨 5％의 순으로 발표(1975.10.1
현재)
2.24 尹潽善 前대통령 등 66명: ‘3·1민
주선언’ 발표
3. 7 한·미합동 ‘팀스피리트78’작전
개시
3.20 남북적 제26차 실무회담 북적 불
참으로 유회(남북대화창구 막힘)
4. 3 포터 前주한미국대사: 자신의 대
사부임 전 청와대도청이 있었음을 미
국 방송대담에서 시사
4. 3 朴東宣: 미국 하원 윤리위청문회
서 32명의 전·현직 의원에게 85만
달러 헌금했다고 증언
4. 6 朴正熙 대통령: 국산 고성능전차
M48 A3·M48A5의 성능시험과정
참관
4.14 세종문화회관 개관
4.15 상공부: 수입자유화 및 예시품목
321개 발표
4.21 대한항공 B707여객기: 소련 무르
만스크 남쪽 200마일 빙판에 강제착
륙(4.23 소련; 기장·항법사 제외한
탑승자 전원 송환; 4.30 기장·항법사
송환)

4.30 정부: 12해리영해법 공포·발효(대

한해협은 3해리로 규정)
5.26 여천석유화학공단 준공
6.22 한·일대륙붕협정비준서 교환
6.23 朴正熙 대통령: 남북 간의 교역·

기술·자본협력 위한 ‘민간경제기구’
구성을 북한에 제의
6.3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원
7. 6 朴正熙 후보: 제2기 통일주체국민
회의 대의원회의에서 제9대 대통령에
당선
7.20 古里원자력발전 1호기 준공(용량
58만7천kw, 세계 21번째 핵발전국)
7.23 정비불량 서울시내버스 한강에 추
락(승객 등 33명 사망, 13명 중경상)
7.28 제1차 한·미군사위(美 샌디에이
고): 한·미연합사령부의 임무·기능
등 전략지침1호 시달
7.30 경주 皇龍寺趾서 靑銅鏡·白磁
壺·金귀고리 등 국보급 유물 250여
점 발굴
7.31 소련체류 한국여자배구선수단과
국내보도기관 간의 국제통화(일본중
계)로 한·소 간 첫통화
9. 3 申鉉碻 보사부장관: 한국각료로는
소련 첫입국, 세계보건기구총회 참석
(9.5 韓昌燮 合同通信 뉴욕특파원; 한
국기자로는 소련 첫입국·취재)
9.20 高麗大藏經初雕本 59종 73권
발견
9.24 경북 고령군 古墳群 32호墳石室
서 伽倻金銅冠·갑옷 발굴
9.26 국산장거리지대지유도탄·중거리
유도탄·다연장로킷·대전차로킷 시
험발사에 성공(세계 7번째 미사일개발
보유국)
9.27 제42회 세계사격대회 개막(서울)
10. 5 자연보호헌장 선포
10.27 유엔군사령부: 북한의 제3땅굴
발견
11. 7 한·미연합사령부 발족
12. 8 포항제철 3기설비확장공사 준공
12.13 주한 미군 전투부대 1진 219명 오
산기지 출발·철수
12.30 장거리자동공중전화 개통

1979년
정부: 일본 每日新聞에 국내판금
조치
1.19 朴正熙 대통령: 북한에 당국자 간
무조건대화 촉구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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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동해고속화도로(포항-삼척) 개통

10.26 충남 삽교호 방조제(길이 3천

2.17 남북: 대화단절 3년11개월 만에 판

360m) 준공
10.26 朴正熙 대통령: 金載圭 정보부장
에 피격·운명(10.27 전국(제주도 제
외)에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권한대행
에 崔圭夏 총리; 11.3 國葬; 11.6 계엄사;
朴正熙 대통령시해사건 발표)
12. 6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0대 대통령
에 崔圭夏 선출(12.21 취임)
12.12 수사당국: 鄭昇和 육참총장을 朴
正熙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혐의로 연
행(12·12사태)

문점서 접촉
2.27 남북탁구협회: 평양세계탁구대회
단일팀구성 협의차 판문점서 회합(3.12
결렬)
3.16 한·일대륙붕운영권자 추첨(도쿄)
4. 3 서울지검: 율산그룹 申善浩 사장
을 거액횡령혐의로 구속
4. 6 경주 보문관광단지(190만 평) 개장
4. 8 단국대: 충북 중원군서 高句麗
長壽王拓境碑(한반도 最古의 碑文)
발견
4.14 강원도 함백탄광 화약폭발로 광부
26명 사망
4.25 한국·소련: 국제전화 개설
4.29 제8회 세계여자농구대회 개막(서
울)
5. 4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 방한(5.5
朴正熙 대통령과 남북대화 등 논의)
6.29 카터 미국 대통령 방한(6.30 朴正
熙 대통령과 공동성명 발표)
7. 1 밴스 미국 국무장관 방한(남북
한·미 3당국회담을 제3국을 통해 제
의했다고 발표)
7. 2 제4차 세계시인대회 개막(서울)
7.19 한국: 제30회 세계궁도대회서 개
인·종합 우승
7.27 高大 등반대: 북미 최고봉 매킨리
정복
8. 6 세계 교사·교육자대회 개막(서울)
8.11 경찰: 신민당사 진입해 농성 중인
YH무역 여공 200여 명 강제해산
8.21 제1회 세계공기소총선수권대회 개
막(서울, ∼23일)
8.25 태풍 ‘주디’ 남부지방 강타
9. 8 서울민사지법: 신민당 ‘가처분신
청’에 총재단 직무정지·鄭雲甲 총재
직무대행·제명효력정지 결정
9.27 서울시경: 골동품상 金堂살인사건
범인 朴鐵雄 형제 검거
10. 4 국회: 金泳三 의원 제명
10. 9 내무부: 대규모 반국가음모조직
‘남조선민족해방전선’ 검거 발표
10.13 신민·통일당 의원 69명: 의원직
사퇴서 제출(11.5 일괄 반려)
10.15 경기 전곡리 유적지서 ‘兩面刻舊
石器’ 처음 발굴
10.18 정부: 학생시위로 부산에 비상계
엄 선포(10.20 마산·창원에 위수령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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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14 남북조절위 서울측: 북한은 ‘申鉉

총리 및 정계·종교계인사 11명에게
만나고 싶다’는 요지의 편지를 12일 판
문점을 통해 보내왔다고 발표(북한은
이 편지에서 대한민국 호칭 처음 사용)
1.24 申鉉碻 총리: 북한의 12일자 제의
에 총리회담을 위한 남북실무대표접
촉 제의(이 회신에서 북한을 ‘인민공
화국’ 호칭 처음 사용;1.30 북한은 이를
수락)
1.26 海旺6·7호: 서해상서 어로 중 북
한에 피랍(11.12 인천에 귀환)
1.29 여천석유화학 11개 계열공장 준공
2. 6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판
문점서 첫대좌(2.7 직통전화 재개; 3.18
4차접촉에서 회담장소는 판문점 자유
의 집과 판문각으로 합의; 10월 7일 북
한 노동신문, 남북총리회담 불참 밝혀)
2.15 서울 보광동 민가에서 유일한 高
麗木器인 恭愍王 15년 제작 木造장롱
발견
2.18 崔圭夏 대통령: 각계 원로·중진
23명으로 국정자문회의 구성
2.22 정부: 모스크바올림픽 불참 결정
2.27 한국은행: 고정환율제에서 통화바
스켓에 의한 유동제 실시
2.29 정부: 尹潽善·金大中 등 687명에
대한 복권조치 단행
3.11 한·미 국방당국: 한·미1군단을
한·미연합야전군사로 개칭한다고
발표
3.22 한국 여자핸드볼: 예선전에서 우
승(첫 올림픽참가권 획득)
4. 8 첫 국산 구축함 ‘울산호’ 진수식
4.11 한국: 한·미항공회담(워싱턴)서
미국항공기의 서울경유 중공행(以遠
權) 허용

4.16 국내 최초의 청평 양수발전소

1·2호기 준공
4.19 문공부: 1975년 베트남에 억류되

었던 李大鎔 공사 등 세 외교관이 석
방·귀국(12일)했다고 발표
4.21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광부 700여
명: 임금인상·어용노조에 불만 유혈
폭동(~4.24)
4.24 在京종합대학 교수 361명: 교수재
임명제철폐·학원민주화촉구 등 학원
사태에 관한 성명 발표
4.29 부산소재 동국제강 종업원 1천여
명: 임금·상여금 인상요구하며 방
화·파괴
5.17 정부: 전국에 비상계엄 확대(전·
현직 국가원수비방금지·정치활동금
지·대학휴교 등 계엄포고 10호 발표;
계엄사, 金鍾泌 등 9명을 권력형 부
정축재혐의로 연행; 계엄사, 金大中
등 7명을 사회혼란 및 학생·노조소
요 조종혐의로 연행, 7.12 군법회의 송
치; 5.18 光州학생·시민 대규모 데모;
5.31 계엄사, 光州사태로 170명(민간인
144, 군인 22, 경찰관 4명)이 사망했다
고 발표; 5.27 계엄군 진입으로 진압)
5.31 정부: 계엄 하의 대통령자문보좌
기관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신설
(의장 崔圭夏 대통령. 상임위원장 全
斗煥 중앙정보부장서리)
6. 2 정부: 일본 共同通信 서울지국 폐
쇄(특파원에 출국령)
6. 2 장기신용은행 개점
6. 4 첫 태양광발전소 준공(경기도 강
화군 아차도)
6. 4 新羅 최초의 비구니寺刹 永興寺
趾 慶州서 발견
6.17 계엄사: 부정축재·국가기강문
란 등 혐의로 吳致成·李龍熙 등 정
치인·교수·목사·언론인·학생 등
329명 수배
6.21 대간첩대책본부: 21일 새벽 충남
서산앞바다서 아군과 북괴 무장간첩
선이 교전, 전쟁 일보 전에 이르렀었
다고 발표
6.24 金鍾泌 총재: 모든 공직 사퇴
6.26 공업진흥청: 국민생활용품의 표준
규격화 위해 국내 최초로 국민표준체
위 발표
6.28 정부: 컬러TV방영방식을 NTSC식
(미국식)으로 결정
7. 3 정부: 일본 朝日新聞·時事通信

서울지국 폐쇄
첫 국산 南濟州 화력발전소 준공
7. 9 국보위: 사회정화작업의 일환으로
2급이상 고급공무원 232명 숙정 발표
7. 9 壬辰倭亂 직후 水軍統制使 李雲
龍의 居營日記와 啓本謄錄 발견
7.15 壬辰倭亂 때 嶺南 東部지방 義兵
기록東溪實記원본 발견
7.15 솔라즈 미국 하원의원: 미국 의원
으로는 처음으로 평양 방문(7.18 金日
成과 회담)
7.19 정부: 은행·보험·증권기관 임·
직원 431명을 사회정화작업으로 숙정
7.22 정부: 정부투자기관 등 산하 127개
기관 임·직원 1천819명을 숙정했다고
발표
7.30 국보위: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 발표
7.31 문공부: 사회정화의 일환으로 총
172개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
7.31 계엄사: 金大中 등 37명을 내란
음모혐의로 기소(9.17 金大中에 사형
선고)
8. 1 국보위: 連坐制 폐지 결정(1981.
3.24 내무부, 지침 발표)
8. 2 컬러TV 시판 개시
8. 6 魯永文·李載熊: 요트로 태평양횡
단 성공
8.11 趙五連: 13시간16분10초 만에 대한
해협(부산-대마도, 53㎞) 渡泳 성공
8.12 世界福音化大聖會(여의도, ~8.15)
8.13 金泳三 신민당 총재: 모든 공직사
퇴·정계은퇴 밝혀
8.15 국보위: 사회악사범 3만578명 검
거, 1만9천 명 군부대서 순화교육 실시
중이라고 밝혀
8.16 崔圭夏 대통령 하야(대통령권한대
행에 朴忠勳 총리서리)
8.19 문공부: 전국 2천597개 출판사 중
617개社 등록 취소
8.21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全斗煥 장
군을 국가원수로 추대키로 결의
8.27 全斗煥 국보위 상임위원장: 제11대
대통령에 당선(9.1 취임)
8.28 계엄사: 포고 제14호 발표(휴교령
전면해제)
9. 3 북한 중앙통신: 平南서 1천500년
전의 고구려 벽화고분이 발견됐다고
보도
9. 5 문교부: 대학교육개혁시안 발표(학
과별 최소졸업정원제 채택키로)
7. 4

全斗煥 대통령: 부정축재환수금
350억 원을 농어업후계자양성에 투입
하라고 지시
9.16 ‘한국미술 5000년전’ 개막(미국 보
스턴)
9.17 정부: 각종 조합·협회 및 유사단
체 통폐합 등 정비키로
9.26 국무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회를 국가보위대책회의로 의결
9.27 정부: 기업체질강화대책 발표(20
대 재벌계열기업정리 및 대기업의 모
든 부동산신고 의무화하기로)
9.29 정부: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 공고
(10.22 국민투표서 확정; 10.27 공포)
10. 7 상공부: 중전기기·디젤엔진·전
자교환기·동제련 등 중화학투자 직
권조정 발표
10.10 충북 보은군 보은읍 三年山城서
국내最古인 5세기경의 ‘西門址’ 발견
10.15 경주-포항 간 고속화도로 준공
10.17 충북선(조치원-봉양) 개통
10.18 高大:학생소요로 자진휴업
10.18 朴熙鳳: 윈드서핑으로 8시간23분
만에 대한해협횡단 성공
10.20 한·일: 어로자율규제각서 교환하
고 분쟁 타결
10.22 제5공화국헌법 확정(10.27 공포; 국
회·정당 자동해산)
10.24 公州師大: 百濟土城 발굴
10.27 입법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법 의
결(29일 입법회의 개회)
11. 1 사회정화위원회 발족(국무총리
직속)
11. 1 전국인구 및 주택센서스 실시
11. 3 입법회의: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의결(11.7 정치풍토쇄신위
원회 발족)
11. 8 정부: 경제활성화대책 발표(예금
금리 2.5％, 대출금리 2％, 특별소비세
30％ 인하키로)
11.11 조선시대 公州山城 東門址 충남
공주읍서 원형대로 발견돼(11.23 4~5
세기 百濟 軍倉址도 발견)
11.12 정치쇄신위: 정치활동규제대상자
811명 발표
11.14 계엄사, 불교계부조리수사 발표
11.14 신문협회·방송협회: 언론기관통
폐합 결정
11.19 대한항공 여객기, 김포공항에서
착륙중 화재로 전소(사망 15명, 20여
명 중경상)
9. 9

11.22 정부: 계엄포고 15호 발표(정치활

동 일부재개 허용)
11.28 한·일 해저케이블 개통
12. 1 大邱每日新聞·釜山日報·경남

매일신문·光州日報 창간
12. 1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발족
12. 1 KBS: 컬러TV 첫방영
12. 1 扶餘史蹟址조사단: 국내 최초의
인공연못·土俑 발견
12. 2 大淸다목적댐 준공
12. 4 일본 내 반한단체, 金大中재판
항의빙자해 橫濱주재 한국총영사관
난입
12.15 국방부: 징집나이 19세로 인하(군
복무기간도 30개월로 단축키로)
12.19 입법회의: 방송광고공사법 의결
12.19 聯合通信 창립총회(1981.1.4 창간)
12.26 입법회의: 언론기본법 의결(12.31
공포)
12.29 정부: 공무원윤리헌장 선포

1981년
1.12 全斗煥 대통령: 남북한 최고책임

자의 상호방문과 金日成의 조건없는
서울방문 제의(1.19 북한은 거부)
1.12 부산대: 경북 의성서 1억 년 전 공
룡화석 발굴
1.14 단국대: 강원도 영월서 고구려 王
儉城 발견
1.15 민주정의당 창당(총재 全斗煥 대
통령)
1.19 부산대: 부산 태종대에서 세계 최
대 稀貴岩石 球狀角岩 발견
1.24 정부: 비상계엄 전면 해제(1979.
10.27 선포)
1.24 경제기획원: 1980년 인구·주택
센서스 잠정추계서 1980.11.1현재 총
인구 3천 744만8천836명(남 1천876
만4천130, 여 1천868만4천706, 가구
수 796만7천590·주택 546만3천185
채로 집계)
1.28 全斗煥 대통령: 미국 공식방문(2.1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과 회담; 2.3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2. 2 KBS, 교육TV 첫방영
2.18 포항제철: 제4기 설비확장공사 준
공(조강생산 年 850만t)
2.25 全斗煥 대통령: 제12대 대통령에
당선
3. 3 정부: 光州·釜馬사태 및 民靑學
聯사건과 朴大統領시해사건관련자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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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5천221명 사면·복권·감형
3.10 서울대 金元龍 교수팀: 강원도 춘

성군 衣岩에서 高句麗石室土 발굴
3.13 국무회의: 정부조직법개정안 의결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 무임소장관
을 정무장관으로 개칭)
3.25 제11대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3.31 언론중재위원회 발족
4. 1 최초의 애국가 가사(1904년 이전
추정) 발견
4.11 제11대국회 개회(입법회의 폐회)
4.20 국정자문회의 발족(의장 崔圭夏
前대통령)
5. 1 정부: 1982년부터 교육세 신설 발표
5. 2 국립 경주박물관: 경북 월성에서
신라시대 유리공장터 발굴
5. 6 공정거래위원회 발족
5. 7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발족
열 차 추 돌 참 사
5.14 慶 山
(사망 52, 부상 233명)
5.17 단국대 학술조사단: 충북 청원에
서 고구려 城址 발굴
5.28 ‘국풍81’ 개막(여의도)
6. 5 全斗煥 대통령: 남북한 최고책임
자 정상회담 북한에 제의(체육·문
화·경제교류도 제의)
6.19 체육회: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
림픽에 남북단일팀출전 제의, 이를 위
한 실무회담 촉구
6.23 국내 最古의 태극기(미국인 윌리
엄 롤스턴 소유) 91년 만에 귀환
7.27 경남 거창서 신석기시대 支石群
발견
8.21 경제기획원: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86년) 발표
8.22 유엔군사령부: 북괴 공군기 2대가
12일 백령도상공을 침범, 우리 공군기
의 출격으로 도주했다고 발표(8.24 국
회 국방위; 3개항의 대북경고문 채택)
9. 1 제18호 태풍 애그니스 남해안 상
륙(남·중부에 폭우 인명피해 157명,
493억여 원의 재산피해)
9. 4 釜馬고속도로(43.5㎞) 개통
9. 5 朴鍾學: 세계유도선수권대회(네덜
란드) 라이트급 우승
9. 7 연세대: 충북 단양서 6만~10만 년
전의 인류유골 발견
9.10 한·일정기각료회의 개막(서울)
9.30 제84차 IOC총회(서독 바덴바덴):
제24회(1988년) 하계올림픽 서울개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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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정부: 정부조직정비안 발표(행정개

혁위원회·국무총리기획조정실·안
보회의사무국·경제과학심의위원회
등 폐지키로)
10.17 대우 옥포조선소(세계 최대) 준공
10.30 정전위 중립국감독위소속 체코병
사(1명) 판문점 유엔군관할지역으로
망명
11. 2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구성
11.22 부산 금정산 버스추락 참사(33명
사망, 37명 중상)
11.25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1986년
아시아경기개최지 서울로 결정

1982년
문교부: 중·고생 교복(1983년부
터)과 머리형을 자율화하기로
1. 5 정부: 야간통금 전면해제
1.13 정부: 일·중공 간 직항로선의 한
국상공통과 허용방침을 국제민간항공
기구에 제시
1.22 全斗煥 대통령: 민족통일협의회구
성·통일헌법제정 통해 통일을 이룩
하자고 북한에 제의)
1.23 한국 여자단체: 서독 오픈탁구대
회서 우승
2. 1 통일원: 남북한 20개 시범사업 북
한에 제의
2. 6 전남 해남군서 最古의 거문고와
악보 ‘浪翁新譜’ 발견
2. 6 제주도서 군용기 1대 추락(장병 53
명 사망)
2.20 문공부: 카를 마르크스 연구서적
국내시판 허용
2.25 통일원, 고위급대표회담 북한에
제의
3.10 한국데이타통신(주) 창립
3.18 부산 미국문화원에 방화(3.30 수사
본부; 주범 文富軾 등 4명을 수배 중
이라고 발표)
4. 8 지하철공사장(서울 현저동) 붕괴로
버스 추락(사망 10,부상 42명)
4.25 부시 미국 부통령 방한(4.26 임시
국회서 연설)
4.26 경남 의령경찰서 궁류지서 禹範坤
순경이 인근 5개 마을 주민에게 총기
난사(사망 56명·부상 35명; 범인 禹
는 4.27 자폭)
5. 7 대검찰청: 李哲熙(前 유정회 의
원)·張玲子 부부를 외국환관리법 위
반혐의로 5일 구속했다고 발표
1. 1

한국 여자등반대: 여성으로는 처
음으로 히말라야 람중히말峰 정복
5.23 프레이저 호주 총리 방한(5.24 全
斗煥 대통령; 태평양국가의 연례정상
회담 제의)
6. 1 경기도 성남부근서 군수송기 추락
(장병 53명 사망)
7. 3 정부: 사채양성화·주식·국공
채·회사채 등에 실명거래제 1983년
부터 실시키로
7.31 全斗煥 대통령: 태평양정상 연례
회담 실현을 위한 5개항의 원칙 제시
8.28 독립기념관건립준비위원회 발족
(범국민성금운동 벌이기로)
9. 8 세계 최대 泥岩동굴(길이 460m)이
경남 합천군 쌍책면 사양리서 발견
9. 9 국산 초음속제트전투기(마하1·6)
F타이거Ⅱ의 시험비행 성공
9.13 1억 년 전 공룡화석 경남 합천서
발견
9.21 제23차 세계여성단체협의회 개막
(서울서 32개국 250명 참석)
9.24 서울국제무역박람회 개막
10.13 아시아·태평양통신사기구(OANA)
이사회 개막(서울서 12개국 대표 참석)
10.19 국방부: 중공군 조종사가 16일 미
그19기를 몰고 우리나라로 망명했다
고 발표(10.31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
유중국으로 인도)
11. 3 제37차 국제청년회의소(JCI) 세계
대회 개막(서울)
11. 4 현대미포조선소 제2공장 준공(세
계 제1의 대단위 수리조선소)
11.13 경북 경산군 林堂古墳서 국보급
伽倻式 금동관 등 발굴
11.18 한국형 해군경비함 첫 진수
5. 7

1983년
공직자윤리법(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발효
1. 5 한국: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가
입(1982.12.30)
1.11 中曾根 일본 총리 방한(全斗煥 대
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타결·
우호관계·한반도평화유지 및 양국
간 핫라인설치 등에 합의코 공동성명
발표)
1.11 大邱에서 ‘渤海琉球二國年表’원
본 발견
1.20 총무처: 1983.1 공직자윤리법시행
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
1. 1

는 營利私기업체 373개 고시
1.23 충남 대호방조제(7천807m, 국내

최장) 완공
孫在植 통일원 장관: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 개최 제
의
2. 1 제8차 팀스피리트83 한·미 군사
훈련 개시
2. 5 전북 순창군 동계면서 鍾乳동굴
(길이 50m) 발견
2. 6 슐츠 미국 국무장관 방한(한·미
안보·경협·남북한문제·태평양정
상회담추진 등 협의)
2. 8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북한에
는 최소한 10만5천 명의 사상범이 8개
수용소에 수용돼 있다고 밝혀
2.25 全斗煥 대통령: 정치활동규제자
(555명) 250명 1단계 해제
2.25 북괴군 조종사 李雄平 상위: 미그
19기 몰고 귀순
3. 1 KBS·MBC: 아시아방송연맹(ABU)
의 TV뉴스교환계획 시험방송 실시
3. 2 중·고생 복장자율화 시작
3.15 정부: 유엔해양법협약 서명
3.16 충남 예산군 봉산면서 국내 처음
백제시대 四方佛像 발견
4. 1 孫在植 통일원 장관: 남북대표자
회담을 촉구하는 대북성명 발표
4. 9 충남 서산군 태안반도 앞 馬島해
저협곡서 청자·백자 등 자기류 1천여
점 발견
4.14 제1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개막
(워싱턴)
4.18 가톨릭 의대팀: 백혈병을 근치시
킬 수 있는 골수이식수술 성공
4.18 대구 디스코홀 화재(청소년 25명
사망, 67명 중경상)
4.19 문공부: 공산권순수음악 음반수
입·국내라이선스출반 허용
4.27 한·일 정기항로 재개(釜關페리호
취항)
5. 2 미국 칼럼니스트 잭 앤더슨: 미국
은 이미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
으며 휴전선지역에 핵지뢰를 부설했
다고 밝혀
5. 5 중공 여객기(105명 탑승) 卓長仁
등 6명에 의해 피랍, 춘천 某기지에
불시착(5.7 중공 송환협상대표단 33명
내한; 한·중공 간 첫 공식접촉; 5.10
합의각서 교환, 95명 출국)
5. 9 멸공83훈련 실시(~12일)
2. 1

5.25 포항제철: 4기2차 제철설비확장공

사 준공(조강생산능력 年 900만t으로
증가)
6.11 한국은행, 5천원·1만원권 새 지폐
발행
6.12 한국 청소년대표팀: 제4회 세계청
소년축구선수권대회(멕시코)서 축구사
상 처음으로 4위
6.15 한국형 다목적 경비함 진수
6.23 대구서 고려시대 天文圖 발견
6.30 일본: 교과서왜곡내용 7개항을 시
정했다고 정부에 통고
6.30 KBS: 이산가족찾기 TV생방송 시
작(~11.14; 1만189명이 혈육 상봉)
6.30 여천 LPG기지 준공(저장용량 15
만2천t으로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
7. 1 부분적 금융자산실명거래제 실시
7. 4 남북조절위 서울측: 남북한 최고
책임자회담을 북한에 촉구
7.13 첫 입법예고제 실시
7.16 83한국원정대: 바인타브락 제2봉
첫등정
8. 1 ‘한국고대문화전 신라 천년의 미’
개막(도쿄,~9.11)
8. 1 한국: 24개국 27개 지역과 국제전
화자동화 개시
8. 5 중공 정기여객기: 한국비행정보구
역(FIR)통과 시작
8. 7 중공 조종사 孫天勤: 중공제 미그
21기 몰고 귀순(이와 관련, 이날 낮 휴
전 후 처음으로 서울·경기 일원에
실제공습경보 발령; 8.13 정부; 망명
허용)
8.12 정부, 광복절 38주년 맞아 형확정
자 1천944명 특사(金大中사건·부산
미국문화원방화·光州사태 등 관련
공안사범 695명 포함)
8.20 북한의 기습남침대비태세 검토를
위한 83을지연습(~8.26)
8.23 全斗煥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평
화적 정권교체 강조
8.26 내무부: 전시국민행동요령 발표
8.29 수사당국: 尹子重 前교통부 장
관·朴昌權 주택공사 부사장 등 전·
현직 공무원 10명과 은행원·명성그
룹임직원 등 16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
로 구속
8.29 제12차 한·일정기각료회담 개막
(~30일, 도쿄): 14개항 공동신문발표
문 채택

소련 전투기: 사할린부근서 KAL기
격추(승객·승무원 등 탑승자 269명
전원 사망.
9. 2 한국: 소련의 KAL기격추로 긴급소
집된 유엔안보리서 소련에 사과·보
상 요구
9. 6 한·일의원연맹 제11차 합동총회
(서울): 6개 항의 對蘇규탄결의안 채택
9. 7 全斗煥 대통령: 레이건 미국 대통
령과 KAL기사건에 공동대처를 위한
친서 교환
9. 8 제118회 임시국회: ‘소련의 KAL기
격추규탄결의안’ 채택
9. 9 古里원전 2호기 준공
9.12 정부: KAL기격추와 관련 배상을
요구하는 공한을 미국 국무부를 통해
같은 내용의 미국측 공한과 함께 駐美
소련대사관에 전달
9.25 제53차 미주여행업협회(ASTA) 세계
총회(~9.30,서울): KAL기격추만행 규
탄결의문 채택
10. 2 국제의회연맹(IPU) 제70차총회(서
울): 항공기안전에 관한 결의안 채택
10. 3 한국 체신관계관리 2명: 국제세미
나참석 위해 중공 입국
10. 4 ICAO조사단: KAL기격추사건 조사
를 위해 내한
10. 9 全斗煥 대통령을 수행 중 버마 랑
군의 아웅산묘소서 북한공작원이 장
치한 폭탄 폭발로 참배준비 중이던
徐錫俊 부총리 등 한국 고위관리 17
명 순국(10.17 버마 정부; 암살폭발사
건은 북한특수공작요원의 소행임을
공식발표)
10.14 全斗煥 대통령: 전면개각 단행(총
리 陳懿鍾)
10.16 정부: 예비군 전시동원연습·점검
을 겸한 육군 사상 최대 규모의 ‘쌍룡
83연습’ 실시
10.22 한국: 제22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로스앤젤레스)에서 여자단체·개인 1
위, 남자단체 2위
11. 1 새 주민증발급신청 개시
11. 4 버마 정부: 북한과 단교, 북한승인
취소(11. 5 북한 공관원들 버마 출국)
11. 7 동아건설그룹: 단일공사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32억9천700만 달러의 리
비아 수로공사 수주
11.10 미국 정부: 미국 외교관과 북한 외
교관·관리의 비공식 접촉허용조치를
전면취소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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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레이건 미국 대통령 방한(11.12 국

2.25 全斗煥 대통령: 정치활동규제자

회 연설; 1차 한·미 정상회담;11.14 공
동성명 발표)
11.23 버마 경찰국장: 북한 정찰국이 全
斗煥 대통령 및 수행원을 살해하기 위
해 북한군 장교로 구성된 암살단을 버
마에 밀파시켰다는 등의 사건전모 발
표(12.9 버마 특별재판소; 아웅산묘소
폭발범 2명 사형선고)
11.29 1988년서울올림픽대회 휘장·마
스코트 발표
12. 5 尹誠敏 국방장관: 한·미 안보협
력협의 위해 방미(12.8 와인버거 국방
장관과의 회담에서 155㎜자주포를 한
국서 생산키로 합의)
12. 5 문교부: 해직교수 86명의 복직에
따른 처리지침 마련, 전국 대학에 시달
12. 6 유엔총회 법률위: 버마 암살폭발
사건을 규탄하고 재발방지 촉구
12.24 정부: 해운회사 통합을 위한 ‘해운
사업합리화계획’ 확정

(301명) 202명 추가해제(2차 해금)
2.25 한국 테니스선수단 8명: 데이비스
컵 예선참전 위해 사상 처음 중공(昆
明) 입국
3. 1 재무부: 중소기업의 신종기업어음
(CP) 발행 허용
3. 9 농수산부: 농·축·수산물의 거래
단위를 표준화(6월부터 실시키로)
3.10 서산지구 방조제축조공사 완공(길
이 6천470m, 2천899만 평의 바다가
육지化)
3.13 문교부: 1985년부터 중학의무교육
지역을 도서벽지·접적지역·수복지
역·광산지역으로 확정
4. 2 鄭周永 KOC 위원장: 올림픽단일
팀구성과 관련, 남북한체육인회담을 4
월 9일 열자고 북한에 제의(4.6 북한측
이를 수락)
4. 2 안기부: 1978년 홍콩에서 실종됐던
영화배우 崔銀姬와 감독 申相玉이 북
한으로 납치됐다고 발표
4. 6 서울올림픽조직위: 마스코트 이름
을 호돌이(HODORI)로 결정
4. 7 한국기자 2명·축구협관계자 등 6
명: 아시아축구연맹총회(廣州) 참석차
중공 입국
4. 9 남북한체육회담: 북한측의 일방적
퇴장으로 결렬(4.30 회담재개·성과없
이 끝나)
4.25 劉彰順 한적총재: 중공거주 한국
인의 상호방문을 위해 적십자회담을
열자고 중공에 제의
5. 1 슐츠 미국 국무장관 방한(레이건
대통령의 중공방문 결과 설명)
5. 1 서울대공원 개원
5. 3 교황 바오로 2세 방한(5.6 여의도
서 한국순교자 103위의 諡聖式 집전)
5.11 문공부 조사단: 완도 보물선 2차조
사에서 청자 등 2만9천119점과 선체조
각 36점 등 유물인양 발표
5.14 해운항만청: 해운회사 63개사를
통폐합하기 위한 해운산업합리화방안
발표
5.18 鄭周永 KOC 위원장: 제3차 남북
한체육회담을 비공개로 열자고 北에
제의(5.23 북측 이를 수락; 5.25 제3차
남북한체육회담 개최, 진전없이 끝나)
5.21 제63·64차 관세협력이사회(CCC)
개막(5.25 관세기술협력기금창설을 주
요 내용으로 한 서울선언 채택)

1984년
통일원: 1982년 말 현재 한국의
GNP는 북한의 4.8배라고 발표
1.10 레이건 미국 대통령: 한반도안정
위해 남북한과 미·중공의 4자회담
제의
1.10 북한: 종래의 對美직접협상에 한
국도 참가시키는 3자회담 주장
1.11 孫在植 통일원 장관: 최고책임자
회담을 촉구하는 대북성명 발표
1.13 문교부: 로마字표기를 正字法에서
表音主義 표기법통일 채택
1.14 부산 대아관광호텔 화재(투숙객·
종업원 등 38명 사망, 23명 중경상)
1.17 全斗煥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폭
력정치배제·평화적 정권교체 강조
2. 1 팀스피리트훈련 개시
2.14 정부: 북한측의 3자회담제의와 관
련한 답신을 판문점 통해 전달(3.7 북
한; 답신을 판문점서 전달)
2.15 陳懿鍾 총리: 남북한직접대화 촉
구(대북서한 공개)
2.15 ‘한국미술 5000년전’ 유럽순회전
개막(런던)
2.22 安倍 일본 외상: 중공거주 한국인
의 고국방문중재 밝혀(3.23 趙紫陽 중
공 총리; 中曾根 일본 총리와의 회담
에서 離散한국인의 상호방문을 허용
하겠다고 밝혀)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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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총 12조 원을 투자하는 산
림100년 장기계획 수립
6. 8 미국 국무부: 1952·1953년에 미국
정부가 李承晩반대쿠데타음모를 검토
한 극비문서를 30년 만에 공개
6.22 전기통신연구소: 국내 첫 장파장
광통신시스템 개통
6.25 全斗煥 민정당 총재: 재산이 많다
(100억 원 이상)는 투서사건에 연루된
丁來赫 대표위원 경질(6.29 丁來赫;
의장직 사퇴·민정당탈당 등 일체의
공직에서 물러나고 재산을 사회에 환
원하겠다고 발표)
6.27 88올림픽고속도로(光州-大邱,
173.3㎞) 개통
6.30 일본정부: 한·일 간 말썽을 빚은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8개 항목을
추가로 시정했다고 한국정부에 통보
7. 1 재무부: 공익·공해사업 등을 제
외한 660개 업종에 외국인투자 허용
7. 9 민정당 등 3당: 국회의원선거법개
정안 타결(정당추천 선관위원제 등 공
명선거보장 위한 14개항의 제도 개선)
7.20 오대산 상원사에서 국내 최대의
부처님 진신사리 3과 발견
8. 4 서울대 李商萬 교수: 세계地質圖
편찬위 회의 참석 위해 소련 입국
8.17 鄭周永 KOC 위원장: 북한에 남북
한체육회담재개 제의(8.27 북측은 이
를 거부)
8.18 84을지연습 실시(~23일)
8.19 동력자원부: 석유비상훈련 실시
(~23일)
8.20 全斗煥 대통령: 북한에 기술·물
자무상공여 제의(8.25 북한은 이를
거부)
8.22 유엔 안보리: 북한의 랑군폭탄테
러와 무장침투를 규탄하는 주한유엔
군사령부 보고서 채택
8.31 한·일정상핫라인 개통
9. 1 8.31부터 9.3까지 서울 등 중부지
방에 집중폭우(114명 사망, 47명 실종,
이재민 11만3천786명; 북한적십자당국
서 수재민에 양곡 등 구호품 보내와)
9. 6 全斗煥 대통령: 일본 방문(裕仁 일
본 국왕; 과거의 한·일관계에 유감
표명)
9.14 劉彰順 적십자 총재: 한적은 북적
의 수재물자제의를 수락했다고 발표
(9.29·30 한적; 북적물자 인수, 북적
에 선물 전해)
6. 5

9.15 아시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20

11.24 표준연구소: 표준주파수와 표준시

차 총회·제37차 이사회 개막(서울)
9.18 서울국제무역박람회 개막(~10.17)
9.19 국무회의: 11월 3일을 ‘학생의 날’
로 결정
9.21 제2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개
막(~9.23,충주)
9.27 제3차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 개막(~9.31,서울)
9.29 올림픽주경기장(잠실) 개장 (국제
육상대회·국제축구대회 열어)
10. 2 정부: 개천절을 기해 6·25부역자
신원기록을 삭제한다고 발표
10. 3 버마: 유엔회원국들에 북한의 소
행임을 입증하는 ‘아웅산묘소에서의
폭탄공격’이라는 공식보고서 배포
10. 4 全斗煥 대통령: 소련 등 동구권과
의 교류증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10. 6 劉彰順 한적 총재: 북한측에 10월
중 이산가족찾기회담을 열자고 제의
(10.29 북적; 이를 수락; 11.20 개막)
10.11 제65회 전국체육대회 개막(대구)
10.12 申秉鉉 부총리: 남북한경제회담
열자고 북한 부총리에게 서한 발송
(10.16 북한; 남북한경제회담을 열자는
답신 보내와; 11.15 회담 개막(판문점)
10.18 진도대교 준공(길이 484m, 너비
11.7m 첫 斜張橋)
10.22 새 원자력병원 개원
10.22 쌍룡84훈련 실시
10.24 한국: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상하이)서 우승
11. 2 서울-워싱턴 인공위성으로 연결
한 최초의 한·미 간 비디오컨퍼런스
(영상토론회)가 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려(무역문제 토의)
11. 7 저질무연탄을 사용하는 서천화력
발전 1·2호기(40만㎾) 준공
11.14 동작대교 개통(길이 1천330m, 너
비 40m)
11.14 대학생 200여 명: 민정당사 난입
11.16 국내 최장 대호방조제(7.8㎞, 서산)
완공
11.19 盧泰愚 체육회장: 북한측에 남북
한체육회담개최를 재촉구하는 서한
보내
11.20 서울 6개 대학 학생 1천여 명: 高
大서 ‘전국대학생총연맹’ 결성
11.23 관광안내원 소련청년 바실리 야코
블레비치 마투조크 판문점서 남측으
로 망명

간을 알리는 표준주파수국 개국
11.26 경제기획원: 대전·청주·광명 일
부지역을 공영개발키로 하고 경기·
충남의 일부에 토지거래신고제를 처
음으로 발동했다고 발표
11.27 북한: 판문점 총격사건을 구실로
12월 5일 열기로 된 제2차 남북한경제
회담을 1985년으로 연기한다고 통고
11.30 全斗煥 대통령: 정치활동금지자
99명 중 84명에 대해 정치활동금지
해제(3차 해금)
12. 7 金英子: 동계로는 세계 최초로 히
말라야 안나푸르나봉(해발 8,091m)
등정
12.11 프랑스: 파리주재 북한통상대표부
를 총대표부로 승격
12.15 한적·경제회담대표: 제8차 남북
적회담을 1985.1.22~25까지 서울에서;
제2차 남북경제회담을 1985.1.17 판문
점에서 각각 열자는 우리측 제의를 북
한이 수락했다고 발표
12.22 교통부: 수도권교통을 지하철 중
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교통개선 5개년계획 확정
12.25 건설부, 大田圈 그린벨트를 비롯,
4개도·18개 군 16억3천만 평에 대한
기준지가 고시
12.29 재무부: 의약품제조업·무역업 등
20개 업종 48개 품목에 외국인투자
허용

1985년
全斗煥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남
북한 최고책임자회담 촉구
1. 9 북한: 팀스피리트훈련 트집잡
아 남북경제회담(1.17)·적십자회담
(1.22~25일)을 연기하고 대신 부총리
회담 제의
1.10 미국 NBC방송: 의정부에 핵배낭
(SADM)특수부대 배치를 보도
1.18 국무회의: 구정을 공휴일(민속의
날)로 의결
1.18 여자탁구: 영국 웨일스오픈대회
단체전서 우승
1.22 古里 원전5호기(95만㎾) 완공
1.25 제4위성통신지구국(보은) 준공
1.26 테레사 수녀 내한
2. 1 미국 정부: 휴즈社 헬기 17대를 북
한에 불법수출한 서독회사의 수입특
권 박탈(2.8 李源京 외무부 장관; 워커
1. 9

주한대사에 헬機밀수사건 엄중대응
요청)
2. 2 동호대교(1천220m) 개통
2. 5 국방부: 백령도 부근 공해상에서
우리어선 2척(어부 21명)이 북한경비
정에 납북됐다고 발표(3.2 어부·어선
송환)
2. 8 한·중공 등 10개국: 공업국보호
장벽 대처 위한 신국제섬유의류국
(NITCB) 결성
2.12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2.15 문교부: 새 고교국어문법 확정
2.23 민정당: 당직 대폭 개편(대표위원
에 盧泰愚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3. 1 교육개발원: 국민학생에 영어교육
방송 실시
3. 1 금융통화위: 국내진출 외국은행에
재할인·신탁업무 허용
3. 3 여자테니스: 아시아주니어대회(방
글라데시)서 단·복식 우승
3. 5 상공부: 중소기업 154개 육성업종
고시
3. 6 全斗煥 대통령: 金大中·金泳
三·金鍾泌 등 14명에 전면해금 조치
3.11 盧泰愚 민정당 대표: 現대통령임
기 중엔 대통령직선제 개헌에 반대한
다고 밝혀
3.15 金大中·金泳三: 신민당 중심으로
야당통합 합의
3.22 어선 제6어성호, 소흑산도 근해서
표류 중인 중공 해군어뢰정 1척의 구
조요청 받고 예인(3.28 정부; 어뢰정
인도. 중공 외교부; 한국에 감사성명
발표)
3.25 국제상공회의 총회 개막(서울)
3.27 소련·동구 등 7개국 피겨스케이
팅선수단 30명 내한
3.29 남자배구: 중공 꺾고(홍콩) 월드컵
본선 진출
4. 9 북한: 긴장완화 협의 위해 남북국
회회담을 한국에 제의(4.10 국회; 초당
적 대처 합의)
4.10 한·일민간경제위(경주): 일본에
對韓기술이전 촉구
4.17 전국 23개大 학생 1천200여 명 高
大서 全學聯결성 후 시위
4.18 제11원근해호: 소흑산도부근 공해
상에서 중공상선과 충돌해 선원 12명
실종(6.29 中共; 한국에 배상금 지급키
로 합의)
4.21 한국 외교관 2명: 유엔세미나(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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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참석 위해 중공 첫 입국
4.24 全斗煥 대통령 방미(4.27 한·미

정상회담 신문발표문 통해 남북한직
접대화 지지)
4.29 태평양경제협력회의 개막(서울)
5. 5 한국: 스칸디나비아 오픈청소년탁
구대회서 남녀 전종목 우승
5. 5 전국에 개기월식
5. 6 제1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막(~5.8, 워싱턴): 북한의 기습남침
대처방안 마련코 공동성명 발표
5.17 전국 80개 대학 3만8천여 명: 光
州사태 진상규명 요구하며 시위
5.20 李敏雨 신민당 총재: 국회에서 직
선제개헌특위구성 제의
5.22 북한 許 錟: 남북한교차승인 반대
표명
5.23 대학생 73명: 서울 미국문화원 도
서관 점거하고 光州사태에 관한 미국
의 사과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5.27 남북회담대표 84명 입경(5.28~29
제8차 남북적 본회담 개최(한적; 이산
가족상호 고향방문 제의)
5.30 신민당: 국회에 광주사태진상조사
위한 국정조사결의안 제출
6. 3 국회: 남북한통일헌법을 만들자고
북한에 제의
6.14 북한: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을 7
월 9일 판문점에서 갖자고 제의하고
대표단 5명을 파견하겠다고 통보(6.23
국회; 7월 23일 개최하자고 수정제의)
6.17 재야 金泳三·金大中 회동: 민주
화요구공동발표문 채택
6.20 제3차 남북경제회담(판문점): 남북
경제공동위원회설치 원칙합의
6.27 재무부: 보험시장을 제외한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방침 확정
6.29 치안본부: 9개 대학에 경찰 투입,
수배중인 삼민투위 관련자 등 66명
연행
7. 4 경제기획원: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안(1987~91) 마련
7. 5 경제기획원: 농어촌·도시지역주
민에게도 1991년까지 의료보험제도 실
시키로
7.11 경북 영풍서 삼국시대 彩色古墳벽
화(직경 12m·높이 3m) 발견
7.15 남북적실무회담 개최(판문점): 남
북 이산가족고향방문·예술공연단을
9월 중 교환키로 원칙합의
7.16 盧泰愚 민정당 대표: 현행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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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의 집권기간 중 꼭 지켜져야 하
며 평화적 정권교체 위해 호헌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혀
7.19 남북적 제2차 실무대표 접촉(판문
점): 이산가족고향방문·예술공연단교
환방문추진문제 등 협의했으나 방문
지 등 합의에 실패
7.23 남북국회회담 첫 예비접촉(판문
점): 국회회담 위한 서울-평양 직통전
화가설 등에 합의
7.26 李世基 통일원 장관: 북한 인민회
의 부의장 孫成弼이 백두산 영토의 반
쪽을 중공이 차지하고 있음을 시인했
다고 밝혀
7.31 사마란치 IOC 위원장: 88서울올림
픽분산개최를 요구하는 북한측 요청
거부
8.15 金壽煥 추기경: 학원안정법제정은
학원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학생의 극렬화·좌경화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
8.17 高大 의대: 냉동정액을 이용한 수
정으로 임신된 아기가 국내 최초로 탄
생했다고 밝혀
8.19 을지훈련 실시(~8.24)
8.22 남북적실무대표: 남북이산가족고
향방문단·예술공연단의 서울·평양
동시방문(9.20~23) 합의
8.25 국방부: 중공 폭격기 1대 (승무원
3명)가 24일 이리시에 불시착했다고
발표
8.26 한적대표단: 제9차 남북적본회담
참석위해 평양 도착(8.28 실질의제 토
의없이 폐막)
8.29 제13차 한·일정기각료회의: 한·
일외무장관회담 정례화하기로
9. 3 섬유수출국 개발도상국회의 개막
(서울)
9. 5 교육개혁심의회: 대입제도·고교
평준화정책 개선방안 발표
9.11 대한변협: 兪泰興 대법원장의 자
진사퇴를 권고하는 건의문 채택
9.18 제4차 남북한경제회담 개막(판문
점)
9.20 남북한고향방문단 서울과 평양 도
착(9.21 서울과 평양에서 40년 만에 고
향방문단 상봉)
9.23 슐츠 미국 국무장관: 유엔총회연
설서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희망
9.25 하우 영국 외무장관: 유엔총회연
설서 남북한의 조기유엔가입 희망

9.26 제14회 세계유도선수권대회 개막

(잠실)
9.26 한국: 제12회 아시아아마복싱선수

권대회(방콕)서 우승
9.27 한국이 참여한 최초의 해외개발

인도네시아의 마두라유전서 생산
개시
10. 1 제33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막
(서울, 소련 등 32개국 145명 참가)
10. 2 李源京 외무장관: 슐츠 미국 국무
장관과 제1차 한·미 정례외무장관회
담 개최(뉴욕)
10. 5 선진5개국 재무장관: 세계통화질
서 개편방안 논의(서울)
10. 8 제40차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총회 개막(~10.11, 서울; 148개국 3천
200여 명 참석)
10.10 제 6 6 회 전 국 체 육 대 회 개 막
(~10.15, 춘천)
10.18 신민당: 兪泰興 대법원장 탄핵소
추결의안 국회에 제출(10.21 부결)
10.18 서울지하철 3호선(구파발-양재동,
26.2㎞)과 4호선(상계동-사당동, 28.3
㎞) 준공
10.19 정부: 각종 협회·조합·연합 등
의 통폐합 위한 사업자단체기능합리
화방안 발표
10.22 盧信永 총리: 유엔총회 연설에서
정부의 평화정책 6개항 선언
10.23 한·일의원연맹 제13차 합동총회
개막(서울)
10.29 서울지검: 서울大 민주화추진위원
회를 용공이적단체로 적발(위원장 文
龍植 등 26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
로 구속)
11. 3 한국: 월드컵축구 아시아최종예선
(서울)에서 일본 누르고 본선 진출
11. 4 7개 대생 14명: 주한 미국 상공회
의소를 점거, 수입개방요구 전면철회
주장하며 농성
11. 5 북적: 적십자회담왕래에 항공기이
용 제의(11.7 한적은 이를 거부)
11.11 국제남자배구대회 개막(~17, 서
울): 소련 우승
11.15 북적: 제10차 남북적본회담 12월 3
일로 연기하자고 제의(11.16 한적, 수락)
11.18 재경 14개 大生 185명: 민정당 연
수원 기습점거; 시국토론회 등 요구
농성
11.19 한국: 남극자원보존협약 가입
11.20 제5차 남북경제회담 개막(판문점)

11.21 10개 대학생 2천여 명:서울大서 범

국민토론회 벌여(11.23 서울지검; 집회
에 참석한 金炳午 민추협 부간사장 등
재야인사 6명 구속)
11.25 월포위츠 미 국무차관보: 미·소
정상회담내용 설명을 위해 내한
11.29 남극탐험대(대장 洪碩夏) 제2진 빈
승봉(5천140m) 정복
12. 2 북한측대표단 84명: 제10차 남북
적본회담 참석 위해 서울 도착(12.3 한
적; 제10차 남북적본회담 첫날 회의서
설에 고향방문단교류·상봉가족서신
교환 등 제의; 12.4 북적; 설방문단교환
거부)
12.26 일본 産經신문: 소련은 북한에 지
대공미사일(SAM) SA3형 약 30기를 공
여했으며, 북한은 이를 평양주변에 배
치했다고 보도
12.28 문교부, 외래어표기법개정안 확정
(장음된소리는 안쓰고 인명·지명은
현지음 따르기로)

1986년
남자 농구: 1986년 세계선수권대
회출전 확정
1. 4 경제기획원: 소비자보호대책으로
194개 품목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
정 마련(2.1 시행)
1. 7 제2차 남북한체육회담(로잔): 북한
의 1988서울올림픽참가문제 토의
1.10 서울지검: 의사당폭력사태와 관련
신민당 의원 7명에 구인장 발부(신민
당 의원; 구인장발부에 항의하며 의사
당서 무기한 농성)
1.13 정부: 정부출자주식공개매출계획
안 마련(1986~90년 외환은행, 수출입
은행, 대한중석, 포항제철 등 정부보유
주식 2천700억 원어치 공매계획)
1.13 대입논술고사 처음 실시
1.14 高大: 혜화병원서 시험관아기 3명
착상성공 발표
1.16 全斗煥 대통령: 개헌논의는 1989
년에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하고, 남
북한문호개방·대화확대 등 언급
1.20 북한: 팀스피리트훈련을 트집잡아
모든 남북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국; 회담계속을 촉구)
1.31 레바논주재 한국대사관 都在承 2
등서기관겸 영사: 출근길에 무장괴한
에 피랍
2. 4 경인지역 15개 대생 1천여 명: 서울
1. 3

대에서 ‘86전학련 신년투쟁 및 개헌서
명운동추진본부결성대회’를 가진 후
시위
2. 6 金泳三 민추협 공동의장: 신한민
주당 입당기자회견서 민주화 향한 대
화와 대토론 제의
2. 8 서울민사지법: 신민당 12개 지구당
위원장의 사고지구당 결정효력정지가
처분신청에 대해 가처분결정
2. 8 과학기술원 조장희 교수팀: 인체
에 무해한 암진단 위한 첨단의료기기
개발
2.12 신민당·민추협: 개헌서명운동
시작
2.18 盧泰愚 민정당 대표: 국회 내에서
헌법논의를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의
원총회서 밝혀
2.21 陳寶忠 중공군 조종사: 미그19기
몰고 선양기지 발진 후 서해 영공통
해 한국에 착륙(3.6 정부; 제3국 망명
허용)
2.24 全斗煥 대통령: 민정·신민·국민
3당대표와 회담(1989년에 개헌이 가능
하며, 국회에 헌법특위, 정부에 헌법연
구기관을 설치·검토 후 1989년에 국
민의 뜻을 묻는 것이 순리라고 언명)
2.24 한국: 반덤핑국제규약 가입
3. 3 동아대 박물관팀: 경남 합천서 가
야시대 석관분 120여 기 발굴
3. 4 경 제 기 획 원 : 인 구 센 서 스 서
1985.11.1현재 총인구 4천46만 명으로
잠정집계
3. 7 李敏雨 신민당 총재·金泳三 신
민당 상임고문·金大中 민추협 공동
의장: 난국타개 6개항 제시(1986년 가
을 대통령직선제개헌 완료; 1987년 가
을 대통령선거 실시 등)
3.13 국무회의: 천문대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전자통신연구소 우주과학센터
로 이관키로 의결
3.14 한국기독교협의회: 시국관련선언
문 발표(다음 정권은 새 헌법으로 선
출돼야 한다고)
3.15 한국: 제76회 영국오픈배드민턴대
회서 4종목 석권
3.20 신민당 의원총회: 민정당에 86改
憲→87대통령선거→88올림픽의 3단
계민주화일정 수락촉구 결의
3.26 남북회담 한국측 수석대표들: 북
한에 회담재개 촉구 위한 전화통지문
발송

3.26 서울올림픽조직위·미국 NBC: 서

울올림픽 미국지역TV방영권 본계약
체결(스위스 로잔)
3.28 고려대 교수 38명: 시국성명서 발
표(학원자율화·개헌에 대한 의사표
현의 자유 등 주장)
3.31 부산-오사카 카페리 ‘올림피아88’
호 첫 취항
4. 1 와인버거 미국 국방장관 방한: 미
국은 88올림픽대회기간 중 안보유지
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혀
4. 2 북한: 팀스피리트86훈련을 이유로
한국측의 남북적십자·경제회담 재개
제의 거부
4. 2 제1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서울): 북괴도발불용을 골자로 한 13
개항 공동성명 발표
4. 3 문교부: 1980~86.2월 현재 학원사
태와 관련 제적대학생수는 1천579명
이라고 국회제출자료서 밝혀
4. 9 한·일 민간경제위(도쿄): 부품개
발협력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 채택
4.13 李承晩 박사 유품 중 漢城임시정
부선언문 발견
4.14 땅벌86훈련 한강이남지역서 실시
(~17일)
4.21 세계올림픽연합회 서울총회 개막:
152개국 842명 참가
4.24 개기월식（오후 7시40분~자정)
4.30 全斗煥 대통령: 盧泰愚 민정당 대
표·李敏雨 신민당 총재·李萬燮 국
민당 총재 등 3당 대표와 회담, 여야가
합의개헌을 건의하면 재임 중에라도
개헌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4.30 올림픽공원(50만 평, 6개 경기장·
회관) 완공
5. 2 대처 영국 총리 방한: 정상회담에
서 교역확대·외교협력문제 협의
5. 2 올림픽대로 개통(행주대교-암사
동, 36㎞)
5. 6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민주화
위한 시국성명서 발표
5. 8 盧泰愚 민정당 대표·李敏雨 신
민당 총재·李萬燮 국민당 총재: 3당
대표 회동에서 개헌문제 및 5.3인천사
태 등 논의
5.23 서울시경: 서울대·계명대 강연내
용과 관련, 文益煥 목사를 집시법위반
혐의로 구속
5.29 제11차 유엔식량농업기구 아·태
지역 농업통계회의 개막(서울,~6.3)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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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5·6호기 준공(경남 고리, 각
95만㎾)
6. 2 서울大 등 23개大 교수 265명: 韓
神大서 정통성을 지닌 민간정부의 출
현을 바라는 시국선언문 발표
6.10 한국: 제3차 남북체육회담(로잔)서
북한이 IOC헌장을 준수하고 서울올림
픽에 참가할 경우 결승전을 포함, 3개
종목의 북한지역배정을 검토할 용의
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6.10 金泳三 신민당 고문·金大中 민
추협공동의장: 국회 헌법특위구성에
앞서 구속자의 전면석방이 전제되어
야 하고 개헌방향은 직선제로 해야 한
다고 밝혀
6.12 솔라즈 미국 하원의원: 법률가위
원회의(워싱턴)서 한국국민들의 민주
화 요구에 미국은 ‘온건중립과 방관적
입장’을 취하지 말 것을 촉구
6.14 국어국문학학술대회: 우리나라 최
초의 소설로 알려진 金鰲新話보다 앞
선 16세기중엽의 단편소설집 ‘企齊記
異’ 공개
6.17 국방부: 吳振宇 북한 인민무력부
장이 판문점을 통해 李基百 국방장관
과 리브시 유엔군 사령관에게 각각 서
신을 보내왔다고 발표
6.20 高大 丘秉參 교수팀: 국내 첫 냉동
보존정자로 체외인공수정시킨 시험관
아기 탄생시켜
6.20 제67회 전국체육대회개막(~25일,
서울잠실)
6.24 국회 본회의: 개헌특별위구성결의
안 통과(특위 정수는 45명 이내로, 활
동시한은 1986년 9월 말로 하되 정기
국회 말까지 연장 가능토록)
6.27 정부: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연합철
강등 국제그룹계열 4개사에 제3차 부
실기업정리 단행
7. 3 IOC 대변인: 한국과 북한은 IOC가
제안한 서울올림픽의 일부종목의 북
한지역배정안에 긍정적 답신을 해왔
다고 발표
7. 4 문화재관리국 고적발굴조사단: 경
주 龍江洞고분이 통일신라시대의 왕
릉급임이 확인됐다고 발표
7. 7 일본 정부: 고교역사교과서의 왜
곡기술시정조치내용을 외무부에 통고
7.11 여자핸드볼: 국제청소년대회서 우
승(이탈리아 테라모)
7.14 86을지연습 실시(~7.19)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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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교육개혁심위: 대입본고사 5년 후

부활(고입 선지원 후시험 등 최종안
확정)
7.17 북한, 유엔사무총장에 남북한동시
가입 반대방침 통보
7.19 경찰: 신민당 등 33개 재야단체가
개최하려던 富川署사건 등 폭로대회
(명동성당)를 저지, 金大中 민추협 공
동의장 등 재야인사 12명 자택연금
7.21 한·미 통상협상 일괄타결(정부;
미국산담배를 9월부터 수입·국내시
판하고 외국인의 저작권·물질특허·
소프트웨어 등 지적소유권은 1987.7부
터 전면보호하며 미국의 생명보험 1개
사의 연내 진출허용 등을 합의했다고
발표)
7.22 全斗煥 대통령: 민정당 덕유산 수
련대회서 국민동참·국민합의·국가
발전 등 민주실천 3원칙 제시
7.22 趙南基 목사 등 개신교 지도자들:
李敏雨 신민당 총재 등 야권지도자들
과의 회동서 언론자유·직선제개헌
등 민주화선행조건 4개항 제시
7.24 경주고분 발굴조사단: 국내 최초
로 土俑 24점과 土製馬 2점을 발굴했
다고 발표
7.29 盧泰愚 민정당 대표: 李敏雨 신민
당 총재와의 회담에서 국회 개헌특위
통한 합의개헌을 재다짐하고 기소의
원·구속자문제 등 현안해소 위해 여
야 공동노력키로 합의
8. 3 아시아탁구연합집행위: 12월 개최
되는 제2회 유럽·아시아탁구대회(일
본)에 아시아대표팀의 하나로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키로 결정
8. 4 독립기념관 본관 8월 15일 개관 앞
두고 화재(1987.8.15 개관)
8. 4 한·미 섬유협상(호놀룰루) 타결
8.12 경제기획원: 1985년 인구센서스결
과 100세 이상 282명, 80세 이상 19만
1천340명으로 전체인구의 0.47％로
집계
8.17 서독올림픽위: 1936년 베를린올림
픽 마라톤우승 부상품인 고대 그리스
청동투구를 방독 중인 孫基禎에 반환
8.18 민정당: 대통령을 상징적 국가원
수로 하고 총리와 내각이 실질적인 통
치권을 장악하는 내각책임제 헌법개
정안 요강 발표
8.18 三均學會: 1919년 8월 8일 스위스
서 개최된 국제사회당대회에 제출된

‘한국독립승인결의안’과 네덜란드서
개최된 동 집행위원회의 ‘결정서’를 공
개하고 3·1독립선언은 독립국가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혀
8.19 민정당: 지자제실시방안 확정발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부터 전
국적으로 실시)
8.20 원전7호기(발전용량 95만㎾, 전남
영광) 상업운전 개시
8.21 새 국립중앙박물관 개관(舊중앙청
청사를 개조해 개관; 전시실 23개, 7천
500여 점 전시)
8.23 창경궁중건 준공
8.25 국립현대미술관 개관(과천, 전시면
적 4천390평)
8.28 태풍 베라 전국 강타
9. 1 정부·여당: 1988년 1월부터 실시
할 의료보험확대실시방안·국민연금
제·최저임금제·저소득층생활향상
등 국민복지증진대책 확정발표
9.10 한강종합개발 4년 만에 준공
9.16 정부: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발표
9.16 릴리 주한미국대사: 미국의 대한
정책은 한반도긴장완화·민주발전·
상호무역관계의 번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혀
9.20 제10회 서울아시안게임 개막(~10.
5; 25개 종목 27개국 4천797명 참가)
9.23 일본·유럽공동체: 제41차 유엔총
회서 남북대화재개와 남북한유엔동시
가입 촉구
10. 6 삼성전자: 세계최초 초소형4㎜
VTR 개발
10.14 국회 본회의: 신민당 兪成煥 의원
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 등 발언에
민정당 의원들의 반발로 산회(10.15 정
부; 兪成煥 의원의 발언과 관련, 兪의
원체포동의요구서 국회에 제출; 16일
국회; 체포동의안 민정당 단독으로 변
칙가결)
10.21 내외통신: 북한은 금강산 수력발
전소댐 건설에 착공했다고 평양방송
을 인용보도
10.24 중공 미그19기(조종사 鄭菜田): 산
둥반도에서 이륙 후 한국에 유도착륙
10.30 李圭孝 건설부 장관: 金剛山수전
댐 건설은 하류지역의 안전을 위협하
는 것으로 북한에 공사중지 촉구
11. 1 광주시 직할시로 승격
11. 6 李基百 국방장관: 북한의 금강산

댐공사중지를 촉구하고 자위책강구성
명 발표
11.14 주한미8군사령부: 중장거리 랜스
미사일을 극동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에 배치하겠다고 발표
11.17 국방부: 북한은 16일 대남확성기
로 金日成의 사망을 방송했다고 발표
(11.18 사망설은 사실무근으로 판명)
11.25 문교부: 1988학년도부터 실시할
대입제도개선안 발표(선지원 후학력
고사제로 하고 논술고사와 졸업정원
제 폐지)
11.26 국방·건설·문공·통일원 합동
담화: 북한의 금강산댐축조위협에 대
응할 ‘평화의 댐’건설 발표
12. 3 외무부: 한국은 ‘남극조약’ 및 ‘환
경변경기술의 군사적·적대적 사용금
지협약’에 가입했다고 발표
12.16 미국 국무부: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유로 1987년부터 대한군사판매차관
(FMS) 공여계획을 종결한다고 밝혀
12.20 한국·북한·일본·중공: ‘아시아
태평양지역해상수색구조회의’(도쿄)서
해난구조에 상호협력키로 합의
12.24 李敏雨 신민당 총재: 내각제개헌
협상 긍정검토 선행조건으로 지자제
실시·언론자유 등 7개항 제시

1987년
1.12 한·미 무역협의회 개막(워싱턴)
1.14 적십자·경제·국회회담대표: 북

한에 대화촉구 위한 합동성명 발표
1.14 서울大生 朴鍾哲: 경찰고문으로

사망(1.19 경찰; 고문경찰관 趙漢慶·
姜鎭圭 구속; 1.24 물고문 중 사망했다
고 수사결과 발표)
1.15 북한 金萬鐵 일가 11명 철선으로
북한 탈출(1.20 일본 쓰루가항 도착;
2.8 타이베이 거쳐 김포에 도착)
1.30 북한 李根模 총리·吳振宇 인민
무력부장: 공동명의 남북고위급 정
치·군사회담 제의(2.14 盧信永 총
리·李基百 국방장관; 기존의 남북대
화와 남북한 최고책임자회담 촉구)
2. 1 정부: 한방의료보험 전국에 확대
실시
2. 2 李萬燮 국민당 총재: 연두회견서
인권보장·구속자석방 등 민주화 8개
항 제의
2. 3 火星蝕(20시50분~21시40분)
2. 4 과학기술원 尹漢殖·孫泰垣 박사

팀: 최강력고분자알로이섬유 세계 최
초 개발
2. 6 일본에 반출된 조선중기(1620년)
사리탑 60년 만에 귀환
2.12 북한: 남북한체육회담(로잔)서 ‘서
울올림픽 4개 종목 북한배정안’ 원칙
수락
2.13 金大中·金泳三 민추협공동의
장: 여야지도자회담과 선택적 국민투
표 제의(盧泰愚 민정당 대표는 이를
거부)
2.18 정부: 해운회사에 대한 금융지원
등 해운산업합리화방안 발표
2.19 팀스피리트87훈련 개시
2.19 李哲承 의원: 내각제 지지 표명
(2.20일 金大中 민추협 공동의장·金
泳三 신민당 고문; 李의원의 내각제
지지를 당론위배·해당행위로 간주,
당에서 제명키로 합의)
2.23 전남 함평군 나산면 석관묘에서
초기철기시대의 청동기유물 발굴
2.24 서울지검: 공산혁명목적 위한 ‘민
족해방노동자당’ 결성기도 적발
2.25 내무부·자연보호중앙협의회: 민
통선 북방의 자원·유적·생태계종합
조사 착수
2.25 정부: 인권보호특위(위원장 李英
燮) 발족
2.28 정부: 강원도 화천댐 상류서 ‘평화
의댐’ 착공
3. 1 粱英子·玄靜和: 제39회 세계탁
구선수권대회(뉴델리) 여자복식 우승
3. 3 북한: 서한을 통해 ‘정치·군사회
담’개최 재주장
3. 4 서울올림픽조직위: 西歐방영권 2
천800만 달러에 타결
3. 6 盧泰愚 민정당 대표: 합의개헌에
실패하면 중대결단 불가피하다고 언
명
3.11 동국대 文明大 교수: 충남 홍성 龍
鳳寺서 국내 최고(799년) 銘文마애불
상 발견
3.12 신민당 상도·동교계 의원 70명:
‘李敏雨구상배격·兩金개헌노선지지’
서명
3.15 한국: 제77회 全英오픈배드민턴대
회(런던) 여자복식·혼합복식서 우승
3.15 서울대 金廷九·劉寅碩·吳世正
교수팀: 超傳導물질(절대온도 55도)
개발에 성공(3.21 부산대 張敏守 교수
팀도 개발; 절대온도 200도)

3.16 정부: 농수산자금 1조 원 융자 등

‘농어가부채경감대책’ 발표
3.17 盧信永 총리·李基百 국방장관:

북한의 대남서한(3월 3일)에 대한 회
신에서 수자원회담(3월)과 적십자 및
경제회담(4월)을 우선 개최한 후 총리
회담을 갖자고 제의
3.17 李敏雨 신민당 총재·金泳三 고
문: 직선제확인 등 4개항에 합의하고
개헌노선내분 수습
3.17 (주)녹십자: AIDS진단시약 국내 최
초개발
3.23 國史館 개관
3.23 한국: 제1회 프랑스 오픈배드민턴
대회서 4종목 우승
3.25 全斗煥 대통령: 盧泰愚 민정당 대
표에게 정국주도권 부여
3.25 국사교육심의회: 국사교과서개편
시안 발표
3.30 문교부: 제5차 중학교 교육과정개
정안 확정
3.31 과학기술원 李在英 교수팀: 수소
저장합금(2㎤ 당 2.8ℓ저장) 개발
4. 8 金泳三 신민당 고문·金大中 민
추협 공동의장: 신당창당 선언(4.9 신
민당 의원 74명 탈당; 창당준비위(위원
장 金泳三) 구성)
4. 9 강원도 양구서 B.C.500~1000년경
제단고인돌 1기 발견
4.10 경찰: 金大中 민추협 공동의장 자
택 봉쇄(4.11 金泳三 창당준비위원장;
金議長구금은 신당창당방해를 위한
공작이라며 즉각해제 촉구)
4.13 全斗煥 대통령: 현행헌법으로
1988년 2월 정부를 이양하고 이를 위
한 대통령선거를 연내에 실시한다는
내용의 특별담화 발표
4.15 전국 사립대학 이사장회의: 총·
학장의 문교부승인제 폐지 등 건의
4.16 평택 LNG기지·공급설비 준공
4.17 金泳三 민주당 창당준비위원장:
현행 헌법 아래서는 대통령선거에 불
참 선언
4.18 盧泰愚 민정당 대표: 1988년 정권
교체와 올림픽이 끝난 후 내각제합의
개헌노력을 재개하겠다고 밝혀
4.20 정부·여당: 의료보험운영방안 확
정(1988년 농어촌, 1989년 도시지역으
로 확대하고 직장·공무원·교원·지
역으로 3원화; 시·군단위로 조합을
설립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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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한·일민간경제위 개최(제주, 한국

측; 첨단기술의 對韓이전 등 요구)
4.21 천주교 신부 13명: 광주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단식기도(서울 등 전
국으로 확산)
4.24 국어연구소: 한글맞춤법·표준어
개정시안 발표
4.29 시화지구간척사업 착공(1997년까지
5천300만 평 매립, 농공지 조성키로)
5. 2 서울大 교수 122명 시국선언
5. 2 신부·목사 189명(경찰집계): 서울
등지서 호헌철폐 요구하며 단식기도
5. 4 정부·여당: 지자제 실시방안 확
정(1988.1 24개 지역에 시범실시 후 5
월에 전면실시키로)
5. 7 제9차 한·미안보회의(워싱턴):
올림픽대비 긴급통신망설치·방위산
업협력각서교환 등 13개항 공동성명
채택
5. 7 포항제철 광양제철소 1기(연산 270
만t) 준공
5. 8 李基百 국방장관: 미국으로부터
F16기 36대를 도입 중이며 전투기의
공동생산도 추진 중이라고 밝혀
5. 8 미국 하원: 주한미군감축안 부결
5.10 서머타임제(日光節約時間) 실시
(~10. 11)
5.14 정부: 공기업민영화방안 확정(국민
은행 등 7개 기관 3년 내 민영화; 한국
전력 등 3개 기관의 주식 59％는 5년
내 매각키로)
5.16 조계종 승려 751명 시국선언
5.18 경주발굴조사단: 九黃洞 황룡사지
외곽에서 신라시대 집터 발굴
5.19 재무부: 미국 생명보험회사(ALICO)의 한국지사 설립 내인가
5.20 과기처: 1996년까지 실험용 위성
을 발사한다는 내용의 우주개발계획
안 마련
5.27 민주당·재야단체: 직선제개헌관
철을 위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
부’ 결성
5.29 대검찰청: 朴鍾哲고문치사 조작
사건 수사결과 발표(치안본부 간부 3
명이 고문경찰관들과 범인은폐조작을
모의했다고 밝히고 이들을 구속)
6. 3 全斗煥 대통령: 제4차 평통자문회
의서 남북최고책임자회담 재촉구
6. 4 서울시경: 3개대학연합좌경단체
‘民民戰’을 결성한 서울대생 林喆奉
등 7명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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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74명: 민주화와 개헌을 촉
구하는 성명을 내고 민주헌법운동본
부에 참여한다고 발표
6. 5 국사교육심의회: 중·고교 국사교
과서 개편방향 확정, 古朝鮮을 최초
국가로 명기
6. 9 연세대 李韓烈군: 교문 앞 시위 중
경찰이 쏜 최루탄파편에 맞고 부상(7
월 5일 사망)
6. 9 서방선진7개국(G－7): 서울올림픽
공동지원에 합의(이탈리아 베네치아)
6.10 민정당: 盧泰愚 대표위원을 대통
령후보로 선출(盧후보; 수락연설을 통
해 1988년 兩大事 후 내각제개헌을 관
철하겠다고 밝혀)
6.10 국제통화기금: 원화절상·시장개
방가속화를 한국정부에 공식권고
6.18 미국 하원 외교위아태소위: 여야대
화재개를 촉구하는 對韓결의안 채택
6.22 盧泰愚 민정당 대표: 全斗煥 대통
령은 개헌논의재개·金大中 씨 연금
해제·구속자 석방 등을 받아들였다
고 발표
6.23 원전7·8호기 준공(전남 영광, 발
전설비용량 19만㎾)
6.23 시거 미국 국무차관보 방한: 기자
회견서 한국사태 해결 위한 계엄령·
군부개입에 반대한다고 밝혀
6.24 全斗煥 대통령: 金泳三 민주당 총
재와의 회담에서 개헌논의 즉각재개
등 합의
6.26 민주헌법국민운동본부 주최 국민
평화대행진 강행(전국 33개 市에서 학
생·시민 5만8천여 명; 직선제개헌 등
을 요구하며 시위)
6.27 미국 상원: 대한민주화결의안 의결
6.29 盧泰愚 민정당 대표: 대통령중심
직선제개헌·金大中사면복권·구속
자석방 등 시국수습 위한 8개항 선언;
6.30 全斗煥 대통령에 건의(6·29선
언)
7. 1 全斗煥 대통령: ‘시국수습에 관한
특별담화’에서 ‘盧泰愚 민정당 대표의
6·29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획
기적인 ‘민주발전 국민화합조치를 취
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혀)
7. 2 盧泰愚 민정당 대표: 민주당 당사
를 방문하고 金泳三 총재와의 첫 회동
에서 대화정국 전개방안과 개헌협상
재개방향 등 의견을 교환)
7. 4 金泳三 민주당 총재·金大中 민
6. 5

추협 공동의장: 시국대처방안 등 6개
항 발표
7. 7 제10차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종
합학술대회 개막(~10일, 인하대)
7. 8 법무부: 복역 중인 시국관련사범
文益煥 목사 등 357명을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로 석방
7. 9 정부: 金大中 등 내란음모사건관
련자 18명과 光州사태관련자 17명 등
시국사범 2천335명에 대한 사면·복
권 발표
7.15 태풍 셀마: 제주도 통과(전국에 수
해 막심)
7.16 기자협회:언론자유수호결의 등 4
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진정한
민주화와 언론자유의 근원적 보장을
촉구
7.17 임시정부 제3차 개헌헌법 ‘대한민
국임시약헌’ 발견돼
7.20 신문협회: 중앙지 기자의 지방주
재와 지방지 기자의 서울주재제도를
8월 1일부터 부활시키기로 결의
7.22 사상 初有의 집중호우(하룻새 600
㎜의 집중호우로 중부지방에 대홍수;
금강유역의 충남에서만 100여 명 사
망·실종)
7.23 북한: 남북한 및 미국이 참가하고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가 옵서버로
참가하는 다국적군축협상을 1988년 3
월 제네바에서 개최하자고 제의
7.31 헌법개정 위한 8人정치회담 첫회
의 개최
8. 3 정부: 북한에 남북한 외무장관회
담 제의(8.6 북한; 남북한 외무장관·
미국 국무장관 3자회담 제의)
8. 5 盧泰愚 대표: 민정당 총재에 취임
8. 9 淨岩광업소(삼척) 광원 1천200여
명: 古汗驛 점거·농성, 太白線 불통
8.11 李憲琦 노동부 장관: 노사관계정
상화 위한 특별담화문 발표
8.15 독립기념관 개관
8.18 공연윤리위: 금지가요 186곡 해금
8.26 제일제당: 만성B형간염치료제 국
내 최초 개발
8.29 대전 오대양(주) 여사장 등 32명:
용인공장서 동반자살시체로 발견돼
8.31 민정·민주당 8인정치회담: 직선
제개헌안협상 타결
9. 1 문공부: 영화시나리오검열 폐지
9. 1 한국유조선 아스트로페가서스호:
페르시아만에서 이란 미사일에 피격

민정·민주당 총재회담에서 정치
일정·노사문제 등 5개항 합의
9. 2 현대중공업 근로자들: 임금협상결
렬로 총파업; 울산시청 난입·파괴·
방화
9. 2 제2차 한·일무역회담(뉴델리)
개막
9. 5 방송심의위: 방송금지가요 500곡
해제
9. 6 제13차 세계법률가대회 개막(서울)
9. 9 여배우 姜受延: 베니스 영화제에
서 여우주연상(영화 씨받이) 수상
9.10 한·미: 생명보험회사 합작투자
합의(보험시장 전면개방)
9.14 제8차 아태암학회 학술대회 개막
(서울)
9.14 세계에너지회의 국제집행이사회
총회 개막(서울)
9.15 북한: 남북체육회담 제의(9.24
KOC; 이를 거부, 3자회담(IOC포함)
제의)
9.17 외무부: 남북한외교관접촉 완화지
침 발표(IOC; 167개국에 서울올림픽 초
청장 발송)
9.18 여야: 합의직선제개헌안 발의
9.18 정부: 국산 한국형탱크 ‘88전차’ 명
명식
9.20 제9차 세계언론인대회 개막(서울)
9.24 서울大병원에서 체외수정 5쌍둥
이 출산
9.25 문교부: 대학자율화실천계획 발표
9.27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전
교협) 발족
10.12 국회: 헌법개정안 의결
10.12 金泳三 민주당 총재: 자주평화통
일을 위한 6대 원칙과 5단계의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 제시
10.13 제68회 전국체육대회 개막(광주)
10.13 부산산업대 박물관팀: 김해시 가
야고분에서 초기 금관가야의 고분
발굴
10.19 문공부: 판금도서 650종 중 431종
의 시판 등을 허용하는 출판활성화조
치방안 발표
10.22 전국경제인연합회: 자유시장경
제체제수호를 위한 4개항의 결의문
채택
10.26 金大中 민주당 고문: 金泳三 총재
가 제의한 대통령후보단일화를 위한
전당대회에서의 경선제의 거부(兩金
사실상 결별)
9. 2

10.27 헌 법 개 정 국 민 투 표 실 시 ( 찬 성

93.1％)
10.28 한·일, 어업문제 타결
11. 1 해병대사령부 재창설(1973. 10.10
해체)
11. 2 산림청: 산지조림 및 육림을 촉진
하기 위한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안’
마련
11. 6 제3회 국제남자배구대회 개막(서
울; 소련 우승)
11. 7 87서울국제레슬링대회 개막(서울;
소련 종합우승)
11. 9 민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金泳三
총재를 대통령후보로 추대
11. 9 경제기획원: ‘85년 인구·주택센
서스’에서 총인구는 4천44만8천486명
(세계 23위), 총가구는 957만1천가구로
집계
11.10 영국 앤 공주(국제승마연맹회장):
서울올림픽 승마경기준비상황 시찰차
방한
11.12 평화민주당 창당대회(총재·대통
령 후보에 金大中 준비위원장 선출)
11.16 洛東江 하구둑（2천400m) 준공식
11.22 裵基兌 선수: 월드컵빙상대회(네
덜란드) 500m에서 우승
11.24 鄭 炳 宙 前 특 전 사 령 관 · 金 晋
基 前육군헌병감: 공동기자회견에서
‘12·12’사태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 명
백하다고 밝혀
11.29 대한항공 보잉707여객기: 승객 등
115명을 태우고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오던 중 버마국경 근처의 타이 밀림지
역에 추락
11.30 서울大 박물관팀: 강원 양양군 신
석기유적지에서 대형 黑曜石 국내 처
음 발굴
12. 3 중부고속도로(서울-대전, 145.3㎞)
개통
12. 8 건설부: 2000년을 목표연도로 한
중부권·동남권·서남권 등 지역경제
권개발계획 발표
12. 9 한국(油公·三煥·現代·油開公):
북예멘의 마리브유전 수출송유관 및
생산시설건설공사 준공(1일 2만 배럴
국내공급 예상)
12.15 정부: KAL기폭파혐의자 하치야 마
유미(여; 후에 김현희로 밝혀져)와 하
치야 신이치(死體)를 바레인에서 서울
로 이송
12.15 한국 남극과학기지 건설팀: 킹 조

지 섬에 도착(12.16 기공식 거행)
12.16 제13대 대통령선거 실시(12.18 중

앙선관위; 盧泰愚 민정당 후보의 당선
공고)
12.21 安倍 일본 자민당 간사장, 竹下 일
본 총리의 특사로 방한, 盧泰愚 민정
당 총재와 회담
12.21 盧泰愚 대통령당선자: 서해안을
개발, 대중공무역·교류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서해안개발구상 설명
12.23 경제기획원: 1985년 姓氏집계에서
전체의 姓氏는 274개(金·李·朴氏가
전체인구의 45％)로 발표
12.23 대법원: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규칙’ 시행(동성동본구제, 1988.12.31限)
12.24 네팔 관광부: 許永浩 한국 등반대
원이 에베레스트(해발 8천848m) 등정
에 성공했다고 발표

1988년
재무부: 1987년 말 현재 우리나라
외채는 355억 달러로 밝혀
1. 5 한·미 통상회담: 미국이 통상법
301조 등 과격한 무역보복수단을 발동
하지 않는 대신 한국은 담배·보험·
농산물시장을 개방키로
1.11 노동부: 1987년 경제활동인구 중
완전실업자수는 55만4천 명으로 집계
1.11 민주화합추진위 발족(민주발전·
국민화합·사회발전 등 3개 분과위원
회 구성)
1.12 북한올림픽위: 북한은 서울올림픽
의 남북한공동주최문제가 합의되지
않는 한 서울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1.14 문교부: 새 맞춤법·표준어규정을
확정하고 1988.3.1부터 시행키로 발표
1.15 한국 여자양궁팀: 제5회 아시안컵
대회(캘커타) 단체전에서 3천978점을
얻어 세계 최고기록 수립(종합우승)
1.15 안기부: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은 서울올림픽 참가신청방해를 꾀한
북한 金正日의 지령을 받은 대남공작
원 金勝一과 金賢姬의 범행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
1.16 대검찰청: 朴鍾哲고문치사 은폐조
작사건과 관련 姜玟昌 前치안본부장
구속
1.16 대한상의: 공산권경제단체와는 처
음으로 헝가리 상공회의소와 경제협
력확대를 위한 업무협조협정 체결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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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미국 국무부: 미국은 KAL기폭파

사건과 관련, 북한을 국제테러국가로
규정하는 등 3개항의 대북한제재조치
발표
2. 8 서울大病院 閔丙九 박사팀: 국내
최초로 인공심장 개발(미국서 특허
받아)
2.10 한·일 정부: 북한의 KAL기폭파
만행을 심의토록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
2.12 교통부: 금호그룹에 제2민간항공
인가
2.16 한국과학기술원 재료공학연구팀
(任縞彬·田永權): 세계에서 가장 효
율(에너지전환율 13％)이 높은 薄膜型
태양전지 개발
2.16 국립경주박물관: 骨壺·흙으로 빚
은 12支像 함께 매장한 신라 때 고분
발굴
2.17 세종과학기지준공 현판식(남극 킹
조지섬 바톤반도, 우리나라 최초의 해
외상주기지)
2.22 보사부: 국내 첫AIDS환자발생 발표
2.23 민주화합추진위: ‘민주발전과 국민
화합을 위한 건의서’를 盧泰愚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달(39일 간의 활동 끝내
고 해산)
2.24 유조선 경신호 침몰(벙커C유 싣고
울산서 묵호로 가던 중 선원 7명 사망;
바다에 기름흘러 100억 원 피해)
2.25 盧泰愚 제13대 대통령에 취임
2.25 새 헌법 발효(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6조; 제6공화국 출범)
2.25 盧泰愚 대통령: 竹下登 일본 총리
와 한·일 정상회담 가져
2.27 노총: 정치활동참여 결의
2.29 金大中 평민당 총재: 盧泰愚 대통
령에 민주화 6개항 제시
3. 1 盧泰愚 대통령: 비수교국인 북방
국가들과 적극외교를 추진할 것이라
고 밝혀
3. 1 李仁秀 교수: 梨花莊에서 독립운
동電文 2천여 통 공개
3. 4 盧泰愚 대통령: 국·공립대학
총·학장임명을 각 대학추천위의 제
청에 의해 임명토록 지시
3. 8 국회: 지방자치법 의결
3.11 정부: 3단계해외여행자유화방안
마련(1988년 35세, 1989년 30세, 1990
년 완전자유화)
3.14 문교부: 1989년부터 중학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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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面 이하 단위부터 실시키로
3.16 상공부: 세탁기 등 56개 품목 4월

부터 수입 완전개방키로
3.17 金大中 평민당 총재: 야권통합
위해 조건없이 총재직을 사퇴한다고
밝혀
3.17 서울大 金洙泰 교수팀: 국내 최초
로 간이식수술에 성공
3.23 정부: 서해안지역개발추진위(위원
장 국무총리) 설치
3.24 영국 로열발레단: 백조의 호수 공
연(세종문화회관,~26일)
4. 1 정부: 광주사태의 성격을 ‘광주학
생과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규정하고 유감을 표명(광
주지역민간협의기구서 보상사업 집행
키로)
4. 2 민정당: 농어촌의료보험개선대책
마련(50％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4. 2 외무부: 해외관광여행자의 연령제
한 완전 철폐키로(1989.1.1부터)
4. 4 한적: 북한측의 서울大 총학생회
에 보내는 통지문은 남북관계에 도움
이 안된다고 수령 거부
4. 8 경북 의창에서 삼국시대 유물 69
점 발굴
4.11 대우조선: 분규 11일 만에 직장폐
쇄 신고(4.21 분규 타결)
4.14 日海연구소: 출연기금 595억 원
규모로 밝혀져
4.21 李寧熙 공연윤리위원장, 영화·연
극의 필름이나 대본에 대한 무수정방
침을 밝히고 예술성이 높은 일본·공
산권 영화의 수입방침 밝혀
4.26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5. 1 金正敏 북한 사회안전부 소속 前
고위간부: 4월 29일 유럽주재 한국대
사관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후 김포
공항 통해 입국
5. 4 서울市: ‘2000년대 서울도시기본
계획안’ 마련
5.12 金大中 평민당 총재: 광주사태와
관련 ‘全斗煥 씨는 광주사태에 깊이
개입돼 있는 사람 중의 하나’라고 말
하고 ‘처벌에는 정치적 배려가 고려될
수 있으나 진실을 밝히는 데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혀
5.13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申鉉碻 前
총리) 발족
5.18 玄靜和·粱英子: 제9회 아시아탁
구선구권대회(일본)에서 우승

5.18 야3당 총재: 정국운영5개항 합의(5

共비리, 광주사태규명, 비민주악법개
폐, 양대선거부정조사, 지역감정해소,
국회법개정 등 6개 특위를 구성해 정
치현안을 다루기로)
5.20 미국 LA타임스: 미국 노스롭의
F20전투기의 한국도입과 관련, 아시
아문화여행사와 호텔사업 합작투자명
목으로 朴鍾圭 前대통령경호실장에게
625만 달러를 지불했었다고 보도
5.23 한국은행: ‘금융산업개편방안’발표
(외환·중소기업·국민·주택은행 등
4개 국책은행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
기로 밝혀)
5.24 金相浹 한적 총재: 남북직통전화
를 통해 남북학생회담 개최를 반대한
다고 북측에 밝혀
5.26 정부: 은행과 제2금융권의 대출금
리와 일부 예금금리 자유화하기로
5.26 농민단체: 전국농민궐기대회(국회
의사당 광장)에서 정부의 농·축산물
수입개방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
5.29 헝가리 통상사절단(40명): 공산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공식 방한
5.30 제13대 국회 개원(의장 金在淳, 부
의장 盧承煥·金在光 의원)
5.30 사마란치 IOC위원장: 북한의 서울
올림픽공동주최 주장은 올림픽헌장에
위배되는 것으로 수락할 수 없다고 밝
혀(서울)
6. 2 정부: 전국민의료보험실현·국민연
금대상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제도 중장기발전방향 발표
6. 3 李賢宰 총리: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의를 북한에 전달(북한; 남북연석회
의 준비의 일환으로 고려용의 밝혀)
6. 8 東國大 발굴단: 경주군 서부면 춘
관리서 고려시대 최대 金堂址 발굴
6.10 崔侊洙 외무장관: 유엔 기조연설
에서 남북 간 대화·불가침협정 후 구
체적 군축협상이 바람직하다고 제시
6.15 서울·부산·인천·강원 등 법관
200명: 大法院의 전면개편을 주장하
며 서명운동 실시
6.22 문화재관리국: 공주시 금성동서
백제시대 왕릉급 3기 발견
6.23 문교부: 1989년부터 교수재임용제
를 폐지하고 사립대학의 등록금책정
을 대학별로 자율화한다고 밝혀
6.27 국회: 광주진상조사특위 등 7개 특
위구성결의안 의결

국회: 盧泰愚 대통령의 鄭起勝 대
법원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
결(7.5 李一珪 임명동의안 가결)
7. 3 웬드 화이트 前미국 방위산업체
담당국장: 노스롭사가 호텔합작을 위
해 동양고속과 맺었다고 하는 625만
달러의 계약은 F20전투기판매를 둘
러싼 정치뇌물로 사용했다고 LA에서
폭로
7. 6 예총: 북한측에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예술대축전’을 개최하자고 제의
7. 7 盧泰愚 대통령: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발표(①남북동
포 간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들의 자
유로운 남북왕래 ②이산가족들의 생
사확인 및 상호방문 ③남북 간 교역문
호개방 ④비군사적 물자에 대한 우방
의 북한교역용인 ⑤남북 간 대결외교
종결 ⑥북한의 미·일관계 개선협조)
7. 8 정부: 중공을 중국으로 공식호칭
키로
7. 9 농촌경제연구원: 1987년말 현재
전체농가부채는 4조6천억 원으로 상
환능력이 취약한 농가는 전체농가의
30％선인 57만 가구로 밝혀
7.11 부산일보: 한국언론사상 처음으로
노조주도로 파업, 신문발행 중단
7.13 金相浹 韓赤 총재: 孫成弼 북적
위원장에게 전화통지문을 통해 이산
가족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상
봉실현과 제2의 고향방문단교환을 위
해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7.16
북한 이를 거부)
7.14 盧泰愚 대통령: ‘국정감사 및 조사
에관한 법률안’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
권 행사(7.15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에
재의 요구)
7.18 韓銀: ‘대계열기업군여신관리현황’
에서 5월 말 현재 30大재벌의 은행빚
은 19조8천억 원으로 금융기관 전체여
신의 22.56％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
7.19 정부: 월북작가 100여 명의 해방
전 문학작품에 대한 출판허용조치
발표
7.19 崔侊洙 외무장관: 해외에 생활근
거를 둔 영주권소지 교민에게 북한방
문을 허용하겠다고 발표
7.26 북한: 金在淳 국회의장에게 보낸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楊
亨燮 명의의 서한에서 올림픽참가협
7. 2

상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공동주최문
제도 국회회담에서 다루자고 제의
7.29 국회 5공비리조사특위: 日海재단
등 30건을 1차 조사대상으로 확정
7.29 4당대표 및 국회의장단: 남북국회
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서 국회대표 15
명을 8월 판문점에 보내기로 하고 북
한에 동수참석 촉구
8. 4 李範俊 교통부 장관: 한국은 중국
과 10월부터 관광교류에 합의했다고
밝혀(우선 문화예술인·학자 등으로
제한실시키로)
8.13 전국 6천여 대학생: 제2기 全大協
발족식(연세대)을 갖고 국토순례대행
진과 8.15남북학생회담을 성사시킬 것
을 결의
8.15 盧泰愚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서 북한의 金日成에게 남북한 최고책
임자회담을 조속히 갖자고 제의
8.19 남북국회회담: 제1차 및 제2차 준
비접촉을 판문점에서 진행
8.23 교통부: 중국 항공당국은 37일 간
(9.3~10.9) KAL기의 자국영공통과를
허가했다고 발표
8.26 MBC: 방송사상 첫 파업(공정방송
의 제도적 보장 요구)
8.29 제52차 서울국제펜대회 개막
(~9.2)
9. 3 정부: 북한·공산권자료를 일반국
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발표
9. 3 국립경주박물관: 경주시 보문동
明活山城 성벽터에서 한반도 최고의
것으로 추정되는 古新羅銘文碑石인
明活山城作城碑 발굴
9. 3 소련 볼쇼이발레단 내한공연(세종
문화회관)
9. 7 과학기술처: 제6차 5개년계획 중
과학기술부문수정안 확정(반도체개
발전략·초전도체·컴퓨터·생명공
학 등 13대 전략핵심기술선진화계획
마련)
9. 8 북한 金日成: 고려연방제통일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평양)을
개최하자고 제의
9.12 제94차 IOC총회 개막(~9.16 서울;
9.15 199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노
르웨이의 릴레함메르市를 결정)
9.17 제24회 서울하계올림픽大會 개막
(~10.2; 160개 IOC회원국 1만3천626명
의 선수단 참가; 우승 소련, 2위 동독,
3위 미국, 한국 4위)

9.20 盧泰愚 대통령: 미국 NBC―TV와

의 회견에서 북한이 평화통일에 노력
의지를 보이면 주한미군 감축에도 신
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혀
10. 2 네팔 관광부: 한국등반대가 에베
레스트와 로체봉(해발 8천511m) 동시
등반에 성공했다고 발표
10. 4 盧泰愚 대통령: 북한측이 응한다
면 평양을 방문, 金日成 주석과 만나
북한측이 주장해온 ‘불가침선언’을 비
롯,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현안을 논
의할 용의가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조속개최 촉구
10. 7 정부: 7개항의 대북경제개방조치
발표
10.15 서울장애자올림픽 개막(~10.24;
65개국 4천361명 참가)
10.20 盧泰愚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에서 동북아평화협의회의 구
성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국제적 여건
을 적극 조성해 나가기로 합의
10.20 재무부: 외환관리제도를 개선, 11.1
부터 외화보유·송금자유화 실시키로
10.20 제4회 서울국제무역박람회 개막
(~31, 한국무역센터)
10.22 국회 문공위: 증인신문에서 언론
통폐합과정을 집중추궁(許文道 증인;
발상·입안에 관한 한 내책임이라고
증언)
10.27 정부: 납·월북 예술인의 작품 중
1948.8.15 이전에 발표된 순수예술작품
에 한해 해금한다고 발표
11. 9 국회 5공비리특위: 日海재단관련
청문회에서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
장, 李埈鎔 대림산업 부회장, 崔淳永
신동아그룹 회장, 柳纘佑 풍산금속 회
장, 張致赫 고려합섬 회장 등 증인들
에 日海재단의 기부금납부배경, 특혜
개입여부, 정경유착 등에 관해 추궁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日海재
단의 설립모금은 강제성이 있었다고
증언)
11.12 국회 5공특위: 청문회에서 ‘88평화
적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연구’보고서
는 1984년 鄭九鎬 당시 京鄕新聞 사
장 책임 아래 尹相哲 주필과 粱東安
논설위원 등이 참여해 작성된 것으로
밝혀내
11.16 李根模 북한 총리: 12월 중순께 판
문점에서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갖자고 李賢宰 총리 앞으로 서신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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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盧泰愚 대통령: 全斗煥 前대통령

과 간접대화를 갖고 全 씨가 사과하고
모든 재산헌납·은둔조치를 취하면
즉각 사면조치를 단행키로 합의
11.21 현대종합상사: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이라는 북한원산지가 그대로
표시된 모시조개 40㎏을 첫수입
11.23 全斗煥 前대통령, 자신의 재임
중 일어났던 비리를 시인·사과하고
재산일체를 국가에 헌납키로 발표
(설악산 백담사에서 은둔생활에 들
어가)
11.26 盧泰愚 대통령: 모든 잘못을 사죄
하고 참회의 길을 떠난 全斗煥 前 대
통령을 더이상 사법적으로 단죄하지
않겠으며 연내에 5공비리의 조속한
매듭과 함께 시국관련자의 전면석방
을 포함한 6개항의 민주화조치를 단
행하겠다고 밝혀
11.28 노동부: 1990년부터 근로기준법을
全사업장에 확대하는 등 9개항의 근
로복지종합시책 발표
12. 1 재무부: 1991년부터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설치를, 1992년부터 외국인의
국내직접증권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
키로
12. 2 내무부: 1989.1.1부터 대전시를 직
할시로 승격
12. 2 KAL機폭파범 金賢姬: 검찰신문에
서 1987년 11월 북한의 金正日로부터
친서지령을 받고 대남공작원 金勝一
과 함께 KAL 858기를 폭파한 혐의사
실을 모두 시인
12. 7 국회 광주특위: 鄭鎬溶 당시 특전
사령관·尹興禎 당시 전남북계엄분소
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광주민주화
운동 진압과정과 특전사 및 鄭 사령관
의 역할, 발포책임자 등에 관해 신문
(鄭 사령관은 발표명령에 절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
12.21 金裕淳 북한올림픽위원장: 19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에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하자고 金宗河 KOC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안
12.22 외무부: 1989년 1월 1일부터 해
외여행제한연령을 완전철폐한다고
발표
12.28 정부: 姜英勳 총리명의의 서한을
북한의 延亨默 총리에게 보내 쌍방 총
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당국
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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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제시(일본 기자클럽)

1989년

2.11 국무회의: 통일원 장관의 발급증

북한 金日成: 남북지도자급인사로
구성된 ‘남북정치협상회의’ 제의
1. 3 (주)대우: 북한의 금강산국제무역
개발공사와 교섭, 남북한 첫 직교역
으로 북한예술품 612점을 부산항으로
도입
1.11 북한: 럭키금성상사(홍콩 현지법
인)와 직접상담을 통해 한국산TV 5만
대 주문
1.16 延亨默 북한 총리: 姜英勳 총리의
남북고위급 당국자회담제의 수락하고
예비회담개최 제의
1.17 제445차 군사정전위 본회의 개최
(휴전 36년 만에 판문점에서 비공개로
열려)
1.18 현대종합상사: 북한측으로부터 트
롤어선·바지선 건조 수주
1.21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재야운동
권의 통합단체) 발족
1.21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 許 錟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초
청으로 남북한의 전반적인 경제협력
논의를 위해 북한 방문(~2.7; 금강산
공동개발 및 시베리아개발에 남북한
이 공동으로 참여키로 합의)
1.23 李宣基 무역공사 사장: 블라디미
르 골라노프 소련 상공회의소 부회장
과 영사업무까지 수행할 무역사무소
를 서울과 모스크바에 상호개설키로
합의
1.27 검찰, 張世東 前 안기부장을 직권
남용혐의로 구속
1.28 趙 淳 부총리: 북방정책과 관련 蔡
喜正 북한 합영공업부장과 남북한경
제각료회의 개최(스위스 다보스)
1.30 상공부: 현대종합상사의 점퍼와
북한의 수산물에 대한 남북구상무역
허가
1.31 검찰: 5공비리와 관련 全敬煥 前
새마을본부장 등 47명 구속, 李源祚
前 은행감독원장 등 29명을 불구속하
는 등 5공비리수사결과 발표
2. 1 효성물산: 북한산 무연탄 2만t을
직항로 교역으로 남포에서 인천항으
로 도입
2. 1 정부: 헝가리와 국교 수립(공산권
국가로는 처음)
2. 1 金泳三 민주당 총재: 한반도통일
의 중간단계로 ‘국가연합’형태의 통일

명서로 북한을 왕래하는 등 ‘남북교류
특별법’ 의결
2.13 제446차 남북군사정전위 본회의
개최
2.16 교육정책자문회의(대통령 직속)
발족
2.16 대학생 등 100여 명: 광주 미국문
화원 습격, 화염병 던져
2.20 개기월식(오후 10시 34분부터 3시
간44분 동안)
2.25 조승군·김은철 북한 유학생 2명:
체코에서 정치적 망명을 요청, 김포공
항 통해 입국
2.27 盧泰愚 대통령: 부시 미국 대통령
과의 정상회담(서울)에서 한·미 안
보협력강화 합의(평화를 위해 주한미
군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국회연설서
밝혀)
2.27 정부·민정당: 광주사태·삼청교
육·해직공무원 등에 대한 보상법안
국회에 제출
3. 3 경기도경: 남북한범민족대회회담
과 관련된 白基玩·桂勳梯 등 全民聯
관계자 16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3. 4 국회 노동위: 근로자의 주당노동
시간을 44시간제로 하고 1990.10.1부터
실시키로
3.16 서 울 지 하 철 노 조 총 파 업 돌 입
(~3.23)
3.25 한국은행: 1988년도 1인당GNP
12.2％ 증가한 4천40달러로 발표
3.26 文益煥 목사: 베이징을 경유 평양
에 도착, 金日成과 회담, 4.13 김포공
항을 통해 귀국 (공안합수부에 체포됨)
4. 3 한국·소련: 해운항로개설 합의
4.10 공안합수부: 좌경서적을 출판·판
매해온 전국 출판사·서점을 수색, 좌
경이념서적 1만191권 압수
4.11 공안합수부: 李富榮 전민련 공동
의장을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구
속
4.19 서울대생: 당국의 민중항쟁운동탄
압에 항의, 동맹휴업 결의(4.27~5.1)
4.27 정부: 분당·일산에 각각 540만
평·460만 평 등 18만 가구의 아파트
및 주택을 건설키로
4.28 경남도경·부산시경 산하 경찰관
3천400여 명: 부산 동부경찰서에서 경
찰간부가 국회의원으로부터 뺨을 맞

1. 1

은데 항의, 집단사표 제출
부산 동의대학생들: 경찰이 피랍
전경을 구출 중 학교건물에 방화(경찰
7명 사망)
5.11 한·미 통상실무협상: 외국인투자
및 국산화분야 타결, 농산물추가개방
에는 합의 못봐
5.14 전교협: 서울·釜山 등 전국 10개
지역서 교원노조발기인대회 강행
5.16 油公: 중국산원유의 장기공급계약
체결(하루 1만3천 배럴)
5.19 정부·민정당: 5공청산을 광주피
해보상·盧大統領 특별담화·핵심인
사처리·全 前대통령국회증언 등 4단
계로 추진키로
5.25 국무회의: 21세기위원회 발족을 위
한 규정안 의결(통일 등 4개 분과위원
회 구성키로; 6월 2일 발족)
6.13 金泳三 민주당 총재: 6일 모스크
바에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許 錟 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방미
중 기자회견에서 밝혀
6.13 정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지침 발표
6.15 국무회의: 최저임금법시행령을 개
정, 최저임금제 적용범위를 10인 이상
전산업으로 확대
6.27 안기부: 평민당 徐敬元 의원이
1988년 8월 19일부터 2박3일 간 밀입
북해 金日成·許 錟 등과 회담한 사
실을 밝혀내고 徐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로 구속
6.29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한국외국어대 불어과 4년 林秀卿(여)
을 평양축전 남한대학생대표로 파견
했다고 밝혀
6.30 국회: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무
기연기 결정
6.30 대검찰청: 평양축전에 대표를 파
견하고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적극 동조해 온 전대협을 이적단체로
규정
7. 4 한국에너지연구소 張仁順·朴珍
浩 박사팀: 세계에서 6번째로 경수로
型원자로의 핵연료를 만드는 재변환
공정기술 개발
7. 4 任鍾哲 전대협 의장·全文煥 平
壤祝典준비위원장: 전대협과 북한조
선학생위원회의 공동명의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촉진을 위한 공동선
언문 초안 발표
5. 3

7.18 서울형사지법: 全斗煥 前 대통령

9.27 남북적십자사: 남북적십자회담 실

경호실장 張世東 피고인에게 대통령
경호실법 및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를
인정, 징역 10월·자격정지 1년 선고
7.18 영화배우 姜受延: 제16회 모스크
바 국제영화제에서 林權澤 감독의 ‘아
제아제바라아제’로 최우수 여우주연
상 수상
7.26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대협대
표자격으로 평양축전에 참가한 林秀
卿의 귀환에 동행하도록 文奎鉉 신부
를 평양에 파견했다고 발표
7.26 서울시교위: 전교조가입 공립
초·중·고 교사 485명을 8월 1일자
로 직위해제
7.27 KAL기: 리비아 트리폴리공항에 착
륙중 추락, 탑승자 199명 중 사망·실
종 80명, 부상 119명
8. 3 소련 적십자사: 韓赤에 전문을 보
내 사할린 동포문제를 일본 등 제3국
을 거치지 않고 양국 적십자사가 직접
협의하자고 제의
8.14 극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
은?’(裵鏞均 감독): 제42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스위스)에서 대상 수상
8.15 盧泰愚 대통령: 북한에 대남테
러·적화노선을 포기하고 북한동포에
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
조하고 통일에 이르는 과정은 자주·
평화·민주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통일 3대원칙 제시
8.31 동아건설: 단일공사로는 세계 최
대규모인 53억 달러의 리비아 제2차
대수로공사 수주
9. 7 東國大生들: 북한의 대표적 혁명
가극 ‘피바다’ 공연(경찰; 교내에 병력
을 투입해 강제해산)
9. 9 李相朝(소련 거주) 북한 前 인민군
부총참모장: 6.25는 金日成이 도발했
다고 고향방문차 일시입국 중 밝혀
9.14 일본 每日新聞: 朴哲彦 정무제1
장관이 6월 30일 판문점을 통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에 들어가 7월 1일
세계청년학생제전(평양) 개회식에 참
석하고 許 錟 노동당 정치국원과 회담
했다고 보도
9.25 사할린동포 39명: 한민족체전에
참가하는 在蘇교포선수단 146명과 함
께 입국
9.26 제70회 전국체전·세계한민족체
육대회 개막(~10.1)

무접촉(판문점)에서 제11차 적십자본회
담 개최문제 및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교환문제 협의(북한측의
文益煥·林秀卿·文奎鉉 석방문제
연계로 진전없이 끝나)
10. 2 세계 한민족이산가족대회 개막(장
충체육관; 북한출신 연예인 등 1만3천
여 명 참석)
10. 4 제44차 세계성체대회 개막(올림픽
공원; 공산국가 등 100여 개국 참가)
10. 7 한국 양궁대표팀: 제6회 아시아양
궁대회서 종합우승
10. 7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10. 9 한국: 제9차 남극조약특별협의회
(파리)에서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
지위 획득
10.10 정부: ‘서해안시대’ 본격개발을 위
해 서해안개발대상사업을 확정(2000
년까지 126개 사업을 시행키로 확정)
10.11 항공우주연구소 발족(大德)
10.12 상공부: 항공기 등 7개 업종을 첨
단산업으로 설정, 효율적인 지원책을
내용으로 하는 첨단산업발전 5개년계
획 확정
10.13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 소련
방문후 회견에서 현대그룹은 소련의
연해주 스베틀라야지역의 삼림과 석탄
을 공동개발키로 하고 소련의 수리조
선소에 기술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혀
10.13 전기통신공사: 22개국 37개 통신
주관청회의 참가(밴쿠버), 태평양해저
광통신케이블(TPC―4)건설 및 유지보
수계약서에 공동서명
10.15 제주-日本 나가사키 간 초고속 여
객선 취항
10.16 제3차 남북적실무접촉: 12월 8일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을
상호교환키로 합의
10.27 정부: 제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
의회에서 경희대 등이 신청한 남북학
술교류를 위한 북한접촉신청 등 3건
승인
10.28 한국축구대표팀: 1990월드컵축구
대회(이탈리아) 아시아지역예선전(싱
가포르)서 본선진출 확정
11. 1 제24차 아·태의원연맹(APU) 총회
(서울): 한반도통일 위한 북한의 성의
촉구
11.14 정부: 천도교가 1990년 4월 창도일
에 북한의 천도교 교직자를 초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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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신청한 북한 천도교측과의 접촉
요청 승인
11.23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시대 四天
王寺址에서 처음 흙으로 구운 土塔이
발굴됐다고 밝혀
11.23 정부: 고려대가 북한대학생을 초
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한 북한주
민접촉 승인
12. 1 한국·프랑스: 1992년 구주공동체
(EC)의 경제통합 후에도 EC역외국가
에 대해 수입규제를 강화하지 않도록
하는 공동성명 채택
12. 7 국토통일원: 북한변호사들을 초청
하고 아·태변호사협회 가입을 권고
하기 위해 신청한 북한측 변호사와의
접촉을 승인
12.12 정부: 1990년 2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회에 북한 기독교간부들을 초청하
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KNCC가 신
청한 고기준 북한기독교도연맹 서기
장과의 접촉을 승인
12.13 정부: 2000년대 초까지 고도정보
사회구현을 통해 선진복지국가를 달
성하기 위한 ‘정보사회종합대책’ 발표
12.15 盧泰愚 대통령: 야3당 총재와의
회담에서 5공비리청산문제를 타결하
고 정국의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공
동노력키로 하는 등 11개항에 합의
12.18 국회 법사위: 호주상속제도를 호
주승계제도로 바꾸고 호주권과 남녀
불평등조항을 대폭 삭제하는 민법개
정안 확정
12.20 정부: 차세대전투기구매 및 공동
생산계획인 FX사업의 기종을 미국 맥
도널 더글러스사의 FA18기로 확정
12.28 현대그룹: 소련 연해주 스베틀라야
지역의 삼림개발계약을 소련과 체결
12.29 외무부: 1989년 6월 말 현재 해외
국민수는 227만2천912명으로 밝혀

1990년
서울-파리간 KAL여객기 시베리아
영공 첫 통과
1.22 盧泰愚 대통령·金泳三 민주당
총재·金鍾泌 공화당 총재: 3당통합
을 선언
1.29 국방부: 주한미국공군의 대구·광
주·수원기지 철수를 골자로 한 주한
미공군 기능통합 및 기지재조정계획
발표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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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모국방문 2진 120명
50년 만에 방문
2. 9 민정·민주·공화당: 3당합당 의
결(盧泰愚 대통령·金泳三 총재·金
鍾泌 총재를 최고위원으로 선출)
2.15 정부: 한전·통신공사·외환은
행·국민은행·기업은행·국정교과
서·한국기술개발·한국감정원 등 8
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기로 결정
2.17 교통부: 대한항공과 소련 아에로
플로트사는 서울-모스크바 간 정기항
공로개설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
2.21 외무부: 모스크바주재 영사처 개
설을 발표
2.22 국무회의: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할
남북협력기금법 의결
3. 8 韓弼聖·弼花 남매: 분단 40년 만
에 일본 삿포로 지토세(千歲)공항에서
상봉
3.12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 시베
리아 내륙가스田을 소련과 합작개발
키로 합의했다고 밝혀
3.14 제455차 군사정전위(판문점): 제4
땅굴의 공동조사문제 논의(북측; ‘남침
위해 판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굴
착을 시인)
3.24 소련 막심 고리키호: 국제관광선
으로는 처음으로 인천항에 입항
3.27 대한항공 여객기: 정기항공편으로
는 처음 모스크바 기착(3.30 소련 국영
여객기 김포공항에 도착)
4. 1 일본 외무성: 재일한국인3세에 대
한 영주권 부여키로
4. 2 북한 유학생 남명철·박철진: 소
련에 유학 중 한국에 귀순
4. 7 고흥-제주간 해저통신광케이블망
개통
4.20 스미르노프 소련 역사학자: 6.25전
쟁은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일어났다
고 밝혀
4.30 崔浩中 외무장관: 방한 중인 나카
야마 다로 일본 외상과 재일한국인 교
포3세 이하의 지문날인제철폐에 합의
했다고 발표
5. 9 민자당: 전당대회에서 盧泰愚 대
통령을 총재에, 金泳三·金鍾泌·朴
泰俊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선출
5.12 權正達 前 민정당 사무총장: 1980
년 언론인해직문제를 주도했으며 언
론통폐합은 許文道 씨가 관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
2. 8

5.17 교통부: 수도권 신공항입지를 영

종도로 확정
일본 노동성: 태평양전쟁 중 강제
징용된 한국인수는 66만7천684명이
라고 밝혀
6. 5 盧泰愚 대통령: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사상 첫 정상회담(샌프란시
스코;한·소 간 조속한 수교에 합의하
고 적당한 시기에 상호 교환방문키로
합의)
6. 8 대한항공 여객기: 중동노선 중
국의 상하이·쿤밍영공을 이용 첫
운행
6.14 정부: 새 민영TV방송을 허용하는
등의 방송개편안 발표
6.28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 사할
린가스를 북한을 통해 도입키로 소련
과 합의했다고 밝혀
6.29 盧泰愚 대통령: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북한을 통한 운송수단과 물자반
입을 무제한 허용한다고 밝혀
6.30 정부: 朴承緖 대한변협회장 등 5
명의 북한주민접촉신청을 각각 승인
7.10 전기통신공사: 홍콩-일본으로 이
어지는 H-J-K해저광케이블 개통
7.14 민자당: 방송관계법·국군조직법
개정안·광주보상법 등 26개 안건 기
습통과
7.24 전기통신공사: 한국이 소련 시베
리아횡단 광케이블공사에 참여키로
협정을 맺었다고 밝혀
7.26 남북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문제
에 따른 일시·의제 등과 관련된 19개
항의 최종합의서에 서명
8. 2 정부: 소련과 철강, 전자, 가스 등
경제협력을 협의키로 합의(모스크바)
8. 4 각 시·군·구청: ‘8·15민족대교
류’ 방문증명서 발급(~8.8, 신청자 6
만1천354명)
8. 7 일본 정부: 盧泰愚 대통령의 요청
에 따라 7만9천여 명의 한국인 강제연
행자명부 발표
8. 8 북한 중앙통신: 작가 黃晳暎씨가
범민족대회남측추진본부 대표자격으
로 입북했다고 보도
8.16 문화재관리국: 경기도 파주군 파
평면 금파리 임진강변에서 한반도 최
고로 추정되는 구석기시대의 야외석
기제작장 발견
9. 4 姜英勳 총리: 延亨默 북한 총리와
남북한 첫 총리회담 개최(서울)
6. 4

9.12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경기도 고양

군 지도읍 신평리 행주대교 부근 한강
제방 터져, 지도·일산·원당·화전
등 침수
9.21 녹십자사: 세계 최초로 유행성
출혈열 예방백신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
9.30 金元卓선수: 베이징아시안게임 남
자마라톤서 2시간12분56초로 금메달
획득
10. 1 崔浩中 외무장관: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과의 회담(유엔)에서 대
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키로 합의하고
공동성명 발표(韓·蘇국교수립)
10. 4 국군보안사령부 근무 尹錫洋 이
병: 보안사는 사회저명인사 1천300여
명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정치사찰 및
동향파악을 하고 있다고 폭로
10.10 남북한영화제 개막(~14일, 뉴욕)
10.12 鄭東星 체육부 장관: 金裕淳 북한
올림픽위원장과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남북단일팀구성에 원칙 합
의(평양)
10.16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한국측대표
단(수석대표 姜英勳 총리) 평양 도착;
제3차회담을 12월 11~14일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
10.21 남북통일축구 북측선수단: 판문점
을 통과해 서울 도착(23일 제2차 친선
경기 가져)
10.25 유공: 첫 소련산 원유 10만8천 배
럴을 울산항으로 도입
10.27 담배인삼공사: 처음으로 소련과
담배 500만 갑 수출계약 체결
10.30 1990서울국제무역박람회 개막(한
국종합전시장, ~11.5)
11. 6 한국·소련 직통전화(4회선) 개통
11.26 제15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서울)
개최(재일 한국인 1·2세에 대해서도
지문제도를 철폐키로 합의)
12. 9 남북 90년송년통일전통음악회 공
연(예술의 전당; 10일 국립극장서 2차
합동공연. 12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위
한 특별공연(국립극장)
12.13 盧泰愚 대통령: 소련을 공식방문;
14일 ‘모스크바선언’ 발표
12.15 국회: 지방자치법·지방의회선거
법·지방자치단체선거법 등 지자제관
계 3개법안 의결
12.21 한국전기연구소: 국내 최초로 자
기부상열차 개발

1991년
1.22 한국: 현금차관 10억 달러 등 3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자금을 3년에
걸쳐 소련에 제공키로
2. 6 국회: 軍수송단의 걸프지역파견안
통과
2.22 정부: 軍수송단 2진 280명 걸프전
파견
3.11 일본: 제2차 日·北韓수교회담(도
쿄)에서 북한의 배상청구권 거부
4.10 제47차 유엔亞·太경제사회이사
회(ESCAP)총회: ‘서울선언’을 채택하
고 폐막
4.19 고르바초프 대통령: 소련 국가원
수로는 처음으로 한국(제주도) 방문
4.27 IPU 한국대표단: IPU총회(평양) 참
석 위해 판문점 통해 입북
5. 7 한국 오로라탐험대(대장 許永浩):
세계 11번째로 북극점탐험에 성공
5.18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 소련
칼미크자치공화국 유전을 공동개발키
로 합의했다고 발표
5.31 일본 共同통신: 1943년 3월 현재
일본에 강제연행된 한국인수는 약 28
만3천 명에 달했다고 일본 외무성 극
비문서를 인용보도
7. 1 정부: 1996년까지 외국인투자를
완전개방하고 내국인해외투자도 50만
달러까지 자유화하는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안 확정
7.27 한국 선박: 호남산 쌀 5천t을 싣고
북한 라진항을 향해 목포항 출항
8. 7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 개막(강원
도 고성;130개국 2만여 명 참가)
9.18 유엔 총회: 남북한 유엔가입안 만
장일치로 의결
9.18 金大中 민주당 공동대표: 고르바
초프와의 회담(모스크바)에서 韓·蘇
경협방안 논의
9.19 합참·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군
이 담당해 오던 판문점구역 경비임
무를 10월1일부터 한국군이 인수키로
합의
10.23 남북 총리: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평양) 1차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화
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 3개 안건을
하나로 묶어 단일합의서를 채택키로
합의
11. 8 盧泰愚 대통령: 한국에서의 핵무
기와 화학생물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선언하고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조처
를 취할 것을 촉구
11.30 文鮮明 통일교 교주: 金日成 북한
주석과 면담키 위해 朴普熙 세계일보
사장과 함께 입북
12. 9 새 民放 서울TV방송(SBS) 개국
12. 9 외무부: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에 151번째 회원국이 됐다고 발표
12.13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대표들: ‘화
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
서’ 서명(서울)
12.31 남북한: 핵관련 제3차 대표접촉을
판문점에서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

1992년
1.22 韓·美: 북한이 받아들여야 할 국

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시한설
정에 합의
2. 2 정부: 남북직교역에 대비 쌍방이
각각 ‘국적선’을 이용한 물자교역에
합의
2. 8 남북한: 두만강개발회담 실무접촉
에서 라진·선봉지구개발에 공동보조
키로 합의
2.18 鄭元植 총리: 延亨默 북한 총리와
의 회담(평양)에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등 합의서의 문본을 교
환·발효(2.20 鄭 총리; 金日成 주석
예방)
3.24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4.10 정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협상과 관련,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
물을 개방한다는 내용의 ‘UR농산물협
상이행계획서’를 GATT에 제출
5.18 남북한: 판문점연락사무소와 군
사·경제교류협력·사회문화교류협
력공동위 등 4개 실천기구를 공식
발족
6.10 한 스 블 릭 스 국 제 원 자 력 기 구
(IAEA) 사무총장: 북한 녕변에 핵처리
시설물이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 북한핵사찰 결과를 이사국에 보고
7. 7 통일원: 1955년부터 북한에 납치돼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납북자는 278
명이라고 밝혀
8. 9 黃永祚: 바르셀로나 올림픽서 마
라톤 우승
8.11 한국 최초의 과학위성 ‘우리별1호’
발사에 성공(프랑스領 기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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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남북한고위급회담: ①쌍방재외공

관 간 협의진행 ②국제무대에서의 상
호비방·중상금지 ③재외동포의 민족
적 권리와 이익보호 ④평화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선
언의 이행 등 4개항에 합의
8.24 李相玉 외무장관: 錢其琛 중국 외
교부장과 양국정부의 외교관계수립
등 6개항의 공동성명 발표(베이징)
9.17 남북고위급회담(평양): 화해·불가
침·교류·협력 등 3개 분야 부속합
의서 발효(공동발표문도 채택)
9.29 盧泰愚 대통령: 장쩌민 중국 총서
기와의 회담(베이징)에서 ‘남북한핵사
찰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해소
된다면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과 수교
하는데 협조하고 북한에 경제협력을
제공할 용의도 있다’고 밝혀
10.12 해군: 우리기술진이 건조한 국내
최초의 잠수함 李阡艦(1200t급) 진수
11. 2 한국은행, 8월 말 현재 우리 나라
의 총외채는 426억1천만 달러로 집계
11.19 盧泰愚 대통령: 옐친 러시아 대통
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 남북상호사찰이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는데 합의
12.18 제14대 대통령선거 실시(金泳三
후보 당선)

1993년
1.14 한국통신: 신경망연구팀이 사람의

뇌세포에 해당하는 연결고리 13만5천
개를 갖는 고집적신경망칩(뉴로칩)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혀
2.25 金泳三 제14대 대통령에 취임
3. 4 의학협회: ‘뇌사에 관한 선언’ 선포
식을 갖고 뇌사를 공식인정
3.10 정부: 非전향장기수 李仁模를 북
송키로 확정,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19일)
3.11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노동쟁의를
금지한 노동쟁의조정법은 헌법불합치
라고 결정
3.28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 구포역 입
구서 지반붕괴로 전복(68명 사망, 123
명 중경상)
5.10 여성 에베레스트등정대(池賢玉 대
장외 2명), 한국 최초로 해발 8천848m
정상 정복
5.13 金泳三 대통령: 12·12사태의 성격
을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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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라고 규정
5.30 南北韓발해유적발굴조사단: 최초

의 공동발굴조사 중 한국측 조사단은
러시아 연해주 발해시원지에서 발해
가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한 우리 민족
국가임을 입증하는 봉황과 연꽃문양
의 수막새기와발굴에 성공
6. 4 당국: ‘과학1호’로켓 서해안에서 발
사(96초 동안 오존층 측정)
6.29 정부: 육군 상록수부대를 소말리
아평화유지군(PKO)으로 파병
7.19 鄭昇和 前 육참총장 등 22명:
12·12사태와 관련 全斗煥·盧泰愚
前 대통령 등 34명을 반란 및 내란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
7.26 아시아나항공 733편 보잉737기:
승객과 승무원 등 106명을 태우고 서
울을 출발 목포공항에 착륙하려다 기
상악화로 전남 해남군 화원면 마천부
락 앞산에 추락(66명 사망)
7.29 헌법재판소: 1985년 全斗煥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단행된 국제그룹해체
는 부당한 공권력행사라며 위헌 결정
8. 6 대전엑스포93 개막( ‘새로운 도약
에의 길’ 주제; 108개국, 33개 국제기
구 참가)
8. 7 국내 두 번째 잠수함 崔茂宣號 진
수(대우옥포조선소)
8.12 金泳三 대통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긴급재정경제
명령’을 발동하고 이날부터 실시한다
고 발표
8.20 정부: 경부고속철도의 차종을 프
랑스 알스톰社의 TGV로 확정
9. 1 과학관측로켓: ‘과학2호’발사에 성
공(충남 서해안)
9.12 그레그 前 한국주재 미국대사: 金
大中납치사건은 납치범들이 金 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저질렀으며 한국정
부가 직접 개입됐기 때문에 당시 미국
정부는 朴正熙 대통령에게 구명을 요
청했다고 밝혀
9.26 우리별2호 발사에 성공(프랑스領
기아나 쿠루기지)
10.10 전북 부안 앞바다 해상에서 승
객 270여 명 태운 서해훼리호 침몰로
268명 사망·실종
10.14 영화 ‘서편제’ 제1회 상하이국제영
화제에서 감독상 및 여우주연상 차지
11.11 서울대 의대 朴聖會 교수팀: 백혈
병을 유발하는 혈액면역세포의 표면

항원당단백질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발표
12.22 국립부여박물관: 충남 부여군 능
산리에서 1천400여 년 전의 국보급
金銅製향로인 ‘金銅龍鳳蓬萊山香爐’
발굴

1994년
大入본고사 14년 만에 부활(서울
대와 연·고대 등서 일제히 치러)
1.11 한국남극점탐험대(許永浩 등 4명):
1천400여㎞를 걸어서 44일 만에 남극
점 정복에 성공
1.14 정부: 전국 50개 구역의 종합유선
방송국 허가대상법인 최종선정·발표
1.24 국내 최대 간척사업 始華지구방조
제 5천190만 평 최종 물막이공사 성공
2.18 정부: 75개 公기업민영화 확정
(1994년 47개, 1995년 5개, 나머지는
1997년까지)
2.26 미국·북한: 3월 1일 북한핵사찰
수용(3.21 제네바서 美·北고위급회담
을 개최키로 합의)
3. 4 국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
법, 정치자금법개정안, 지방자치법개
정안 등 정치관계 3개 법안 처리
3.10 한국통신 통신케이블 화재(종로5
가-동대문역 사이 지하 5m에 묻혀있
는 케이블이 손상돼 전국의 통신·방
송·은행온라인 전산망 두절)
3.19 朴英洙 북측단장: 제8차 남북한
실무접촉에서 북한핵에 대한 국제제
재에 강력히 반발하며 ‘전쟁이 일어
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극언
3.21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
북한의 핵사찰거부를 유엔 안보리에
통고하는 결의안 채택
3.28 金泳三 대통령: 장쩌민 중국 주석
과 정상회담(베이징)
4. 4 정부: 애국지사 徐載弼 박사와 田
明雲 의사의 유해를 미국에서 봉환해
국립묘지 英顯奉安館에 안치
4.12 李鍾協 서울대 화학공학과 교수:
세라믹을 이용해 폐수로부터 중금속
을 분리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4.18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경부고속
철도 차량형식을 프랑스 알스톰社의
TGV로 확정했다고 발표
4.18 제43차 아·태관광협회(PATA) 총
회 개막(서울)
1. 6

4.29 韓·러시아 국방장관: 북한핵저지

12.10 정부: 남북경협활성화조치에 따라

에 협력키로 하고 향후 2년 간 군고
위인사들의 상호방문 등을 골자로 한
‘1994~95 군사교류양해각서’에 서명
5.17 국제원자력기구사찰단: 북한핵사
찰을 실시키 위해 평양 도착
6. 2 러시아: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
부문서 300여 종의 사본을 한국정부
에 전달
6. 2 金泳三 대통령: 옐친 러시아 대통
령과의 회담(모스크바)에서 양국은 동
반자관계로 접어들었음을 공동선언을
통해 천명
6. 8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한은 영
변원자로의 핵연료제거작업을 사실상
완료함으로써 핵사찰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밝혀
6.28 南北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金泳三 대통령이 7월25~27일 평양을
방문하고 金日成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
7. 8 미국·북한: 제3단계 고위급회담
개최(제네바; 미국은 先핵투명성 요구
하고 북한은 일괄타결 주장)
7. 9 평양방송: 북한 주석 金日成 사망
(8일) 보도
7.20 정부: 6.25전쟁은 북한 金日成이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과 공
모해 도발한 침략전쟁이었음이 소련
의 비밀외교문서를 통해 확인
9.14 대법원: 용공이적성향의 표현물이
라도 학문연구목적으로 이를 읽거나
소지했다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
9.23 제38차 국제원자력기구 연차총회:
북한에 대해 核안전협정 전면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10.21 성수대교 중간 5번·6번 교각상판
50m 가량 붕괴(사망 32명, 17명 부상)
10.21 미국·북한: 양국 간에 타결된 북
한핵문제해결에 관한 기본합의문에
서명(제네바)
10.24 안기부: 6.25당시 참전했다 포로로
잡혀 납북된 趙昌浩씨(64)가 43년 만
에 북한을 탈출, 해상에서 표류 중 수
산청이 구출했다고 발표
10.29 국무회의: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개정수락안 의결
12. 5 정부: 1995년부터 개인의 외화보유
를 완전자유화하는 등 외환개혁안 발표

삼성, 럭키금성 등 6개 기업 방북 승인
12.16 국회: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
준동의안 가결

1995년
한국통신: CATV 전송망 개통(18개
구역 2만여 가입자 시험방송 시청)
1. 9 정부: 부동산실명제를 7월 1일부
터 실시키로 확정발표(실명전환기간
1996년 6월까지)
2.26 정부: 한국은 3월 3일 세계은행
(IBRD)차관을 33년 만에 졸업하게 된
다고 밝혀
3. 1 케이블TV 20개 채널 본방송 개시
3. 4 외무부: 정부는 유엔의 요청시 국
군부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평화유지 상비체제에 참여키로 했다
고 밝혀
3. 9 韓·美·日대표: 한반도에너지개
발기구(KEDO) 설립협정 서명식을 갖
고 공식 출범시켜
3.23 李孝桂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러시아 나홋카지역에 100만 평의 한
국기업전용공단을 조성하는 내용의
기본합의서를 현지 행정위원장과
체결
3.28 국방부: 국내기술로 개발해온 단
거리지대공미사일(K－SAM) ‘天馬’ 시
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혀
4. 5 한국은행: 1994년 말 현재 우리나
라 총외채는 573억 달러로 발표
4. 8 한국표준형경수로 울진3호기(100
만㎾급)의 원자로 완공
4.28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발생(사망·실종 100여 명)
5.19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5.30 남북한·중국·러시아·몽골: 두
만강경제특구개발을 위한 3개 협정에
가서명
6.23 정부: (주)대우의 남포공단 경공업
공장가동을 위해 對북한 투자송금액
512만 달러 허용
6.29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 붕괴(사
망·실종 458명, 부상 307명)
7.23 유조선 시프린스호(8만여t의 원유
적재): 전남 여천군 해상에서 좌초(최
악의 해양오염사고 발생)
8. 5 정부: 한국 최초의 무궁화위성을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1. 5

발사에 성공(발사과정에서 1단계로켓
의 성능이상으로 예정됐던 천이궤도
진입에 실패, 10일 임시원형궤도진입
에 성공)
8.21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소재 경기
여자기술학원 기숙사에서 수용생활에
불만을 품은 원생들이 탈출을 위해 방
화(37명 사망, 16명 중경상)
12. 3 검찰: 검찰소환에 거부한 全斗煥
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안양
교도소에 수감)
12. 5 대검찰청: 盧泰愚 前 대통령의 비
자금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재
임 중 재벌총수 등으로부터 2천358억
9천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盧 씨를 구속기소
12.15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북
한과 對北경수로공급을 위한 협정에
서명(워싱턴)
12.19 국회: ‘12·12’ 및 ‘5·18’ 관련자처
벌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
한 특별법안’ 의결
12.21 대법원: 노사 간 임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쟁의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

1996년
정부: 라면·고추장·소시지·우
유 등 54개 농수산가공식품과 밀·옥
수수·소고기·돼지고기, 각종 과일
등 146개 국산농산물에 96년부터 원
산지표시제 실시키로
1.12 검찰: 全斗煥 前 대통령 비자금사
건수사결과 발표(全 씨가 재임 중 거
둔 자금총액은 9천500억 원대에 이른
다고 밝히고, 그 중 2천159억 원은 뇌
물로 밝혀내)
1.13 외무부, 잠비아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3등서기관 현성일의 부인 최수
봉 씨가 1월 7일 한국대사관에 망명해
왔다며 잠비아 정부가 보호하고 있다
고 밝혀
1.14 무궁화2호 위성 발사(미국 케이프
커내버럴 공군기지)에 성공
1.23 검찰: 5.18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全斗煥·盧泰愚 두 전직대통령을 내
란 및 군사반란혐의로 추가 기소)
1.23 검찰: 19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
합은 全斗煥 前 대통령의 지시를 받
은 盧泰愚 당시 보안사령관 주도로 이
루어졌다고 발표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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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과 중국 산둥성 칭다오
를 잇는 총길이 549㎞의 해저광케이
블 개통
2.25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에
서 1955년 이후 지금까지 강제납북된
것으로 확인된 남한인은 3천738명으
로 그 중 3천296명만이 송환되고 아
직 442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
로 밝혀
2.26 유럽연합(EU): 한반도에너지개발
기구(KEDO)에 625만 달러를 지원키로
결의
2.27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북
한 신포지역에 대한 4차례 부지조사
를 토대로 경수로부지를 최종 결정
2.28 제6회 용평국제스키대회 개막(강
원도 평창군, 18개국 90여 명 출전)
3. 1 한국·중국: 부산베이징, 제주상하
이, 제주베이징, 서울하이난다오 간 4
개 항공노선을 신설키로 합의
3.26 교육부: 1997년부터 전문대 및 기능
대 졸업생들도 산업학사학위취득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2차교육개혁안 발표
4. 4 북한: 조선인민군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임무를 포기한
다고 선언
4.11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4.27 통일원: 삼성전자·태창·대우전
자 등 3개 기업이 신청한 1천920만 달
러규모의 대북투자사업을 승인했다고
발표
5.23 국방부: 북한 공군소속 이철수 대
위가 미그19기를 몰고 귀순해 왔다고
밝혀
5.31 FIFA: 2002년 월드컵 한·일공동
개최 결정
6.17 정부: 1998년까지 증권, 은행의 설
립을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하고 2000
년부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완전
폐지키로
6.22 교육부: 1997년부터 예·체능계 우
수학생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유학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7. 6 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
원국으로 가입 확정
7.10 북한·KEDO: 양측 간에 가서명된
통신의정서 등 3개 의정서에 공식서명
8. 5 서울지검 특수부: 全斗煥·盧泰愚
두 전직대통령에 각각 사형과 무기징
역을 구형
2. 9

718

l

연표

동아건설: 단일공사로는 세계 최
대 규모인 리비아 대수로(1천670㎞)공
사 通水式 거행(트리폴리)
9.10 배타적경제수역(EEZ)법 발효(이에
따라 약 33만㎢의 주변해역에 대한 독
점적 이용권 확보)
9.14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무
역정책포럼회: 아·태경제협력체
(APEC)가 2020년까지 전세계적인 무
역자유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자간무
역협상을 주도해야 한다는 ‘서울선언
문’ 채택
9.18 국방부: 오전 2시께 강원도 강릉해
안 5㎞지점 해상에서 좌초된 북한잠
수정 1정을 발견, 전군에 경계령을 내
리고 무장간첩수색에 나섰다고 발표
(11명 자폭,1명 생포)
10. 1 최덕근 블라디보스토크주재 영사:
현지 숙소인 아파트 계단에서 정체불
명의 괴한으로부터 피습당해 현장에
서 사망
10. 7 대전시 유성구 소재 충남방적 대
전공장 화재(피해액 120여억 원)
10.11 한·미: 양국 간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교섭 타결
10.1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의
가입을 승인, 회원국으로 초청(OECD
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10.19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의 효시
인 영광원자력발전소 3, 4호기 준공·
가동식 및 5, 6호기 기공식
10.21 서울국제에어쇼96 개막(~27일,
성남 서울공항)
11. 5 국무회의: 탈북주민들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북한탈출주민의 보
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결
12.10 정부: 1997년부터 상급단체의 복수
노조를 허용하고 1999년부터 교원의
단결권과 제한적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안 의결
12.16 서울고법 형사1부: 12·12 및 5·18
사건 항소심에서 全斗煥 前대통령에
게 무기징역, 盧泰愚 前대통령에게 징
역 17년을 각각 선고
9. 1

1997년
대한무역투자진흥회사, 우리나라
의 1996년 교역규모는 2천800억 달
러(수출 1천298억 달러, 수입 1천502
억 달러)로 세계 12위권을 고수했다고
밝혀

1. 7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북
한; 대북경수로사업서비스 및 부지의
정서에 서명(뉴욕)
1. 8 통계청, 우리나라 인구는 1월 1일
현재 4천575만7천 명으로 발표
1.19 정부 고위관계자, “정부는 올 상반
기중 사할린교포 100명을 선정해 영
주귀국시킬 방침”이며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첫 영주귀국”이라고 밝혀
1.24 1997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
개막
2. 1 정부합동조사단: 남극 세종과학기
지에 대한 지원방안 및 제2남극기지
건설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남극
으로 향발
2.12 외무부: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
가 베이징소재 중국주재 한국총영사
관으로 찾아와 한국으로의 망명을 신
청해 왔다고 발표
2.19 한국일 본타 이완 등 아시아 9개
국을 연결하는 아·태해저광케이블
(APCN) 개통
2.19 중국: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는
북한의 납치주장과는 달리 자신의 자
유의사로 베이징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망명을 요청한 것이라고 확인
2.28 은행감독원: 1996년 말 15개 시중
은행의 부실여신은 2조1천56억 원, 10
개 지방은행의 부실여신은 3천383억
원으로 각각 집계
3. 5 한·미: 4자회담 공동설명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긴장완화 및 신뢰
구축, 식량원조제공 등 남북경협문제
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본입장을 북한
에 전달
3.14 정부: 경상수지적자에 따른 외환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중
장기 해외차입을 전면자유화하고 기
업의 해외주식연계증권 발행한도도
폐지키로
3.18 외무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
서와 김덕홍 전 여광무역총사장이 베
이징체류 35일 만에 제3국(필리핀)에
도착했다고 공식발표
3.30 금융개혁위원회: 금융산업개편을
위해 18개 단기개혁과제를 최종 확정
4. 1 금융연구원: 원화의 평가절하지속,
높은 통화증가율, 외환보유액감소 등
모든 구성지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
어 국가위험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육박해 있다고 밝혀
1. 8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1996년 말
총외채는 1천45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혀
4.17 대법원: 12·12 및 5·18사건과 전
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 비자금사
건 상고심에서 전 씨에 대해 무기징
역, 노 씨에 대해 징역 17년형을 각각
확정
4.29 정부: 건설교통부가 국토개발연구
원의 용역을 거쳐 마련한 ‘제2차 수도
권정비계획’ 발표
5. 8 세계보건기구, 한국에 국제백신연
구소(IVI) 설립협정 비준동의안 가결
5.10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개막
(9개국 출전)
5.29 공보처: 케이블TV 2차종합유선방
송국(SO) 8개 도 23개 권역의 사업자
를 선정발표
6.17 국무회의: 러시아와의 인적교류
및 왕래급증에 따라 러시아인의 국내
범죄를 사전예방하고 수사체제를 확
립하기 위해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조
약안’ 의결
7. 3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12·12사
건 관련 재심관련 선고공판에서 “정승
화 씨 가 당시 김재규 전중앙정보부장
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방조했다는 증
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7. 8 국무회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의결
7.15 울산시 광역시로 승격
7.16 헌법재판소: 동성동본 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해
“이 조항은 헌법상 결혼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8. 5 남북한·미국·중국: 4자회담 본
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뉴욕)에서
본회담의 절차문제를 5개항으로 나누
어 순차적으로 토의키로 합의
8. 6 승객과 승무원 254명을 태운 대한
항공 747여객기가 괌공항 인근 산악지
역에 추락(사고대책본부, 추락사고 생
존자는 29명이라고 발표)
8. 8 울릉도 독도박물관 개관(삼성문화
재단 건립)
8.15 金泳三 대통령: 광복절 경축식에
서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4대원칙으
로 ①무력포기 ②상호존중 ③신뢰구
축 ④상호협력을 제시
8.1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북한, 함
4. 2

경남도 신포·금호지구에서 대북경수
로사업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
8.26 미국 국무부 대변인: 장승길 이집
트주재 대사와 그의 형인 파리무역대
표부의 장승호 참사관이 미국측에 “망
명을 요청해 이를 허용했다”고 밝혀
8.29 재정경제원: 정부는 국내금융기관
의 대외채무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
을 하겠다고 대외에 공식선언
9. 3 통상산업부·한국전력: 국내 두
번째 가압중수로형 원전인 시설용량
70만㎾급 월성2호기 준공식 거행
9.19 법무부: 현행 父系혈통주의를 폐지
하고 부모 兩系혈통주의를 골자로 한
국적법개정안 마련
9.26 제2차 아·태경제협력체 인력장관
회의: 역내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들
을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서울)
10.27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와 공동
으로 ‘천마’ 미사일개발을 마치고 공개
시험발사에 성공
11. 4 국무회의: 종전의 부계혈통주의에
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하는 것
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 의결
11.10 산업은행 등 25개 채권은행: 기아
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에 2천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지원한도를 설정하는
등 이들 2개 업체와 협력업체에 총 1
조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최종 확정
11.14 국회 보건복지위: 지역의료보험조
합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
의료보험법’ 제정안 의결
11.20 국가안전기획부: 북한 사회문화부
소속 직파간첩 최정남·강연정 부부
를 검거·조사한 결과 서울대 사회학
과 고영복 교수와 서울지하철공사 동
작설비분소장 심정웅 등 심의 일가족
3명으로 구성된 고정간첩망을 적발하
고 수사결과 발표
11.21 임창렬 재정경제원 장관: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에 우선 200억 달
러의 구제금융지원을 공식요청했다고
밝혀
11.22 金泳三 대통령, 현재의 경제난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참으로 송
구스러울 뿐”이라고 말하고 “오늘의
경제적 난국을 이겨내기 위해 정부의

노력에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
12. 2 정부: 국제통화기금 긴급자금지
원을 위한 IMF 실무협의단 간의 협상
타결
12. 3 정부·국제통화기금(IMF): IMF 직
접지원자금과 미국, 일본 등의 협조융
자를 포함해 총 550억 달러의 긴급자
금지원에 합의
12. 3 아시아개발은행: 국제금융기금의
대한금융지원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에
40억 달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혀
12. 4 국제통화기금: 한국의 경제위기극
복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에 걸쳐 210
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대한금융지원
패키지합의안을 공식승인했다고 발표
12.10 임창렬 재정경제원 장관: 사실상
부도상태에 놓인 대한, 중앙, 신한, 나
라, 한화 등 5개 종금사에 업무를 정지
시키고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50％
로 대폭 확대키로 하는 금융시장안정
대책 발표
12.19 중앙선관위: 국민회의 김대중 대
통령후보를 제15대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총유효 투표 2천564만2천438표
의 40.3％인 1천32만6천275표 획득)
12.22 정부: 12·12 및 5·18 사건과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에 연루돼 수감 중
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함
한 19명을 특별사면조치로 석방

1998년
재정경제원: 1997년 11월 말 현재
우리 나라의 실질 총외채는 1천569억
달러로 연말기준환율 1천415.20원으로
계산하면 222조449억 원으로 밝혀
1. 8 도쿄신문: 일본 정부는 1965년 체
결된 현재의 한·일어업협정을 폐기
키로 결정했다고 보도
1.14 국무회의: 구조조정과정에 있는
금융산업부터 우선적으로 정리해고를
도입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20 노·사·정: 기업구조조정과 고
용조정(정리해고) 법제화조치 등 노·
사·정위 37개 의제를 일괄타결키로
합의하고 이를 포함한 5개항의 공동
선언문 발표
1.21 국회: 150억 달러 규모의 ‘한국은
행 및 외국환은행의 외화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
1. 2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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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재정경제원: 한화종합금융 등 10개

12.15 金大中 대통령: 트란 둑 루옹 베트

12.21 한국 항공우주연구소: 국내우주산

종합금융사를 1차로 폐쇄키로 결정
2. 6 金大中 대통령당선자: 30대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배주주에
의한 사실상의 기업지배구조를 청산
키로 하는 등 재계개혁을 위한 5개항
에 합의
2.25 탈북·귀순자 강철환: 미국 상원
증언에서 “북한 내에는 현재 약 20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며 최소한의 인권마저 유린당
하고 있는 북한내 인권상황개선을 위
해 미국 의회가 문제를 제기해줄 것을
촉구
4.10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국
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
사, 은행감독원 등 4개 금융감독기관,
증권거래소에 대한 구조조정작업을
단행키로 했다고 밝혀
4.27 金大中 대통령: ①국민적 주인의
식 함양 ②경제의 전면적 구조개혁 ③
노동의 유연성과 권익보장 ④정부산
하 全공기업의 고효율운영 실현 ⑤바
르게 살려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실
현 등 행정의 5대지표 제시
5.26 국무회의: 수배된 범죄인을 상호
인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정
부 간 범죄인인도조약안 의결
6.16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 북한
에 제공할 소 500마리를 실은 트럭과
함께 판문점을 통해 방북
6.28 금융감독위원회: 대동·동남·동
화·경기·충청은행 등 5개 은행을 은
행구조조정의 1차퇴출대상으로 확정
7. 6 여야: 외국국적을 취득했거나 해외
에서 활동 중인 국내과학기술자들의
국내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적법상
금지돼 있는 이중국적을 허용키로
8. 4 현대그룹: 북한과 금강산 유람선
관광사업을 위한 합영회사설립계약
체결
9.25 한·일: 신어업협정체결협상 타결
한국·중국: 선린우호협력단
11.13
계에서 ‘21세기 협력동반자’관계로 격
상시켜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을 추진
한다는 12개항의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11.23 정부: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으로
분리·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체계를
2000년부터 통합하는 등 ‘제1차 사회
보장장기발전계획’ 확정

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하노이)에
서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관계발전을 위
해 노력키로 합의
12.31 금융감독위원회: 제일은행을 미국
의 대형투자기관인 뉴브리지캐피탈 투
자컨소시엄에 매각했다고 밝혀(국내금
융사상 최초로 국내은행의 해외매각)

업의 초석이 될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
랑1호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성공리에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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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1999년
한국·일본: 어업협정 전면이행을
위한 실무당국자 간 회의에서 쟁점현
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협상을
타결
2.24 사할린거주 동포 60명: 대한적십
자사 주선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영구
귀국
3. 9 국가정보원: “휴전 이후 북한에 납
치돼 현재까지 억류 중인 납북자는
454명, 생존이 확인된 미송환 국군포
로는 231명’이라고 발표
3.16 미국·북한: 금창리시설에 대한
복수현장방문과 양국의 정치·경제관
계개선 등을 골자로 한 합의문(워싱턴)
공식발표
4.23 국내 최초의 종합파생상품거래
소인 한국선물거래소(Korea Future
Exchange) 개장
5.10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을 실
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의약분업합
의문 발표
6.30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
원 화재로 소망유치원생 19명과 뉴월
드 유치원생 등 모두 23명이 숨지고 3
명이 부상
9. 5 무궁화위성 3호 남미 프랑스령 기
아나 쿠루위성발사기지에서 성공적으
로 발사
9. 8 金大中 대통령: 기업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8월의 정·재계 간담회에
서 합의된 재벌개혁 7개 실천사항을
이행하는 등 기업구조개혁을 가속화
하기로 합의(8개항의 합의문 발표)
9.28 국회: ‘국군부대 동티모르 다국적
군파견동의안’가결
10.15 서울NGO(비정부기구) 세계대회:
NGO의 국제적 연대와 조직강화, 유엔
의 역할강화 등을 촉구하는 ‘서울선언’
채택
2. 5

2000년
1.15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2000’

에서 “북한이 현재까지 송환하지 않고
있는 억류자는 454명인 것으로 집계
됐다”고 밝혀
1.28 정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 중 268명의 명단
을 확보하고 이들의 국내연고자를 추
적, 확인 중”이라고 밝혀
2. 5 서울행정법원: “대통령의 사면권
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
는 행위이며 ‘통치행위’이므로 사면권
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
2.19 해양수산부: 해상용 위성항법보
정시스템(DGPS) 기준국을 1999년 서
해권 2개소에 설치한데 이어 올해 동
해권 및 남해권 6개소에 설치한다고
밝혀
3. 2 북한 해군사령부: 서해북방한계선
(NLL)을 유령선으로 규정하면서 서해
에는 북한이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
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
3. 8 한국통신: 아시아·유럽 63개국
92개 사업자가 참여해 3년여 동안 건
설한 세계최장의 해저광케이블 ‘제7국
제해저케이블(SEA-ME-WE3)’이 9일
본격가동된다고 밝혀
3. 9 金大中 대통령: “한국은 북한이 경
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며 한반도
냉전구조해체와 항구적인 평화 및 남
북 간 화해·협력을 위한 ‘베를린선언’
발표
3.23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 서해해
상 군사분계선확정에 대한 후속조치
로 6개항의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
하고 서해5도 출입은 지정된 수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공표
4.13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4.21 윌리엄 글라이스틴 前 주한미국대
사: 1980년 5·18 광주항쟁진압은 당
시 全斗煥 장군이 결정하고 崔圭夏
대통령이 재가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혀
4.27 헌법재판소: 과외금지를 규정한
현행 법률은 “자녀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
5.16 한국·러시아: 국방장관회담(모스
크바)에서 군대 및 군용 항공기·함정
의 상대국 영공·영해침범 등 군사관
련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양국 군당국
이 신속하고 평화적으로 사고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위험한 군사행동방지협
정’을 맺기로 합의
5.26 북한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
공연(민간 소년예술단으로는 분단 후
처음)
6. 4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개막(잠실
실내체육관)
6.14 金大中 대통령: 金正日 북한 국
방위원장과 남북 간 화해 및 통일, 긴
장완화와 평화정착, 이산가족상봉, 경
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
협력 등 4개 사항에 합의
6.21 金大中 대통령: 남북정상 간의
6.15선언은 “평양선언은 합의문이나
공동성명보다 높은 최고 단계의 외교
문서”라며 “민족적 차원에서 적극적으
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론을 통일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6.22 趙成台 국방장관：“현재 북한 내
국군포로 숫자를 1만9천여 명으로 추
정하고 있으며 귀환국군포로 등의 증
언을 통해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국군
포로는 312명”이라고 밝혀
6.30 남북 적십자회담대표: ‘남북이산
가족방문단교환과 면회소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송환에 관한 합의서’에
공식 서명
7. 7 제1회 아·태경제협력체(APEC) 관
광장관회의 폐막(서울; 향후 실천과제
를 담은 ‘APEC 관광헌장 서울선언문’
발표)
7.25 한국방송공사(KBS): 북한 민족화
해협의회와 베이징회담에서 9월 KBS
취재진이 북한을 방문, ‘2000년 한민
족특별기획,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공
동제작해 백두산에서 생방송키로 합
의했다고 밝혀
7.26 李廷彬 외교통상부장관: 白南淳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방콕)에서 “쌍
방은 남북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대외관계와 국제무대에서도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7.29 제1차 남북 장관급회담 북측대표

단 서울 도착(全今鎭 내각 책임참사
등 25명)
8.11 남북언론인들: ①통일과 민족단합
에 도움이 되는 언론활동전개 ②비방
중상중지 ③언론분야 교류협력추진
④남북언론접촉창구마련 ⑤북측언론
기관대표의 서울방문 등을 주내용으
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평양)
8.24 정부: 남북경협의 통로역할을 할
경의선철도 복원과 함께 인력·물자
이동이 자유로운 도로연결을 추진키
로 하는 경의선 철도·도로 건설계획
발표
9. 2 정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
한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판문점 중립
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을 거쳐 북측지
역으로 송환
9.14 林東源 대통령특별보좌관: 金容淳
북한 노동당 비서와의 회담(서울)에서
올해안으로 모든 이산가족의 생사확
인작업이 완료되고, 생존사실이 확인
된 이산가족부터 남북 간 편지교환이
가능하게 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과
장관급회담 합의의 구체적인 실천방
안에 합의하는 공동보도문 발표
9.22 在日조총련동포 1차 고향방문단
63명 입국
9.25 趙成台 국방장관: 金鎰喆 북한
인민무력부장과의 회담(서귀포)에서
남북한은 경의선철도 복원 및 문산개성 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협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군사실무위원
회’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구성키
로 합의
10.10 한국·러시아: 나홋카공단 조성,
이르쿠츠크 가스전개발 등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한·러 에
너지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경제공동위
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키로 합의
10.13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金大中 대
통령이 한국 및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북한과
의 평화와 화해를 증진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다고 발표
10.20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ASEM 회원국과 북한 간 관계개선, 남
북 및 북·미관계 진전환영 등 5개항
을 담은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
언’ 채택
10.22 대한항공 조종사들 사상 초유의
파업에 돌입

10.23 노·사·정위원회: 현행 週44시간

의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
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문 채택
10.31 제55차 유엔총회: 남북한의 대화
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총회결의안
채택
11. 3 정부·은행권: 287개 부실징후기업
을 대상으로 퇴출·지원여부(신용위험)
를 평가한 결과 회생가능성이 없는 삼
성상용차를 비롯한 52개사를 청산·법
정관리·매각·합병키로 했다고 밝혀
11.11 남북한: 2차 남북경협실무접촉(평
양)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
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분야
에 대해 일괄타결하고 이들 4개 합의
서에 가서명
12.10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2.28 한국·미국: 양국 간 최대 쟁점의
하나로 부상했던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개정협상 타결

2001년
1.12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노근리사

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 “미국민을 대
신해 1950년 7월 말 노근리에서 한국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혀
1.17 정부: ①남북화해협력 증진 ②평
화체제기반구축 ③확고한 안보태세
등을 새해 통일·안보정책의 3대 기
본방향으로 설정
1.31 남북: 300명 규모의 이산가족간
서신을 교환하고 4월 3~5일 제4차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6
개항의 합의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
발표
2. 8 남북한: 제5차 남북 군사실무회담
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 철
도·도로 연결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41개항의 ‘DMZ 공동규칙안’ 합의
3. 9 金大中 대통령: 북한으로부터 제
네바합의준수, 미사일문제해결, 무력
도발포기보장 등 세 가지를 받고, 북
한에 안전보장, 적정한 경제협력, 국
제사회진출 및 차관지원 등 세 가지
를 주는 ‘포괄적 상호주의’를 제시(워
싱턴)
3.13 정보통신부: 세계 5대 정보보호기
술강국진입을 위해 금년부터 2005년
까지 정보화촉진기금 1천913억 원, 민
간자금 864억 원 등 총 2천777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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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기
술개발 5개년계획’ 발표
3.29 21세기 동북아시아 중추공항을 목
표로 한 인천국제공항 개항
4.11 정보통신부: 해외IT홍보사절단 및
IT시장개척단파견 등에 330억 원을 투
입,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IT산업해외진출지원
종합계획’ 확정발표
5.22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2월
초안이 완성된 한국인의 몸에 서식하
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완전히 해독하는데 성공
했다고 밝혀
7.13 국회 특별위원회: 일본의 역사교
과서 왜곡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7.19 헌법재판소: 현행 ‘공직선거 및 선
거부정방지법’에 담긴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과 기탁금조항은 위헌이고, ‘1
인1표제’는 한정위헌이라고 결정
8. 9 금호생명과학연구소 최길주 박사
팀: 세계적으로 흰색, 붉은색, 보라색
밖에 없는 피튜니아 꽃을 연구해 독자
적인 유전자조작기술을 세계에서 처
음으로 개발, 주황색 피튜니아를 만들
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혀
8.28 문화관광부: ‘韓流’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중국 및 동남아의 문화시장
을 개척하는데 국가적인 지원체제를
갖추기로 하는 등 ‘韓流산업’육성책
발표
9.18 제 5 차 남 북 장 관 급 회 담 : 1 0 월
16~18일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교환
등 5항목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
도문 발표
10.25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선거구 획
정조항과 관련 “최대선거구와 최소선
거구간 인구편차가 3.88대1에 달하는
현행 선거구역표와 근거규정인 선거
법 25조는 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
11.13 한국통신: 12월 1일부터 전 세계 어
디서나 동영상을 전송하고 영상회의
를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통신 시범서
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혀
11.20 국무회의: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외과병원급 의료
지원단과 해·공군 수송지원단을 파
병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대테러전
쟁 파견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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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2002년
여성부: 여성정보통신(IT) 전문인
력양성과 공익적 성격의 여성전문포
털사이트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 ‘여성
정보화촉진기본계획’(2002~2006년)
발표
1.19 데니스 해스터트 미국 하원의장:
“북한은 미사일수출능력을 보유하
는 등 안정을 해치는 위협세력”이라
며 “黃長燁 前 북한 노동당 비서가 방
미해, 북한상황에 대해 증언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1.23 재정경제부: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2001년 12월 말 현재 155조3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혀
2.13 하이닉스반도체: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메모리부문 인수가격을
40억 달러 안팎으로 정하는데 합의,
매각협상을 사실상 타결
2.28 일제잔재청산 등을 위한 민족정기
를 세우는 의원모임: 광복회와 공동으
로 ‘친일반민족행위자’ 708명의 명단
발표
3. 5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
프): 다채널위성방송을 시작하면서 개
국기념식에서 ‘뉴미디어시대’의 개막
을 선포
3. 8 농촌진흥청: 벼출수기에 감염되면
수확량이 50% 이상 감소되는 벼흰잎
마름병균의 유전체염기서열분석에 성
공, 유전체 초안지도를 세계 최초로
완성했다고 밝혀
4. 6 林東源 대통령특보: 남북은 경의
선 철도 및 문산-개성 간 도로와 함께
동해선 철도·도로도 조속히 연결하
고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재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
4.10 D램익스체인지: 보고서에서 1·4
분기 전 세계 D램생산량 추정결과 한
국이 전 세계생산량의 51%를 차지해
2위인 미국의 2배가 넘는 시장점유율
을 기록했다고 밝혀
4.26 제1차 아·태경제협력체(APEC) 해
양장관회의: 아·태지역 해양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서울해양선언문’ 채택
5. 5 미국 듀크대 메디컬센터 김성욱
박사: 인체 내 대표적 산화·환원 스
위치단백질인 ‘옥시-R(OxyR)’의 스
1. 9

트레스감지 메커니즘과 이 단백질이
조절하고 있는 여러 유전자와 단백질
의 발현과정을 처음으로 규명했다고
밝혀
5.23 금융기관·전국금융산업노조: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키로
5.23 보건의료노조 산하 41개 병원 1만6
천400여 명 파업에 돌입
5.25 한국·일본: 한·일 정상회담 합
의에 따라 발족한 ‘한·일 역사공동연
구위원회’ 첫 회의 개최(서울)
5.26 林權澤 감독: 프랑스 제5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취화선’으로 감독상
수상
5.29 일본 참의원: 범죄자의 상호인도
를 의무화한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승인
6. 6 趙世衡 주일대사: 가와구치 요리
코 일본 외상과 범죄자 인도를 의무화
한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비준서 교
환(도쿄)
6.17 梁承澤 정보통신부 장관: “한국
은 산업화에는 뒤졌으나 통신망현대
화사업과 국가사회정보화정책을 추진
한 결과 세계 최고의 유·무선통신망
을 보유한 정보기술(IT)강국이 됐다”
고 강조
6.22 한국: 스페인 꺾고 4강 진출(월
드컵)
6.29 한국: 월드컵 對터키 3, 4위전에서
2-3으로 패배
8. 4 남북한: 실무대표접촉에서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북측이 참가키
로 하고 남측은 이에 편의를 보장하며
협력키로 하는 등 5개항 합의사항 공
동보도문 발표
8.26 박세리 선수:미국여자프로골프
(LPGA)투어 퍼스트유니온 벳시킹클래
식 최종 4라운드에서 우승
8.28 남북 실무접촉대표: 부산아시안게
임 개·폐막식에 양측 선수단이 동시
입장하고 북한 응원단의 인공기 사용
도 허용하는 등 모두 14개항에 걸친
공동합의문 작성(금강산)
8.30 남북한대표: 각자의 지역에서 경
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연결 착공
식을 동시에 갖기로 하고 14.2㎞를 잇
는 경의선 철도는 연말까지, 17.1㎞를
잇는 도로는 내년 봄까지 목표로 완공
하고 동해선 임시도로 1.5㎞도 11월 말
까지 연결키로 합의

중앙재해대책본부: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88명이 숨
지고 70명이 실종됐으며 도로·교량
274곳이 유실되는 등 재산피해액만 3
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혀
9. 5 정부: 2003년 7월 공공, 금융보험
업, 1천 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2006년 7월까지 30명 이상 모든 사업
장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내용
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표
9. 8 남북 적십자사: 이산가족면회소
를 금강산지역에 남북이 공동설치 운
영키로 하고, 6.25전쟁 당시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 확인문
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금강산)
9.12 주한유엔군사령부: 북한 인민군과
군사정전위원회(판문점)에서 동해선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DMZ) 공사관
리권을 유엔사가 남측에 이양하는 내
용의 합의문에 서명
9.13 정부: 태풍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지정여부 등을 심
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전국 일원’
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
9.15 남북한: 군사실무회담(판문점)에서
공동관리구역설정, 지뢰제거방법 등
을 규정한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
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군사보장합
의서 타결
9.18 정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
산역 인근 남방한계선 제2통문 앞과
강원도 고성군 송현리 통일전망대에
서 각각 경의선·동해선 연결착공식
거행
9.23 한국: 제10회 아시아청소년(17세 이
하) 축구선수권대회(아부다비) 결승에
서 예멘을 꺾고 우승(16년 만에 우승)
9.29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개막(44개
국 9천900여 명 참가)
10. 1 강원대 하권수 교수팀: “생명과학
분야의 차세대 핵심기술의 하나로 등
장하고 있는 새로운 단백질칩 분석기
술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혀
10.15 국무회의: 2003년 7월부터 2010년
까지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주5
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
준법 개정안 의결
10.23 서울시: 강북재개발사업 시범지구
로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왕십리뉴타
운’과 성북구 길음·정릉동의 ‘길음뉴
9. 2

타운’, 은평구 진관내·외동의 ‘은평뉴
타운’ 등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혀
11. 1 金大中 대통령: “10월 ‘전자조달시
스템’ 개통에 이어 오늘 또 하나의 전
자정부핵심과제가 완수됨으로써 우리
는 명실상부한 전자정부시대로 들어
서게 됐다”고 밝혀
11.12 제2차 민주주의공동체(CD) 국
가·국제기구: 인권 및 민주주의 감시
체제의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하는 ‘서
울행동계획’과 ‘反테러특별성명’ 채택
(서울)
11.14 국회: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등 특별혜
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
구역법안(재수정안) 가결
11.14 제7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57개
국 226편의 영화 출품)
11.28 헌법재판소: 찬양고무 누범자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사형으로 정한 국
가보안법 제13조는 헌법상 비례원칙
에 위배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
11.2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리 나라
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액체추진로켓
KSR-Ⅲ가 충남 서해상의 한 기지에
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발표
12. 1 국방부·유엔군사령부: 동해선 임
시도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객들의 비
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통과
절차를 정전협정의 틀 속에서 기존관
례처럼 간소화하기로 합의
12. 8 盧武鉉 민주당 대통령후보: 충청
권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 “임기 1년
내에 계획·수립·행정수도 입지선정
을 완료하겠다”고 밝혀
12. 8 남북: 개성공업지구와 남측지역
간에 통신·통관·검역에 합의하고
26~30일 개성공단건설 착공식을 갖
기로 하는 공동보도문 발표
12. 9 ㈜현대미포조선: 영국 BP해운社로
부터 수주금액이 PC선 단일규모로는
세계최대인 4만6천DWT급 PC선 12척
(옵션 6척 포함)을 3억3천만 달러에 수
주했다고 밝혀
12.19 盧武鉉 민주당 후보 제16대 대통
령에 당선
12.29 북한 외무성: 중유공급중단 등 일
방적 조치로 인해 제네바 기본합의문
이 사실상 파기됐으며 이로 인해 핵무
기비확산조약(NPT) 상의 ‘특수지위’ 마
저 위태롭게 됐다고 지적

2003년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
룹(TCOG)회의(워싱턴) 공동성명에서
북핵사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
다 “북한이 즉각적이고 검증가능한 방
법으로 핵무기개발계획을 완전히 폐
기해야 한다”고 밝혀
1. 9 여성부: 사이버홍보 등 3단계 전
략을 통해 현행 호주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는 ‘가
족별호적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
진키로 했다고 밝혀
1. 10 통일부: 금강산 육로관광, 일반게
임장 설치·운영, 자동차캠핑장 설
치·운영을 위해 현대아산이 제출한
협력사업 변경승인신청에 대해 관계부
처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혀
1. 13 외교통상부: 현재 중국 내 한국인수
감자 100여 명 중 28명이 마약사범이며
이중 6명이 사형판결을 받은 가운데 4
명은 2년 간 사형집행유예처분을 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혀
1.15 타이완 외교부: 25일부터 관광객
과 기업인 등 한국인들의 무비자입국
을 허용한다고 발표
1.21 프랑스 ‘국경없는 의사회(MSF)’: 중
국은 2002년 12월부터 중국 내 탈북주
민단속을 위한 ‘100일 작전’에 들어가
이미 3천200명을 북한으로 송환했다
고 밝혀
1.25 남북 대표단: 경의·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군사분계선(MDL)에서 각
각 남북방향으로 진행시켜 최대한 빠
른 시일 내에 연결시키기로 하는 등 5
개항의 합의서 채택(평양)
2. 1 盧武鉉 대통령당선자: 黨개혁문제
와 관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
에 대해 인적 청산반대 및 포용, 당정분
리견지, 국민참여 등 3대 방향 제시
2. 2 정부: 2002년 말 현재 에이즈감염
자는 남성 1천776명(88.4%), 여성 232
명(11.6%) 등 모두 2천8명으로 조사됐
다고 밝혀
2. 2 리종혁 북한 아태평화위 부위원
장: 현대의 2천235억 원 지원설과 관
련, “현대와 조선(북한) 아·태평화위
원회 간의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이를
6.15남북정상회담과 연계시키는 것은
불순한 모략”이라고 해명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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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현대상선 대북송금사건
과 남북정상회담관련 ‘대북 뒷거래의
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 제출
2. 7 한국: 일본 아오모리 동계아시안
게임 종합전적 2위 차지(금메달 10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0개)
2.10 대통령직인수위원회: 盧武鉉 대
통령당선자가 이끌 새 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로 확정
2.12 통일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
범 이후 2002년 말까지 이뤄진 남한
의 인도적인 대북지원액은 정부차원
2억7천208만 달러, 민간차원 1억9천
72만 달러 등 모두 4억6천280만 달러
로 밝혀
2.13 법무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
에 서명했다고 밝혀
2.15 金大中 대통령: 리카르도 라고
스 에스코바르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
담(서울)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FTA)이 양국 국회에서 조속히 비준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키로 합의 (한국·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2.16 鄭夢憲 현대그룹 회장: “7대 대북
사업대가로 북한에 5억 달러를 송금
했으며, 이것이 남북정상회담성사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본다”고 밝혀
2.18 오전 9시55분께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구내에서 진천에서 안심 방
향으로 운행하던 1079호 열차의 3호객
차에 40대 남자가 불이 붙은 기름통을
투척, 대형참사 발생
2.21 보건복지부: 2001년 우리 나라 여
성의 유방암이 癌발병 1위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발표
2.21 건교부: 올해 수도권 30만 가구를
포함, 전국에 주택 50만 가구를 건설
하는 등의 ‘2003년도 주택건설종합계
획’ 확정
2.22 서울지검, SK그룹 부당내부거래사
건 수사와 관련, 워커힐호텔 주식 맞
교환과 이면계약 등으로 계열사에 1천
800여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최
태원 SK(주) 회장을 구속수감
2.23 정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제’도입과 ‘장애인의무고용’확대
등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확정발표
2.23 제6차 이산가족상봉단 2진 99명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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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편으로 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
해 방북
2.25 盧武鉉 대통령 제16대 대통령에
공식취임( ‘참여정부’시대 개막)
2.26 국회: ‘대북비밀송금사건 진상규명
을 위한 특검법안’을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 *국회: ‘高 建 국무총리임
명동의안’ 가결
3. 1 북측종교인 60여 명: 남측종교인
평화회의 초청으로 서울 방문
3. 5 법무부: 국내불법체류 외국인수는
1993년 5만4천600명에서 2002년 12
월말 현재 28만9천239명으로 5배 이
상 증가했다고 발표
3. 7 부산지검 평검사들: 평검사회의에
서 康錦實 법무장관의 인사지침반대
와 검찰인사·예산권의 검찰총장 이
관을 촉구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건의서’ 채택
3.12 두산중공업 노사: 노조원 분신사
망으로 불거지며 계속된 사태를 해고
자 일부복직, 무계결근 50% 인정 등
내용에 합의하고 분규 63일 만에 타결
3.15 정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
밀송금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
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
3.19 건설교통부: 경기도 성남시 판교
의 280만 평에 주택 약 3만 가구·인
구 9만 명 수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판교신도시개발구상’ 발표
3.20 농림부: 돼지콜레라증세가 충남
보령·당진, 경남 김해, 경북 상주·경
주 등지에서 발견됐다고 밝혀
3.29 정부: 제주 4·3사건과 관련 단독
정부수립반대와 연계된 남로당 제주
도당의 무장봉기가 있었고, 진압과정
에서 주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됐다고
규정하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
서’ 채택
4. 1 교육인적자원부: 전국교직원노동
조합 등의 반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11일부터 전면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혀
4. 2 국회: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
견동의안 가결
4.25 북한: 베이징 북·미·중 3자회담
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시인
4.28 이라크 전후복구 지원임무 등을
맡은 서희·제마부대 1진 장병 326명
출국

4.28 박세리: 미국 조지아주 미국여자

프로골프(LPGA)투어 칙필A채리티챔
피언십에서 우승
5. 5 박지은: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
(LPGA) 투어 미켈톱라이트오픈에서
우승
5.16 민주당: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위한 신당추진모임’을 발족한데 이어
8월 창당준비위를 출범시키기로 하는
등 신당창당작업에 공식착수
5.21 제56차 세계보건총회(WHA): 세계
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 이종욱 박
사인준안 가결
5.2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회
의에서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차원에
서 북측에 차관방식으로 쌀 40만t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7개 항의 합의
문 채택
6.14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식
을 동·서 양쪽의 군사분계선(MDL)에
서 거행
6.17 宋斗煥 특별검사팀: ‘대북송금 의
혹사건’과 관련, 현대계열사 불법대출
및 ‘북송금’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박지
원 前 문화관광부 장관을 긴급체포
7. 4 국방부: “북한정권과 이를 추종하
는 북한군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부
단하게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적”이
라고 주적개념을 규정
7. 7 한·중 외무장관: 양국 간 민사·
상사사법공조조약에 서명(베이징)
7.16 金泳鎭 농림부 장관: 새만금사업
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
정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사의를 표명
7.22 盧武鉉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최
근 국회를 통과, 정부로 이송된 대북
송금 새 특검법공포안을 부결시킴으
로써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
7.31 국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법
안 가결
8.21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
(대구; 172개국, 7천180명 참가)
8.25 외교통상부: 정부는 하이닉스반도
체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상계관세
(34.8%)조치 최종 결정에 대해 세계무
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혀
8.28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서울)
9. 3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회
의: 金正日 국방위원장을 재추대
9.16 중앙재해대책본부: 한반도를 강타

한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사망·
실종자는 126명, 재산피해는 1조8천
540억 원으로 공식집계
9.29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
연구센터: 국내 최초의 천문·우주과
학실험용 위성인 ‘과학기술위성1호’(우
리별4호)가 인공위성연구센터 지상국
과의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혀
10. 6 현대아산이 자본을 투자하고 북측
이 기술력을 제공해 건설한 류경 鄭周
永체육관 개관(평양)
10.22 서울지검: 在獨 사회학자 宋斗律
교수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입, 특수탈출 및 회합통신혐의로 구속
수감
10.28 국무회의: 지난 40년 간 추진해온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
의결
11.10 국회: ‘盧武鉉 대통령 측근비리의
혹규명특검법’안 가결
12. 4 국회: 盧武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再議를 요청한 대통령측근비리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재의결,
법률로 확정
12. 8 국회 건설교통위: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의결

2004년
1.13 노무현 대통령: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등 ‘국가균형발전 3대특별법’
에 서명, “국가적 숙원사업이던 지방
화가 본격적으로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혀
1.16 한국·미국: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용산기지주둔
미군부대들이 이르면 2007년 한강이
남으로 완전히 이전키로 합의
1.29 서울고법: 새만금공사에 대해 집
행정지결정을 내린 1심법원의 결정은
부당하며 새만금공사를 중지할 경우
공공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
다며 1심결정을 취소
1.31 영화배급사 시네마서비스: 강우
석 감독의 영화 ‘실미도’가 전국관객수
827만 명을 동원, 한국영화사상 최다
관객기록을 세운 것으로 잠정집계
2. 6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 安風사건
공판에서 “내가 받은 것으로 공소사실
에 기재된 940억 원의 자금은 당시 신

한국당 총재였던 김영삼 대통령의 청
와대 집무실에서 사무총장자격으로
받은 돈”이라고 밝혀
2.13 국회: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
병동의안 가결
2.14 김기덕 감독: 제54회 베를린영화
제에서 ‘사마리아’로 경쟁부문 감독상
수상
2.26 국회 법사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
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가결
2.27 국회: 우리 나라 최초의 남극관련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결
2.28 남북한·미국·일본·중국·러시
아 대표단: 제2차 6자회담(댜오위타이)
폐막후 추가협의를 갖고 의장성명 채
택
3. 2 국회: 일제강점 하 친일반민족행
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가결
3. 2 한국과 칠레는 양국 간 자유무역
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쳤다는 내용의 외교서한을 교환
3. 9 한나라당·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현
직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처음)
3.10 재해대책위원회: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충남, 충북, 경북, 대전, 전북,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전국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키로 의결
3.12 국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
3.14 대법원: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피
해를 봤다며 매향리주민이 국가를 상
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
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
4. 1 철도청: 호남선·경부선열차를 운
행하는 등 고속철도 본격 상업운행
돌입
4.10 남북: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
의회 제4차 회의 합의서와 임진강수
해방지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공동
보도문 발표(개성)
4.15 제17대 총선투표 실시(전국 1만3천
167개 투표소)
4.19 김종필 자민련 총재: “국민의 선택
은 조건없이 수용해야 한다”며 총재직
사퇴 및 정계은퇴를 선언
4.21 신화통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
장이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비공식 방문, 핵문제를 평화적
으로 풀기 위한 6자회담을 지속키로
합의했다고 보도
4.22 남북: 청산결제거래를 기업 간 계
약방식으로 하고 청산결제한도를 3천
만 달러이내로 하는 12개항의 합의서
에 합의
4.22 중국 소식통들: 오후 1시께 북한
평안북도 룡천역에서 석유와 LP가스
를 실은 화물열차가 충돌하면서 대규
모 폭발이 일어나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다고 밝혀
4.24 정부: 북한 룡천역 열차폭발사고
와 관련, 대한적십자사를 창구로 100
만 달러 상당의 긴급구호 의약품과 물
품 등을 지원키로 결정
4.27 정부: 이라크 평화재건지원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6월 파병예정인 한국
군 자이툰부대의 주둔지를 아르빌로
잠정 결정
4.28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보호를 권
장하고 기록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
네스코直指세계기록유산상’ 제정
5.14 헌법재판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을 파
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
5.17 미국 국방부: 이라크 전투임무를
위해 주한미군 4천 명을 차출할 방침
임을 한국정부에 통보했다고 확인
5.22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프랑
스 칸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심사위
원대상을 차지
6. 4 남북한 군당국: 서해상에서 우발
적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군사신뢰구
축방안 합의(속초)
6. 6 미국측: 2005년 12월 말까지 이라
크 차출병력 3천600명을 포함해 모두
1만2천500명을 감축하겠다고 한국측
에 공식통보
6.23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 무장단체
에 납치된 가나무역 김선일의 피살과
관련, “우리는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
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
처해 나갈 결심”이라고 밝혀
6.25 통일부: 남북이 청산결제은행 간
실무접촉에서 이자계산, 청산결제업무
정리, 청산절차, 발효방법 등 청산결제
업무 전반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혀
6.30 한국토지공사·현대아산: 개성공
단시범단지(2만8천 평)에 대한 준공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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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중국 장쑤성 쑤저우 회의에서 북한과
중국이 신청한 고구려유적을 ‘세계문
화유산’에 각각 등재키로 결정
7.18 정부합동조사단: 14일 서해상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다 해군함정의 함포
사격을 받고 퇴각한 선박은 중국어선
이 아닌 북한경비정인 것으로 드러났
다고 밝혀
8.11 이해찬 총리: “신행정수도건설추
진위원회는 연기·공주를 신행정수도
입지로 결정했다”고 밝혀
9. 1 국방부 관계자: 6.25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발생한 양민학살과 軍內자살
사건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할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시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혀
9.11 서울중앙지검: 조동만 前 한솔 부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억 원
을 수수한 혐의로 김영삼 前대통령 차
남 현철 씨 구속수감
10.20 황우석 교수 등 국내합동연구팀:
복제배아줄기세포에 관한 연구와 관
련 복제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배양
해 이를 이용한 난치병을 치료하는 연
구를 재개하겠다고 발표
11.4 한국석유공사: 2002년 3월 착공한
울산 앞바다 동남쪽 58㎞ 해상의 ‘동
해-1가스전’(매장량 2천500억입방피
트) 생산시설을 완공해 본격적인 천연
가스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혀
11.17 한국축구: 2006독일월드컵 아시
아 최종예선 7조 최종전(서울)에서 몰
디브를 2-0으로 제압해 최종예선진출
확정
12.23 통일부: 탈북자정착금을 줄이는
탈북자수용정책 개선안 발표
12.29 국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
규명특별법 개정안’ 의결
12.30 정부: 쌀협상 최종결과를 공개하
면서 쌀관세화유예를 10년 간 추가연
장키로 결정했다고 발표
12.31 외교통상부: 동·서남아시아 지
진·해일로 인한 한국인피해는 사망
8명, 실종 10명, 소재 미확인 454명으
로 집계
7. 1

2005년
현금영수증제도 본격 실시
교육부총리에 이기준 전 서울대총
장 등 6개 부처 개각

1. 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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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공포, 부동산 등
록세율 2％로 인하, 與: 비상대책위원
장에 임채정 의원 추대
1. 6 감사원: 수능 휴대전화이용 부정
행위 관련 관리실태 특감 착수
1. 8 이기준 교육부총리 사퇴
1.10 대법원: 호주제 대체 ‘신분등록’ 방
안 마련, 제일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
행(SCB)에 매각
1.11 대우종합기계: 두산重에 매각
1.14 표준 단독주택 13만5천 가구 가격
첫 공시, 대법원: 김운용 국제올림픽위
원회(IOC) 부위원장 징역 2년 확정
1.16 親盧 외곽단체: ‘국민참여연대(국
참련)’ 출범
1.17 유태흥 전 대법원장: 마포대교서
투신
1.1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
위) 공식 출범
1.20 1974.8.15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
사건’ 전모 처음 공개
1.22 동계U대회: 한국쇼트트랙 전 종목
10개 금메달 싹쓸이
1.23 현대重: 세계최초 1만TEU급 울트
라 컨테이너선 건조
1.24 열린우리당: 새 원내대표에 정세
균 의원 선출
1.25 최순영 前신동아회장: 거액 외화
밀반출, 불법대출 혐의 징역7년 법정
구속
1.27 교육부총리에 김진표 前경제부
총리
1.28 국방백서: ‘주적’(主敵) 용어 10년
만에 삭제
1. 3 ‘항공기 소음발생’ 주민 피해배상
첫 확정판결
2. 4 ‘새만금 사업중지’ 행정소송 원고
승소
2.10 北: ‘핵무기 보유,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
2.13 삼성전자: 세계 최초 지상파DMB
노트북 상용화에 성공
2.14 한·미 북핵외교회담 개최
2.17 재경부: ‘2.17 수도권주택시장안정
대책’ 발표
2.23 전경련: 제44회 정기총회 강신호
현 회장 재선임
2.25 검찰: 서강대 입시부정 교수 2명
구속
2.26 한·미·일: 서울서 북핵 고위급
협의
1. 5

2.28 종합주가지수 5년 만에 종가기준

1,000 돌파, 교육부: 2004 수능부정
36명 ‘성적무효’ 대학 통보 ‘입학취소’
요구
3. 1 노무현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과거사 관련 ‘배상문제’ 발언,
한·일불교복지협회: 일제약탈 ‘북관
대첩비’ 100년 만에 반환 첫 협상 합의
3. 2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안’ 국회 통과, 서울가정법
원: 협의이혼 숙려·상담제 시범 실시
3. 3 추곡수매제도 폐지 양곡관리법 개
정안 국회 통과
3. 8 전국 신문사 494개 지국 불공정거
래행위 현장조사
3.10 북한 개성공단 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 표기 시작
3.11 SK㈜: 주총서 소버린과 표 대결,
경영권방어 성공
3.14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에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임명, 청와대: 대통령 직
속 국방발전자문위 신설
3.16 한전: 개성공단에 분단 후 처음으
로 전력공급 개시
3.17 국가안전보장회의: ‘대일 신독트
린’ 발표
3.18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공포
3.19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한
3.23 재경부: 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
회복 지원 방안 발표, 노무현 대통령
‘한일관계 관련 국민에게 드리는 글’
발표
3.26 전국 초·중·고교 토요휴무 첫
실시
3.28 방송위: 지상파DMB 사업자 6개
선정
3.31 정보통신부: 스팸전화 차단 ‘옵트
인(Opt-in) 제도’ 시행
4. 2 열린우리당 의장에 문희상 의원
선출
4. 4 김종빈 검찰총장 취임, 정부: 36개
부·처·청 직제개정, ‘정책홍보관리
실’ 설치
4. 5 양양 산불로 낙산사 대웅전 등 소실
4. 6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폐지안
권고
4.10 노무현 대통령: 쾰러 獨대통령과
정상회담
4.12 감사원: 러시아 유전투자의혹 관
련 김세호 차관 등 6명 검찰 수사요청
4.13 노무현 대통령: 슈뢰더 獨총리 정

상회담
4.16 노무현 대통령: 터키총리와 ‘크루

즈 미팅’, 행정도시 사업시행자에 한국
토지공사 선정, 한-싱가포르 FTA 최
종 협정문에 가서명
4.19 동아그룹 최원석 씨 등 대한통운
에 250억 배상판결
4.21 하이닉스반도체: ‘워크아웃 조기졸
업 안’ 채권단 결의 통과, 확정
4.26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최종 타결
4.30 42곳 재보궐선거 실시
5. 1 세계 최초 휴대전화이동휴대방송
위성DMB 첫 전파
5. 2 교육부: 2007년부터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발표
5. 8 노무현 대통령: 한·중 정상회담,
북핵 문제 논의
5. 9 노무현 대통령: 한·러 정상 단독
회동
5.11 北 외무성: 폐연료봉 인출 작업 완
료 발표
5.12 한덕수 부총리: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2007년 전면 확대 발표
5.14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창립 첫 워크숍 (~15)
5.16 사개추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확정 발표
5.20 황우석팀: 배아줄기세포 배양 첫
성공, 김운용: IOC 위원직 사임
5.21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
별세
5.22 황우석팀 논문 사이언스지 표지
게재
5.24 병역기피 목적 국적포기 불가능한
‘새 국적법’ 발효
5.25 지방 이전 공공기관 177개 확정
5.26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 통한
발전위원회’: 김형욱 실종사건 중간
발표
5.31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공식 출범
6. 1 日경비정: EEZ침범 한국어선 나포
시도로 韓경비정과 동해상 대치
6. 3 APEC 통상장관회의: ‘APEC 제주
성명’ 채택
6. 5 ‘코리안특급’ 박찬호(텍사스 레인
저스) 100승 달성
6. 9 대법원: ‘살인마’ 유영철 사형 최종
확정
6.11 노무현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6.14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귀국

6.15 6.15공동선언 5주년 기념 통일대

8.15 분단 후 北 화물선 제주해협 첫 통

축전
6.16 검찰: 분식회계·사기대출·외환
유출 혐의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
구속
6.17 방북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전격 면담
6.19 전방부대 GP서 총기난사 8명 사
망·2명 중상
6.20 노무현 대통령: 고이즈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
6.21 제15차 남북 장관급회담 서울 개최
6.24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안
확정 발표
6.29 서울 주요대학: ‘2008 입학전형 기
본계획’ 발표
6.30 헌재: ‘연합뉴스 국가기간통신사
지정’ 뉴스통신진흥법 합헌 결정
7. 1 주5일제 본격 시행
7. 3 삼성전자: 세계최초 풀HD방식
DLP TV 출시
7. 6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권한 절반
이상 내놓을 수 있다” 언명
7. 7 한노총: 노사정위 탈퇴
7. 8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확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무안·충주·원
주·무주 등 4곳 선정, 국기(國技) 태
권도 올림픽 잔류 결정
7.12 한국형 輕항공모함 ‘독도함’ 진수,
한국-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간 자유
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7.13 당뇨병 치료용 형질전환 복제돼지
첫 생산
7.15 ‘간첩 누명’ 함주명 씨 20여년 만
에 명예회복
7.17 남영동 보안분실 29년 만에 사라
져
7.18 분단 60년 만에 남북 간 광통신망
연결
7.21 대법: 여성도 종중회원 인정
7.22 남북 분단 60년 만에 민간 직통전
화 개통
7.28 제주 주민투표: 단일광역체제안
채택, 노무현 대통령: ‘한나라당 주도
대연정 구성’ 제안
8. 1 장정: 브리티시여자오픈골프 우승
8. 4 황우석팀: 개 복제 세계 첫 성공,
한국-싱가포르: FTA 서명
8. 5 남북: 경협·해운합의서 발효
8.10 서해 남북 ‘군사 핫라인’ 개통
8.12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 개소식

과, 민족대축전 북한 대표단: 국립현충
원 참배
8.17 민족대축전 북한 대표단: 청와대
예방,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8.22 상업목적 南선박 北항구에 첫 입
항
8.24 중앙행정기관 행정도시 이전안 최
종 확정
8.25 태안·영암·해남: 기업도시 추가
선정
8.26 개성 시범관광 실시
8.27 베트남전 외교문서 7천400쪽 공
개
8.29 민족문제硏·친일인명사전편찬
위: ‘친일인사’ 3천690명 발표
8.30 국산 첫 초음속기 ‘T-50’ 양산 1호
기 출고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발표
9. 3 ‘간첩누명’ 옥살이 함주명 씨에 국
가 거액보상
9. 5 군과거사위: 1차 조사대상 발표
9. 6 ‘댐 방류 유감’ 대북 전통문 발송
9. 7 노무현 대통령-박근혜 대표: 청와
대서 회담
9.10 한국-멕시코 정상회담: 형사사법
공동조약 등 서명
9.11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입적
9.15 노무현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9.27 전자어음 발행, 정부: 221조4천억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의결
9.28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직계존비속
까지 확대
10. 1 청계천 복원 후 첫 공식 개방
10. 3 최경주: 3년 만에 미국프로골프
(PGA)투어 우승, 상주시민운동장서 압
사사고 11명 사망·96명 부상
10.10 서울 세계화상대회 개막
10.11 국방개혁법안 군무회의서 의결,
검찰: ‘론스타 조세포탈’ 수사
10.12 천정배 법무장관: 강정구 교수 불
구속수사 지휘권 발동
10.14 인천공항 이용승객 1억 명 돌파
10.17 국산 배아줄기세포 세계 첫 특허
개가
10.18 서울에어쇼 2005 개막
10.19 중부권신당 창당 공식 선언, 화천
평화의 댐 18년 만에 준공
10.20 북관대첩비 100년 만에 일본서
귀국
10.23 북한 국방위 연형묵 부위원장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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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뉴스통신진흥회 출범..이사장에 이

창우 씨
10.26 부천원미갑·경기광주·대구동
을·울산북구 선거구 재선거
10.28 개성에 남북경협사무소 개소
11. 1 인터넷쇼핑 공인인증서 사용 의
무화
11. 2 남북: 2006년아시안게임·2008년
올림픽 단일팀 합의
11. 3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경주
선정
11. 4 호주제 대신할 ‘국적 및 가족관계
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1. 8 납북 동진호 선원: 18년 만에 가족
상봉
11.16 ‘람사총회’ 차기 개최지 경남 선정
11.17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48개 발표
11.18 부산 APEC 정상회의 개막
11.21 인터넷전화(VoIP) 시대 개막
11.22 국민연금·건강보험 소득등급
폐지
11.24 행정도시특별법 ‘합헌’ 결정, 황우
석 교수: 줄기세포허브 소장 사퇴
11.25 강릉 단오제: 유네스코 구전·무
형유산에 선정
12. 2 아파트 발코니확장 합법화, 국방
부: 베트남전 외교문서 공개
12. 4 MBC: PD수첩 취재윤리 대국민
사과
12. 5 수출입규모 첫 5천억 달러 돌파
12. 6 황우석교수 팬커뮤니티: ‘난자기
증’ 전달식
12. 7 “인혁당·민청학련사건, 권력자
요구로 결정·집행” <국정원진실위 발
표>, 공정거래위: 마이크로소프트(MS)
에 330억 원 과징금 부과
12. 8 북한인권 국제대회 서울서 개막
12.11 정부: KAL 조종사 파업에 긴급조
정권 발동
12.12 인혁당 사형집행 관련문서 공개
12.13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서명
12.14 검찰: 안기부·국정원 도청사건
수사결과 발표
12.23 과학기술부: 황우석 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 등 후속조치 표명

2006년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의사 천명
코스피지수: 증시 개장 50년 만에
1천400선 돌파, 방위사업청 공식 출범
1. 5 與: 정세균(丁世均) 당의장 선출
1. 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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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자 제럴드 섀튼 교수: 황
우석 배제 줄기세포 특허 먼저 신청
1. 9 한·미: 첫 쇠고기 협상 개시, 육·
해·공군 전력사업 250여 건 실수로
인터넷 유출
1.11 방위사업청: 군사기밀 170여 건
유출
1.13 국방부: 3월 1일부로 군사보호구역
6천523만 평 해지
1.14 이승엽: 요미우리 자이언츠 입단
계약 합의
1.15 한국·베트남: 첫 의회 협력합의
서 체결
1.17 중부권 신당 ‘국민중심당’ 창당..공
식 출범
1.18 서울대 의대 등 전문대학원 전환
결정, 6자회담 북·중·미 수석대표
베이징서 회동
1.23 뉴라이트 교사연합 발족, 도예종
씨 등 인혁당 관련자 16명 ‘민주화운
동’ 인정
1.24 광화문 광장 조성, 청와대 뒷산 개방
1.25 대구-부산 민자 고속도로 개통,
국정원 진실위: ‘동백림 사건’ 발표
1.26 전공노 민주노총 가입
1.27 감사원: 황우석 교수 전격 소환
조사
1.29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씨 타계
2. 2 한-미 FTA 본격 협상 돌입
2. 3 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 징역3년
선고
2. 4 검찰: 친일파 재산 환수 본격화
2. 5 韓日: DJ납치사건 정치적으로 매
듭..외교부 외교문서 191건 공개
2. 7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 사재
8천억 원 사회 환원, 국회: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항 신설
2.10 민주노동당: 새 대표 문성현 경남
도당위원장 선출
2.13 토리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안
현수 금메달
2.14 반기문 외교통상장관: 유엔 사무
총장 출마 선언, 故 최종길 교수 유족
손해배상 승소
2.15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합의, 시기만 미정”
2.18 열린우리당: 정동영 새 당의장 선출
2.19 토리노 동계올림픽: 한국쇼트트
랙 남·녀 금메달, 검찰: 황우석·김선
종·윤현수·이양한 등 ‘줄기세포 조
작핵심 4인’ 소환
1. 7

2.20 DJ측: ‘DJ 방북’ 6월로 연기 공식

발표
2.21 올해부터 초중고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휴교
2.22 ‘軍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교황청: 한국인 추기경 정진석 대주교
서임
2.23 토리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女
계주 올림픽 4연패
2.24 국내서도 AI 인체 감염 사례 첫
확인
2.26 한국: 토리노 동계올림픽 최종 7
위..금 6, 은 3, 동 2개
2.27 ‘여기자 성추행’ 한나라 최연희 사
무총장 당직 사퇴
3. 1 성폭행범 야간외출제한 첫 적용,
이해찬 총리: ‘3·1절 골프’..여·야 질
타 속 파문 확산
3. 3 숭례문 중앙통로 99년 만에 개방
3. 4 북한에서 체포 추정 북파공작원
41명 명단 공개
3. 5 영화 ‘왕의 남자’ 흥행 신기록..67
일 만에 1천175만 명 돌파
3. 6 노무현 대통령: 아프리카 이집
트·나이지리아·알제리 순방(~14
일),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시료조작’
지시 시인
3. 7 정부: 한국 영화 스크린쿼터 146일
서 73일로 축소
3. 8 정부: 일제 때 강제징용 사망자 1
인당 2천만 원 지원, LG필립스LCD: 세
계 최대 100인치 LCD패널 개발
3. 9 “황교수팀 스너피 체세포 복제 확
실”, 정부: 친일파 재산 환수작업 첫
가동
3.10 ‘피겨요정’ 김연아: 세계주니어피
겨선수권서 사상 첫 금메달, 나이지리
아에 20억 배럴 규모 유전개발 계약
체결
3.14 이해찬 총리: ‘3·1절 골프’ 관련,
사의 표명..노대통령 수용, 새 교육행
정정보시스템(NEIS) 개통, 월드베이스
볼클래식(WBC) 4강 진출
3.16 대법원: “새만금사업 계속 진행”
최종판결, 황우석 교수팀 체세포복제
연구 승인 취소
3.20 전두환 전 대통령 등 170명 서훈
취소, 서울대 징계위: 황우석 교수
파면
3.22 치매·당뇨 등 질환 유발 ‘실험생
쥐’ 개발

3.23 외환은행 매각 우선협상자 국민은

5.20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유세 중 피습

행 확정
3.24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한명
숙 의원 총리 지명, 정진석 추기경 공
식 서임
3.25 ‘개구리소년’ 사건 시효만료
3.29 강금실 전 법무장관: 서울시장 출
마 선언
4. 1 통합 신한은행 공식 출범..은행권
2위 부상
4. 3 검찰: 정몽구 회장 ‘비자금·탈세’
수사
4. 4 과총 등 과학계 대표 26명 방북..
‘민족과학기술학술대회’ 참석
4. 9 한·미·일 6자회담 대표: 일본 도
쿄 회동
4.10 민노총: ‘비정규직법 저지’ 연맹별
총파업
4.11 윤광웅 국방장관: “전시 작전통제
권 환수 시기 5년 후”
4.15 ‘한미 FTA저지’ 서울 대학로 대규
모 집회, 판교신도시 민간분양 수도권
1순위 700대1 육박
4.17 론스타: ‘1천억 원 기부’ 발표
4.18 정부: 일본 독도탐사 계획에 ‘나포
등 무력대응 불사’ 밝혀
4.19 정몽구 현대차회장 부자: 사재 1조
원 사회 헌납 발표, 국회: 첫 여성총리
한명숙 인준
4.24 북한: 김대중 전 대통령 6월 방북
수용
4.25 노무현 대통령: 한일관계 특별담
화 ‘조용한 외교 탈피’ 선언,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확정
4.27 이랜드: 까르푸 인수
4.28 정몽구 현대차 회장: 서울구치소
에 수감, 방송위: 경인민방 지배주주
영안모자 선정
5. 2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 강금
실 전 법무장관 확정
5. 3 법무부 인권국 출범
5. 5 평택 미군기지터 철조망 뚫려 군시위대 충돌
5. 9 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
국 선출
5.12 검찰: “맞춤형 줄기세포 없었다”
최종 수사발표, 한명숙 총리: 평택사태
대국민 호소문 발표
5.14 아난 유엔 사무총장 방한
5.17 남북: ‘김대중 전 대통령 6월 하순
3박4일 방북’ 합의

5.23 남북, 6·15행사 당국간 실무접촉

봉, 정몽구 회장: 61일 만에 보석 석방

5.25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현대

6.29 김영남 가족상봉, 납북·메구미

비자금’ 관련 법정구속, ㈜대우: 법원
에 파산 신청
5.26 ‘국보법 위반’ 강정구 교수 집행유
예 선고
5.31 제4회 동시 지방선거 투표 실시 6.
1 與: 5·31 지방선거 사상 최악 참
패.. 정동영 의장 사퇴
6. 2 대법원: 천성산 도롱뇽 소송 기각,
고속철 공사 재개
6. 4 북측: 열차 시험 운행 일방적 무산
통보
6. 6 한·미 FTA 협상: 노동·경쟁 분
야 통합협정문 마련
6. 7 나이지리아 한국 근로자 5명 무장
단체에 피랍
6. 9 한국 해군: 1천800t 규모의 214급
최신형 잠수함 ‘손원일함’ 진수식
6.10 열린우리당: 신임 의장에 김근태
전 최고위원 선임
6.11 나이지리아 피랍자 귀국, 정부: 북
한에 독일 월드컵 전 경기 위성중계
합의
6.12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 현
대차 그룹 비리 금품수수혐의 전 재경
부 국장 변양호 체포
6.14 6·15통일대축전 광주서 개막
6.16 노무현 대통령-김대중 전 대통령:
1년 만에 회동,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퇴임
6.17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100억 원
한도 특례보증
6.18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
책위원회: 대추리 집회 강행
6.19 17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임채
정 의원 선출, 제14차 이산가족상봉 시
작, 감사원: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감사결과 발표
6.21 김대중 전 대통령 6월 방북 연기
6.22 사상 최대 규모 급식사고 발생…
위탁급식업체 단속, 감사원: 사립학교
재정 운용과 직무실태 특감 결과 발표
6.23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들: ‘사후
장기기증’ 서약
6.25 제14차 이산가족 특별상봉..김영남
日 언론 취재거부 선언
6.27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리자오
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 베이징서
미사일 회동

6.28 납북 김영남-최계월씨 모자 첫 상

의혹 부인
서울대 출원 복제개 스너피 상표
권 최종 등록
7. 5 北: 대포동 2호 등 중·장거리 미
사일 시험발사, 全軍에 군사대비태세
강화 지시
7. 8 서울 곳곳 대규모 반FTA 집회
7.1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
협상 시작
7.11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부산서 개
막, 北 미사일 발사관련 日 대북 선제
공격론..한일관계 경색, 한나라당 제8
차 전당대회: 새 대표 최고위원 강재
섭 선출
7.13 남북장관급회담 결렬, 북측 대표
단 조기 귀환
7.14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제재
결의안 유엔 안보리 상정, 한·미 자
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 최종일
협상 무산, 15개 주한미군 기지 관리권
국방부로 전환
7.19 소양강댐 3년 만에 수문 개방, 북
한: 남한 쌀·비료 지원중단에 이산상
봉 중단 선언
7.20 北: 현대아산에 면회소 현장 철수
통보
7.23 프랑스인 집 냉동고서 영아 시신
2구 발견, 김병준 교육부총리 논문표
절 의혹
7.26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 4곳 실
시..열린우리당 또 참패
7.28 한국 9번째 인공위성 ‘아리랑 2호’
발사 성공
7.30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피랍(4월
4일)된 동원호 선원 117일 만에 석방
8. 1 국정원 진실위: KAL기 폭파사건
조사결과 발표, 내국인 출입국신고서
전면 폐지
8. 3 노동단체 방북단: 北 열사릉 참관
밝혀져
8. 9 동원호 피랍 선원 7명 무사 귀국,
北: 수해복구 지원물자 첫 공식 요청
8.11 정부-민간: 200억 원 규모 대북
수해지원 확정, 행정부 공무원노조 공
식 출범
8.12 포항건설 노사협상 타결
8.13 정부: 첫 동해·독도 표기 세계지
도 제작 배포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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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정부: 고이즈미 일본 총리 8·15

신사참배 강력대응 방침
8.16 새 헌법재판소장 전효숙씨 임명,
이용훈 대법원장: 법조비리 관련 대국
민 사과
8.16 영화 ‘괴물’ 개봉 21일 만에 1천만
명 관객 돌파
8.17 한·미: 전-평시 작전협조본부
창설
8.18 한국여성 출산율 1.1명으로 세계
최저, 현대차: 비자금 70억 원 한나라
당 전달
8.21 검찰: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특
별수사팀 구성 전방위 수사 돌입
8.23 국과수: ‘영아유기’ 프랑스인 부부
DNA결과 부모 확인
8.24 정부: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 병원
노조 총파업 돌입
8.25 병원노사 교섭 잠정타결..파업 철
회
8.27 럼즈펠드 美 국방장관: ‘전시작통
권 2009년 이양’ 통보
8.28 차기 대권주자 고건: ‘희망연대’ 공
식 출범
8.29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총회 부산
벡스코서 개막
8.30 대한적십자사: 北수해 구호물자
첫 출항
8.31 노무현 대통령: ‘바다이야기’ 파문
대국민 사과
9. 2 ‘괴물’ 한국영화 최고 흥행작 등
극..개봉 38일 만에 ‘왕의 남자’ 넘어
1위
9. 3 노무현 대통령: 유럽·미국 순방
9. 6 한·미FTA 3차 협상..미국 시애틀
서 시작
9. 8 광주 비엔날레 개막..65일간 대장
정 돌입
9.10 여·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
준’ 대치 격화..與 “직권회부” vs 한나
라 “지명철회”
9.11 노사정 로드맵 협상 3년 만에 타결
9.13 청와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
명동의안 처리논란 ‘대국민 사과’
9.14 워싱턴서 한미정상회담..6자회담
재개 위한 공동조치·작통권 논의
9.15 4기 헌재 출범..재판관 5명 취임,
헌재소장 공석
9.20 포항건설노조 파업 82일 만에 종결
9.21 대법원장: 검찰·변호사 비하 발
언에 檢·辯 - 法 정면충돌, 세계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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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축전 개막..41개국 500명 참가
9.22 전공노 사무실 140여곳 폐쇄..격렬

한 몸싸움·대치, 금산 세계인삼엑스
포 개막
9.25 주민번호 단순 도용 처벌 시작
9.26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파문’ 사과
9.28 北 미사일대응 유도탄사령부 창
설, ‘DJ’장남 김홍일: 알선수재혐의 유
죄 확정..의원직 상실
9.29 反전교조 표방 ‘뉴라이트 학부모
연합’ 출범
10. 2 與: ‘100% 국민참여 경선제’ 도입
확정
10. 3 北 외무성: “핵실험 할 것” 공식 선언
10. 7 정부: 북핵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지지
10. 9 北: “핵실험 성공적 실시” 선언, 노
무현 대통령: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소집..전군 경계태세 강화
10.10 전효숙 재판관 인사청문안 처리시
한 넘겨
10.11 ‘영아 유기’ 용의자 佛여성: 혐의
시인
10.12 국회: 북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10.14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공식 선출
10.15 정부: UN 안보리 대북결의 환영·
지지 성명 발표
10.17 미국: 北 지하 핵실험 공식 확
인..함경북도 풍계리 방사능 물질 탐지
10.21 한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
합의..2009년 10월~2012년 3월 사이
환수
10.22 최규하 전 대통령 별세
10.23 한·미FTA 4차 협상 제주서 개최
10.25 재·보선 투표 전국 9곳서 일제히
시작
10.26 재보선 여당 또 참패, 북한 공작원
접촉 민노당 전 간부 영장..재야인사 2
명도 영장
10.27 건교부: 인천 검단 340만평·파주
운정3지구 212만평 신도시 개발 확정
10.30 미국산 쇠고기 반입
11. 1 북·미·중: 6자회담 조기 재개
합의
11. 5 1년 만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부활
11. 6 美 북핵 대표단 방한..6자회담 논
의, 노무현 대통령: “모든 역량 집중해
부동산문제 해결” 새해 시정연설
11. 7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구속 수
감..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 확대

11.13 정부: “PSI 목적과 원칙 지지..정식

참여는 유보”
11.16 ‘전효숙 헌재소장 인준안’ 여야 대

치끝 처리무산
11.17 노무현 대통령: APEC·캄보디아

순방 출국..5박6일간 정상외교 일정
11.18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한국 찬성

속 가결
11.19 공정위: 석유화학업계 사상최대

담합 적발
11.20 노무현 대통령·부시 미 대통령:

‘한국전 종료선언’ 논의
11.22 전국서 교육·노동계 파업·집회

‘비상’, 민노총: 무기한 총파업 돌입
11.24 정부: 폭력시위 관련 대국민담화

문 발표
11.26 익산 조류 인플루엔자 ‘고병원성’

판정
11.28 전북 익산서 추가로 AI 양성반응,

정부: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 처
리..1천200명으로 축소, 1년 연장
11.30 국회,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 2년
만에 국회 통과
12. 1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물류운송
차질
12. 3 아시안게임: 남자 유도 장성호..한
국 첫 금메달
12. 5 한미FTA 5차 협상 개시, 아시안게
임: 이원희..유도 그랜드슬램 달성
12. 6 친일반민족행위자 106인 확정·발
표,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타결
12. 7 검찰: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은 불
법 결론
12. 8 검찰: 일심회 이적단체 혐의로
기소
12.11 전북 김제서 고병원성 AI 추가
발병
12.12 중대형 식당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12.14 제주도 영어타운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발표, 사학법 헌법소
원 첫 공개변론
12.17 김연아: 2006~2007 국제빙상경
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여자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역전 우승
12.25 과학기술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08년 4월 우주비행에 나설 ‘한국 최
초 우주인’으로 고산·이소연씨 등 2
명 최종 확정
12.28 개성공업지구 KT 남북통신 개통식
및 지사 개소식 개최

2007년
軍: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法
으로 금지
1. 2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공식 업무
돌입
1. 3 북한 백남순 외무상 사망
1. 4 납북어부 최욱일 씨 31년 만에 탈
북, 정부: 경제운용방향 발표..올 성장
률 목표 4.5%로 하향
1. 8 현대차: 노조에 사상최대 10억 손
배소 제기
1. 9 서울대팀: ‘특이천체’ 퀘이사 40개
발견,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4년 연임
제 개헌 제안
1.10 나이지리아서 한국인 근로자 9명
납치
1.11 ‘F-117 스텔스 전폭기’ 한반도 전개
완료
1.12 현대차 노조 파업 결의..성과금 차
등지급 반발
1.13 노무현 대통령: ‘아세안+3’ 참석차
출국, 나이지리아 피랍 대우건설 근로
자 9명 석방
1.14 한·중·일: 외교부 간 고위급 협
의체 구축
1.15 한·미FTA 6차 협상 서울서 개
막..쌀·섬유 최대 쟁점, 유엔: 한국군
350여 명 레바논 파병계획 수락
1.16 노무현 대통령: “기자실, 기사담합
실태 조사하라” 지시, 고건: “대선 불
출마” 전격 선언, ‘회삿돈 횡령’ 정몽구
현대차 회장 징역 6년 구형
1.18 탈북 국군포로가족 9명: 선양총영
사관 관리소홀로 강제 북송
1.19 열린우리당 비대위: ‘대통합 신당
안’ 추인
1.20 충남 천안서 고병원성 AI 발병..도
살·매몰작업
1.22 새 1만원 권·1천원 권 본격 시중
유통
1.23 법원: ‘인혁당 재건위 사건’ 32년
만에 무죄 선고
1.24 고려대 조사위: 이필상 총장 논문
5편 표절 확인,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
대표단 한국 방문
1.25 북한: 영변 원자로 중단..IAEA 사찰
팀 재입국 허용
1.26 ‘교원평가제 반대’ 전교조 교사
192명 징계
1.28 토리노 동계U대회 한국 ‘종합1위’
1. 1

달성
1.30 과거사위: ‘긴급조치’ 판사 실명공

개 강행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준비위
구성, 아주대 연구팀: 인간줄기세포로
쥐 뇌졸중 치료 잇단 성공
2. 2 우리나라가 남극서 첫 운석 발견
2. 5 정몽구 현대차회장: ‘비자금 횡령’
혐의 징역3년
2. 6 열린우리당: 의원 23명 집단 탈당,
2010년부터 장애아·유치원·고교 교
육 의무화키로
2. 7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 서울서
개최, 정부: 대선까지 고강도 공직감찰
실시
2. 8 제5차 6자회담 베이징서 개막, 열
린우리당 의원들: 노무현 대통령 탈당
요구
2. 9 한·미 쇠고기협의 입장차 못 좁
히고 종료
2.11 노무현 대통령: 스페인·바티칸·
이탈리아 순방, 한미FTA 7차 협상 美
워싱턴서 개막, 의사협회: 과천서 의료
법 개정 저지 대규모 집회
2.12 경제인 150여 명 등 300여 명 특
별사면, 열린우리당 탈당파: 원내교섭
단체 등록
2.13 6자회담 타결..합의문 발표, 정부평택 미군기지 주민: 이주합의
2.14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정세균 체
제’ 출범
2.15 ‘논문표절논란’ 고려대 이필상 총
장 사퇴, 美하원서 사상 첫 ‘위안부 청
문회’ 개최
2.21 북핵 해결 전 작전통제권 이양반
대 결의안 국회 통과
2.23 2012년 고교 선택과목군 6개로 확
정
2.24 한·미 국방장관회담: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연합사 해
체 합의
2.26 한국인 유족들: ‘한국인 합사’ 야스
쿠니 상대 첫 소송
2.27 남북장관급회담 평양서 개최
2.28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탈
당..탈당계 서명, 일제 제암리학살 은
폐 입증 조선군사령관 일기 발견
3. 1 北 김계관 부상 방미..2·13이행방
안 논의
3. 2 방위사업청: 강바닥 달리는 국산
‘차기전차’ 개발
2. 1

통일부: “대북 쌀·비료 지원 이면
합의 없었다” 발표
3. 4 중국·옛소련 동포 방문취업제 시
행
3. 5 제7차 한일EEZ 경계획정 회담 개최
3. 7 박수근의 유화 ‘시장의 여인들’ 25
억 원에 낙찰..국내 미술경매 최고가
기록
3. 8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4년 연임
제’ 개헌 특별담화, 제8차 한·미FTA
협상 서울서 개막
3. 9 노무현 대통령: 새 총리 한덕수 지
명, 남북: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재개
합의
3.12 UNDP: 대북사업 중단.. “북, 개발
지원금 다른 용도로 써”
3.13 노무현 대통령: “한·미FTA 이익
안 되면 체결 안 해” 언급
3.17 서울시청 신청사 건립 조건부 허
가.. 2010년 완공 목표
3.18 이봉주: 서울 국제마라톤서 2시간
8분04초 우승
3.19 제6차 6자회담 베이징서 개막.. ‘불
능화 로드맵’ 논의, 美: 동결된 북한 자
금 BDA 전액해제 발표, 서울시-KBO:
동대문야구장 11월 철거키로
3.20 손학규 전 경기지사: 한나라당 탈
당. “새 정치질서 창조”, 정부: 군사시
설보호구역 지정범위 축소
3.21 의료법 개정반대 대규모 집회..동
네의원 집단 휴진
3.23 김연아, 세계피겨선수권 쇼트프로
그램 1위
3.25 박태환: 세계수영 선수권대회서
자유형 400m 금메달
3.26 서울대 연구팀: “늑대 2마리 복제
성공”, 日 아베 총리: 위안부 문제 사과
3.27 30만t 대북 비료지원 선박 첫 출
항, 남북 이산가족 13개월 만에 화상상
봉, 대구: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성공
3.28 용산에 ‘세계2위 초고층 랜드마크’
건립
4. 2 한·미FTA 협상 극적 타결, 한덕
수 총리지명자 인준안 국회 통과
4. 3 민주당: 새 대표 박상천 선출
4. 5 북악산 40년 만에 시민에게 전면
개방
4.10 노대통령-원자바오 中총리 회담,
제8차 적십자회담 10∼12일 금강산
개최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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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국방부: 특전사령부 경기도 이천

5.30 포스코: 세계 첫 상용화 ‘파이넥스

으로 이전 확정
4.14 노무현 대통령: ‘개헌발의 철회’
발표
4.16 ‘일심회 총책’ 장민호씨 징역 9년
선고, 청와대: ‘노무현 기념관’ 인제대
에 건립 발표
4.17 인천: 2014년 하계아시안게임 유
치 확정
4.18 남북경협위: 18∼21일 평양서 개최
4.23 美 쇠고기 3년5개월 만에 수입재
개, 정부: 올해부터 5년간 공무원 5만
여 명 증원 발표
4.25 재보선 투표 실시..한나라 참패, 무
소속 돌풍
4.27 국회: ‘국민투표연령 19세로 확대’
의결
4.30 사법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대선 불출마
전격 선언
5. 2 이완용 등 친일파 재산 첫 환수결정
5. 3 대우건설 임직원 3명: 나이지리아
서 피랍
5. 7 한·EU FTA 협상 대장정 막 올
라..1차협상 시작, ‘중도개혁통합신당’
공식 출범
5. 9 피랍 대우건설 임직원 전원 석방,
제1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9~14일
금강산서 열려
5.10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 대
선출마 공식선언
5.11 남북: 열차시험운행 군사보장 잠
정합의서 채택, ‘보복폭행’ 김승연 회
장 구속..재벌총수 유치장 첫 수감
5.14 남북 철도통신 개통..열차시험운행
준비
5.17 남북 열차..반세기만에 군사분계선
통과
5.18 한국: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국
첫 피선
5.21 한나라당: ‘경선 룰’ 최종 확정..경
선레이스 돌입
5.22 남북: 경공업·지하자원 합의서
발효, 정부: ‘기자실 통폐합안’ 확정, 정
몽구 현대차 회장: ‘1조원 사회 환원’
밝혀
5.25 북한: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1발
발사, ‘주민소환법’ 발효, 한국 최초 이
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진수식
5.27 영화배우 전도연: 칸 영화제서 여
우주연상 수상

설비’ 준공
6. 1 정부: 동탄신도시 동쪽 660만 평
신도시 지정
6. 4 중도개혁통합신당·민주당 합
당..중도통합민주당 창당 합의
6. 5 한나라당: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
부평가포럼 발언 ‘선거법 위반’ 고발
6. 7 선관위: “노무현 대통령 강연내용
선거법상 중립의무 위반” 결정, 北: 서
해상에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6. 8 열린우리당 의원 16명: 두 번째 집
단탈당
6.11 이명박 전 서울시장·박근혜 전
대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등
록..공식 경선레이스 개막
6.12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 ‘대선
불출마, 우리당 탈당’ 선언, 한나라당:
노무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재고발
6.14 ‘성추행’ 최연희 의원 항소심서 선
고유예..의원직 유지, 6·15 7주년 ‘평
양 민족통일대축전’ 14일~17일 개최,
유네스코: 고려대장경판·조선왕조의
궤 ‘세계기록유산’ 등재 결정
6.15 열린우리당 의원 16명: 세 번째 집
단탈당..3년 만에 반토막, 정부: 내신반
영률 축소대학 재정지원 중단 결정
6.18 정동영 전 의장: 열린우리당 탈당,
선관위: 노무현 대통령 또 선거법위
반 결정, 한·일: 제8차 EEZ경계회담
개최
6.19 북한: 또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
일 발사, 정몽구 회장: 항소심도 징역6
년 구형
6.20 농민 8천여 명 시청 앞 한·미FTA
저지 집회
6.21 노무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선관
위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한·
미 FTA 추가협상 시작, 南北 송전선로
59년 만에 다시 연결
6.24 경찰: 경부운하 문건은 水公 간부
가 유출 확인
6.25 한국관광객 13명 탄 캄보디아 전
세기 추락, 한·미 FTA 2차 추가협상
25~27일 미국서 개최
6.26 서울시: 2017년까지 경전철 7개 노
선 건설 발표
6.27 ‘중도통합민주당’ 창당..범여 양대
세력 재편, 北: 올 들어 세 번째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제주 화산섬·용암동굴’
세계자연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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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헌재: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선거

법 헌법불합치 결정
6.29 한·미FTA 추가협상 최종 타결
6.30 한·미FTA 공식 서명

‘보복폭행’ 김승연 회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7. 3 국회: 사립학교법 재개정안·로스
쿨법안 직권상정 처리
7. 5 평창: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7. 9 신정아 동국대 조교수: 광주비엔
날레 감독 학력 위조 파문, 최경주:
PGA 투어 AT&T 내셔널 우승
7.10 ‘노무현 대통령 헌법소원’ 헌재 전
원재판부에 회부
7.11 동국대: 광주비엔날레 감독 신정
아 교수 학위 ‘가짜’ 확인
7.12 광주비엔날레: 신정아 감독 선임
철회
7.13 여성 산악인 고미영 씨: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등정 성공
7.14 한국 남녀양궁: 세계양궁 단체전
동반 우승
7.16 박세리: LPGA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클래식 우승
7.19 대통령 직속 ‘양극화·민생대책위’
출범
7.20 경찰: 점거농성 이랜드 매장에 공
권력 투입, 여성산악인 오은선 씨: 히
말라야 K2 등정 성공, 동국대: 신정아
교수 파면·검찰 수사 의뢰
7.21 노무현 대통령, 아프간 피랍자 조
속 귀환 촉구 긴급 메시지 발표
7.22 법원: 이랜드 노조위원장 구속..13
명은 영장 기각
7.23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전국
첫 사례
7.24 태안 대섬 앞바다서 고려청자 실
은 침몰 ‘보물선’ 발견, 코스피지수
2,000시대 개막..증권주 급등
7.25 현대중공업: LPG운반선 세계 첫
육상건조 성공
7.26 정부: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대
통령특사로 아프간 파견, 의정부 경전
철 착공..2011년 5월 개통 예정
7.27 북한: 8월부터 개성공단 임금 15%
인상 요구
7.31 일본 전·현직 교사들: 명성황후
후손에 사죄, 외교부: 아프간 피랍 심
성민 씨 ‘피살’ 확인
8. 2 정부: 척추뼈 발견 美쇠고기 검역
전면 중단
7. 2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정전으
로 가동 중단
8. 7 U-17 월드컵 출전 북한청소년축구
대표팀 입국
8. 8 남북: 제2차 정상회담 8.28~30일
평양개최 동시발표
8.13 정부: 아프간 피랍자 김지나(32), 김
경자(37)씨 석방 발표, 민영휘 등 친일
파 10명 재산 257억 원 국가귀속 결정
8.14 독립유공자 후손 32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8.16 정부: 북한 수해복구 긴급 지원
결정
8.17 명지대: 영화배우 장미희 ‘학력 위
조’ 확인
8.18 남북 정상회담 10월 2~4일로 연
기..北 “수해복구” 연기 요청
8.19 한나라당: 대선 후보 선출 경선투
표 실시
8.20 민주신당-열린우리당 합당..원내1
당 복귀,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이명박
확정..박근혜 “깨끗이 승복”
8.21 박태환: 일본국제수영 자유형
400m 금메달, 북한인 남편과 재회 희
망 독일인 레나테 홍 할머니 방한
8.22 성균관대: “김옥랑 동숭아트센터
대표 입학 무효, 석·박사 취소” 결정
8.23 단국대 인사위: 학력위조 김옥랑
교수 파면
8.24 한나라당: 김창호 홍보처장 파면
요구 결의안 제출, 정부: 대북 수해지
원 374억 어치 자재·장비 지원 결정
8.26 법원: 전국공무원노조 분리 인정
8.28 청와대: ‘아프간 피랍자 19명 전원
석방합의’ 발표, 검찰 “박근혜, 정수장
학회 급여 횡령 의혹 무혐의”
8.30 헌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규정
은 합헌”
8.31 검찰: 배형규·심성민 살해 아프
간 탈레반 ‘기소중지’ 처분, 아프간 무
장세력 인질 모두 석방..피랍사태 42일
만에 종료
9. 1 한국형 핵융합로 세계 6번째 완공
9. 2 아프간 피랍자 19명: 인천국제공항
도착
9. 4 정부: 대북 수해지원 493억 원 집
행 의결, 현대차 노-사: 임단협 10년
만에 무분규에 합의
9. 6 한국형 핵융합연구장치 ‘KSTAR’
완공, 정몽구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
예..’사회공헌’ 이행명령
8. 3

청와대: 정치공작설 제기 이명박
등 명예훼손 혐의 고소
9.10 검찰: 정몽구 회장 ‘집행유예’ 대법
원 상고
9.11 법무부: 인혁당 사건 항소 포
기..635억 원 국가배상 확정
9.15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로
공식 확정
9.18 정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체
복무 허용 결정
9.20 정부: 태풍 피해 제주 특별재난지
역 선포
9.21 특전사: 2011년 ‘이천시 마장면’으
로 이전 확정
9.26 장미란: 세계역도선수권대회 3연
패 위업 달성, 국가기록원: 비공개기록
물 147만 건 목록 공개
9.27 정부: “정상회담 남측 대표단 300
명 확정” 발표, 노무현 대통령: 북한
‘아리랑공연’ 관람키로 결정
9.30 남북: 노무현 대통령 군사분계선
도보 월경 합의
10. 2 노무현 대통령: 평양 도착..김영남
면담
10. 4 남북 정상: 공동선언 발표..종전선
언 정상회담 추진·서해평화지대 설
치 등 6자회담 합의문 채택..핵시설 연
내 불능화 명시
10. 5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서 등뼈 발
견.. 검역 전면중단
10. 9 서울시: “무능·불성실 공무원 24
명 퇴출”
10.10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 선거
대책위원회 공식 발족, 서울대병원 노
조 파업 돌입
10.11 검찰: 변양균·신정아씨 구속수감,
미국 북핵 불능화 실무팀: 북한 입국
10.12 정부: 기사송고실 완전 폐쇄..출입
기자들 반발, 포스코 핵심기술 중국
유출..2조8천억 피해예상
10.14 민노당 권영길 선대위 출범..대선
승리 결의
10.15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
보로 공식 확정
10.16 이인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 검찰: ‘이중섭·박수근 2천800
여 점 모두 위작’ 결론
10.18 미국 법원: BBK사건 김경준 한국
송환 승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와
이브로 기술 국제표준으로 채택
10.19 검찰: 김석원 쌍용그룹 전 회장 대
9. 7

규모 비자금 포착
10.21 서울시: 국제산업디자인단체 총연

합회서 세계디자인수도 지정돼
10.23 삼성전자: 30나노 64기가 낸드플

래시 세계 첫 개발, 국방부: “자이툰부
대원 600여 명 연내 철군”
10.26 교육부: 로스쿨 첫해 총 정원 ‘2천
명’ 수정
10.28 정동영 선대위 출범.. ‘가족행복위
원회’ 직접 관장
10.29 김용철 변호사-천주교정의구현사
제단: 삼성 50억 원 비자금 의혹 폭로
11. 2 방송위원회: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11. 5 소말리아 피랍 마부노호, 174일 만
에 석방, 고액권 인물 10만 원 김구·5
만 원 신사임당 선정
11. 6 참여연대·민변: ‘삼성 비자금’ 검
찰 고발
11. 7 이회창: 무소속 출마선언..대선 3자
구도 재편
11. 8 한국: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이사
국 진출
11.13 박세리: 명예의 전당 입회식
11.14 남북 총리회담(11.14∼16) 개최
11.17 정통부: 와이브로 주파수 4G 세계
공통대역 채택 발표
11.18 박태환: 2007 경영월드컵 3연속 3
관왕 달성
11.21 유엔 총회: 대북인권결의 채택..한
국은 기권, 한국: 4년 만에 국제기능올
림픽 종합우승, 한국 축구: 올림픽 6회
연속 본선 진출
11.22 정부: 남북관계발전 5개년 계획 발
표..상주대표부 추진 등
11.23 삼성특검법..국회 통과
11.24 ‘피겨 여왕’ 김연아: 그랑프리 5차
대회서 시즌 최고점 우승
11.26 대선 후보 12명 등록..사상 최대, 김
용철 변호사: 기자회견서 “삼성계열사
5곳 6천억~2조원 분식회계”
11.27 여수: 2012년 세계엑스포 유치 성
공, 노무현 대통령: ‘삼성특검법’ 수용
11.29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장: 서울 방문(11.29~12.1), 남북 국방장
관 회담(11.27~12.19)..경협사업 군사보
장 등 합의
12. 3 정몽준 의원: 한나라당 입당 선
언..이명박 지지, 무소속 이회창 후보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 후보단일화
합의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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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 석면피해 첫 손해배상 판결..1억3

1.17 헌재, 노무현 대통령 헌소 기

천여만 원, 담양·장흥·완도·신안군
등 전남 4곳: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지정
12. 5 검찰: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BBK 의혹’ 모두 무혐의 처리, 개성관
광 시작..첫 관광단 360명 출발
12. 6 제1차 남북 경협공동위(12.4~6)..4
개 분과위 연내 개최 등 합의
12. 7 태안서 유조선-크레인 충돌..최악
의 기름유출사고
12.11 정부: ‘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개
성공단 화물열차 개통..정기운행 시작
12.12 제7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
막.. ‘3통’ 군사보장합의서 타결
12.13 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실
시(12.13∼14)..대상 81만502명
12.14 아프가니스탄 주둔 다산·동의부
대 ‘마지막’ 병력 귀국
12.16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BBK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처리 조건으
로 수용의사 밝혀
12.19 제17대 대통령으로 한나라당 이명
박 후보 당선
12.25 프로복싱 최요삼: WBC 라이트 플
라이급 타이틀 방어 후 뇌수술

각..“선거에 부당 영향 안 된다”
1.19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인수위에
‘인권위 독립’ 요청 서한
1.21 검찰: 김만복 방북 대화록 유출 수
사 착수, 태안 ‘유조선 충돌’ 수사결과
발표..삼성重, 대국민 사과
1.22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광역자치단
체장과 첫 회동, 2012년부터 대입 완
전자율화..인수위: 개선안 발표
1.23 일본 강제징용 유골 101위 한국으
로 봉환
1.25 삼성특검, 삼성화재 본사 등 3곳
전격 압수수색
1.26 민노 신당파 ‘진보정당운동’ 출범
1.27 동남권유통단지 입찰비리 28명 사
법처리, 이현일: 셔틀콕서 세계랭킹 1
위 꺾고 금메달
1.28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새 정부 총
리 한승수 지명
1.31 韓·EU FTA: 지적재산권 타결, 노
인 190만 명에 기초노령연금 첫 지급
2. 1 자유선진당 창당 대회..이회창 총
재 선출
2. 2 80년 신군부에서 해직된 기자, 국
가상대 첫 소송
2. 3 병무청 ‘현역복무 회피’ 축구선수
등 92명 재신검
2. 4 남북: 베이징올림픽 응원단 총
600명 파견 합의, 교육부: 로스쿨 확정
안 발표..서울 15곳·지방 10곳 선정
2. 5 정부, 외국로펌 국내 ‘제한 진출’
허용
2. 6 ‘한반도 대운하 반대’ 종교인 100
일 도보순례
2.10 ‘국보 1호’ 숭례문 전소…11일 방화
용의자 강화서 검거
2.11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 통합 전
격 합의
2.12 자유선진당, 국민중심당과 합당
2.14 한국, 이라크 쿠르드서 대형 유전
확보
2.16 北주민 22명 南으로 표류…당국,
조사후 북송
2.17 이명박 특검: 이명박 대통령당선
인 ‘피내사자 신분’ 방문조사, 통합민
주당 공식 출범
2.20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1호 임무
공식 종료
2.21 이명박 특검: 수사결과 발표..이명
박 대통령당선인 의혹 ‘모두 무혐의’

2008년
김우중·박지원·한화갑 등 75명
특별사면
1. 2 서울외곽도 완전개통..고양-남양
주 37분 단축
1. 3 프로복서 최요삼, 인공호흡기 제
거..법적 사망
1. 7 인수위: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 발
표, 이천 냉동 창고서 불..40명 참변
1. 8 힐 차관보 방한..6자회담 현안 논의,
국방부: PKO 상비군 1천 명 편성키로
1. 9 순천지원: 전국 최초로 자녀 성(姓)
변경 승인
1.10 헌재: BBK특검법 ‘동행명령제’만
위헌 결정, ‘삼성 특검’ 출범…공식 업
무 개시, 대통합민주신당 새 대표에
손학규 선출
1.12 금값 사상 처음 900달러 돌파
1.14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신년 기자회
견, 삼성특검: 이건희 회장 집무실 등
8곳 동시 압수수색
1.15 ‘이명박 특검’ 수사 착수
1.16 인수위: 13부2처17청 정부조직 개편
안 확정, 통일부 논란 끝 폐지로 결론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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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인수위: 공식활동 종료..해단식, 15

부2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2.24 노무현 대통령 ‘최후의 만찬’..이임

환송연, ‘투기의혹’ 이춘호 여성장관
내정자 자진사퇴
2.25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선진화 원
년 선포”
2.26 뉴욕필 평양서 역사적 공연..TV·
라디오 생중계, 국회: 소득세법 개정..1
가구1주택 양도세 공제 폭 최대 80%
2.27 정부조직 확정..국가공무원 3천427
명 감축, 남주홍 통일·박은경 환경
내정자 사퇴
2.28 김서규 등 친일파 7명 재산 41억
국가귀속
2.29 한승수 총리 인준안 가결, 15개 부
처 차관 인사 단행
3. 2 통일부 장관 김하중·환경부 장관
이만의 내정, 낙동강서 ‘페놀’ 검출..구
미지역 취수 중단
3. 3 삼성특검, 1천300개 ‘차명계좌’ 확인
3. 4 금감원, 삼성 차명계좌 700여 개
조사 착수
3. 5 사제단: 이종찬·김성호 등 ‘삼성
로비대상자’ 추가 공개, 1조 원대 PDP
공장 설치기술 중국 유출..LG전자 그
룹장 구속
3. 6 10년 만에 중학교 신입생 전국일
제고사 실시
3. 7 靑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설치
3.10 한국인 첫 탑승우주인 고산 씨에
서 이소연 씨로 교체
3.11 특검, ‘차명주식 의혹’ 삼성생명본
사 압수수색
3.13 특검 ‘e삼성 사건’ 이재용 전무 등
28명 무혐의
3.15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유출
의혹…조사 착수
3.16 안양 초등생 혜진·예슬양 유괴·
살인 용의자 검거
3.18 서울시의회 ‘학원 심야교습안’
폐기
3.19 서청원·엄호성 한나라당 탈당..
‘친박연대’ 출범
3.21 국내 유통 옥수수에서 발암성 곰
팡이 독소 검출
3.23 특검 ‘삼성생명 차명주식’ 이건희
회장 소유 확인
3.24 경찰청 기자실 폐쇄 103일 만에 재
개관, 국내 최장 4.5㎞ 울주 가지산 터
널 개통

3.26 이명박 대통령: 김성호 국정원장

에 임명장, 박정희 前대통령 생가보존
회장 피살..27일 용의자 구속
3.27 ‘金 통일 발언관련’ 개성 경협사무
소 南당국자 철수
3.28 북한, 서해상서 단거리 미사일 3회
발사
3.31 여론조사 가장 선거운동…총선사
범 첫 실형, 신정아 징역 1년6월·변양
균 징역1년 집행유예2년
4. 1 한나라당: ‘타당 후보 지지’ 고진화
의원 제명 조치
4. 2 특검, ‘미술품 구입의혹’ 홍라희 씨
소환조사
4. 3 이틀간 총선 부재자투표 실시, 2천
78명 소송단: 정보유출 옥션 상대 첫
손배소
4. 4 ‘삼성 의혹’ 이건희 회장 특검 출석,
경유가격 사상 최고..ℓ당 1천580원
4. 7 AI 확산..정읍 영원 AI도 고병원성
판명
4. 8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탑승 소유
스호 발사
4. 9 제18대 총선..전국서 투표
4.10 검찰: 총선 당선자 37명 ‘선거법위
반 혐의’ 입건
4.11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72만 건
유출
4.14 駐유엔대사에 박인국 씨..공관장
인사 단행
4.15 이명박 대통령: 미·일 방문 출국,
교육부: 초·중·고 우열반 자율화·0
교시 수업 허용
4.16 전국 AI경보 ‘주의’→ ‘경계’로 높
여, 강북·노원 등 서울 7개구 주택거
래신고지역 지정
4.17 ‘BBK 의혹’ 김경준 징역 10년·벌
금 150억, 특검: 이건희 회장 3개 혐의
불구속 기소
4.18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美에 쇠
고기 시장 사실상 전면개방, <동아수
영> 박태환: 자유형 400m이어 20일
200m서도 아시아新
4.19 이명박 대통령·부시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4.21 이명박 대통령·후쿠다 일본 총
리, 한·일 정상회담, ‘주가조작 400억
이득’
4.22 삼성, 이건희 회장 퇴진..경영쇄신
안 발표
4.23 하나로텔레콤 고객 600만 명 개인

정보 불법 사용, 역대 최대 문화재 절
도단 검거..2천500여 점 추가회수
4.24 서울시교육청, ‘우열반 편성·0교
시 수업’ 금지
4.25 정부: F-15K 21대 도입 확정
4.26 군 법원, MBC ‘몰카취재’ 기자에
집행유예
4.27 베이징올림픽 성화..시위 속에 서
울봉송 완료, ‘부동산투기 의혹’ 박미
석 靑 수석..사의 표명
4.28 프로축구 제15구단 강원 도민구단
출범
4.29 안익태·최승희 등 ‘친일명단’ 4천
776명 발표
4.30 아동성범죄자 전면 공개키로..아
동·여성보호대책 발표
5. 1 ‘공천헌금’ 양정례 모친 영장
5. 2 ‘美쇠고기 반대’ 1만 명 청계광장서
촛불집회, 정부: 밀가루 등 100여개 생
필품 수입가격 공개
5. 4 경찰: ‘美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사법처리, 보령서 ‘해수 범람’..파도에
휩쓸려 9명 사망
5. 5 ‘토지’ 작가 박경리 씨 타계
5. 6 과천 서울대공원 가금류 모두 살
처분
5. 7 ‘돈 공천 의혹’ 서청원 대표..검찰
출두
5. 8 한승수 총리: 美 쇠고기 대국민담
화 발표, 남북 언론인 ‘기사 교류’ 등 3
개항 결의
5.10 이명박 대통령·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오찬회동.. ‘복당’ 등 논의
5.11 서울 송파서 AI발견…조류 8천 마
리 살처분
5.12 軍, ‘스텔스 기술’ 일부 독자개발
성공
5.13 국회 한·미FTA 청문회
5.16 日 EEZ 침범여부 놓고 한·일 경
비정 대치
5.17 한국 구조대, 쓰촨성 대지진 인명
구조 본격 착수
5.18 교육과학기술부, ‘클린365’ 대책
발표..교원 ‘부패척결 3진아웃제’ 도입
5.19 서울시, 2010년까지 직원 총 1천
500명 감축안 발표
5.20 이명박 대통령·손학규 대표 영수
회담..한·미FTA 조기비준 합의결렬
5.21 황우석 박사, 복제 프로젝트 성공
5.22 이명박 대통령 쇠고기파동관련 대
국민담화..“국민께 송구”

5.23 선진당·창조한국 원내교섭단체

공동구성
5.24 전교조, 여의도서 2만 명 전국 교

사대회
5.25 촛불집회 밤샘시위 37명 연행…당

국 ‘엄정처리’방침
5.27 이명박 대통령 중국 방문..한·중

정상회담, 정부위원회 절반 일괄 폐
지..273개 사라져
5.28 이명박 대통령, 원자바오 총리 면
담..한·중·일 정상회담 순환개최
추진
5.29 정부, 美쇠고기 고시 발표
5.30 남북 6자 수석대표 베이징서 전격
회동
5.31 국민대책회의 ‘10만 명 촛불집회’..
경찰..228명 연행, 한·르완다 첫 정
상회담..경협 확대 논의, 北: 서해 상서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
6. 2 27만 명 신불자 기록삭제..취업·
대출 ‘숨통’, 産銀 연말 지주사 전환 발
표..2012년까지 민영화
6. 3 정몽구 회장 집유 5년…사회봉사
300시간 명령
6. 4 기초단체장 등 재보선 전국 52곳
서 일제 실시
6. 5 18대 국회 정상개원 무산, 5~7일
72시간 연속 ‘촛불집회’, ‘美쇠고기 고
시 무효’ 10만 명 헌법소원
6. 6 ‘쇠고기 파동’ 관련 대통령실장·
靑수석 일괄 사의 표명
6. 8 당정, 고유가 민생안정종합대책
발표..102조5천억 투입
6. 9 ‘72시간 촛불집회’ 과격시위자 3명
영장
6.10 한승수 총리, 내각 일괄사의 표명
6.11 6자 에너지 실무회의 판문점서
개최
6.12 삼성전자: 90나노 스마트카드 칩
개발, ‘가짜 쇠고기 다시다’ 수백만 명
분 유통 적발
6.13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집단 운송
거부
6.14 원자재가격 상승률 83.6%..28년
만에 최고
6.15 6.15 남북공동행사 금강산서 개최
6.16 ‘400억 원대 사기행각’ 현역군인
일당 적발
6.17 정부: 4조9천억 원 규모 추경안 의
결, ‘2008 OECD 서울 장관회의’ 개
막..42개국 대표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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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안양 초등생 살해범 사형 구형

7.13 봉하마을 조사..노무현 前대통령

6.19 이명박 대통령 쇠고기 파문 관련

‘e지원서버’ 보유 확인
7.14 ‘쇠고기 국정조사’ 착수, 멕시코서
한국인 5명 피랍..몸값 요구, 일본: 중
학교 ‘독도영유권 명기’ 강행..한·일
관계 급랭
7.15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시행
7.16 출총제 폐지..정부 법 개정안 심
의·의결, 이건희 집행유예…에버랜드
사건 ‘무죄’, ‘레바논 PKO 파병 연장안’
국회 통과
7.18 이명박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첫 소집
7.19 정부, 금강산·개성관광 점검 평
가단 구성
7.22 정부 “국내 AI, 포유동물 감염성 확
인”, 다음 한메일 로그인 오류로 개인
정보 대거 노출
7.23 멕시코 피랍 한인 5명 전원 석방
7.24 당정: 재산세 인하안 확정, 검찰: 21
개 ‘공기업 비리’ 연루 104명 기소, 송
두율 파기환송심 일부 무죄..집행유예
선고
7.25 용인 고시원 화재..7명 사망·6명
부상, 민노당 새 대표에 강기갑 선출
7.28 검찰: ‘대통령기록물 반출’ 본격 수
사 착수
7.29 美 ‘뼈있는 쇠고기’ 4년7개월 만에
국내 반입
7.30 서울 첫 직선 교육감 선거..공정택
당선, 검찰: ‘촛불거리시위’ 900명에
100만~300만 원 벌금, 美BGN: 독도
영유권 표기 ‘한국’으로 원상회복
7.31 헌재: “ ‘태아 성감별 금지’ 헌법에
불합치” 판결
8. 1 김윤옥여사 사촌 ‘공천청탁 30억
수수’ 구속, 보건복지부: 황우석 인간
체세포 복제 연구 승인 거부, 첫 여성
주한 美대사에 캐슬린 스티븐스
8. 5 부시 美대통령 서울도착..방한일정
시작
8. 6 한·미 정상회담..한·미동맹 강화
논의
8. 8 베이징 올림픽 개막, 이명박 대통
령·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 베이징서 첫 조우
8. 9 한·중 정상회담.. ‘6자회담 진전
협력’ 합의, ‘국방부 납품 청탁’ 유한열
긴급체포..8월 27일 구속기소
8.10 올림픽, 박태환 사상 첫 수영
金..양궁 6연패 위업

특별 기자회견 “뼈저린 반성..제 자신
자책”, 국토해양부 대운하 준비 ‘올스
톱’.. ‘용역 중단·사업단 해체’
6.20 靑 전면쇄신..대통령실장에 정정길
임명
6.21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월령 30
개월 미만 쇠고기만 한국 수출되도록
美정부 보증”
6.22 새만금 보상 17년 만에 마무리…4
천696억 보상
6.23 태안 기름유출사고 예인선장 징역
3년 선고
6.24 정부: 美쇠고기 검역지침 등 보완
대책 발표, 서울고법: ‘론스타, 외환카
드 주가조작 무죄’
6.25 삼성전자·하이닉스 차세대반도
체 공동개발 합의
6.26 농림수산식품부: 美쇠고기 고시·
발효, 北 핵신고서 제출..美 테러지원
국 해제 착수
6.27 北: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美
쇠고기 9개 창고서 검역 시작
6.28 라이스 美 국무 방한..북핵 현안 협의
6.29 ‘6.10 이후 최대 촛불집회’..55명 연
행..수백 명 부상
6.30 ‘촛불’ 주도 ‘국민대책회의’ 전격
압수수색
7. 2 ‘촛불집회 기획’ 진보연대 황순원
씨 구속, 현대·기아차: 美 시장점유율
6%대 첫 돌파
7. 3 한나라당 새 대표 최고위원에 박
희태 선출
7. 4 北: 플루토늄 26㎏ 핵무기제조 사
용 신고, 친일재산 국가귀속 첫 취소
판결
7. 6 민주당 새 대표에 정세균 선출
7. 8 64만 식당 국·반찬도 쇠고기 원
산지표시제 시작
7. 9 한·러 첫 정상회담..TSR-TKR연
결 협력, 2009년 대북 쌀·비료 예산
9천400억 책정
7.10 6자 수석회담 개막..검증방안 집중
협의, 18대 국회 첫 본회의 개최..김형
오 의장 선출
7.11 금강산서 50대 여성관광객 北 초
병에 피격·사망, 삼성중공업: 세계 최
대 LNG선 건조
7.12 北, 금강산 피살 유감표명..현장조
사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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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주공·토공 통폐합..41개 공기업개

혁 확정
8.12 검찰, 정연주 KBS 前사장 체포

조사
8.13 검찰, ‘공천청탁’ 30억 준 김종원

구속
8.14 ‘독도의 날’ 제정 입법 청원, 서청

원·양정례·김노식 의원직 상실형,
‘친일재산 환수 정당’ 친일파 후손 패소
8.15 정몽구·최태원·김승연 등 34만
명 광복절 특별 대사면, 3野: 광복절행
사 불참..백범 묘역 참배
8.16 <올림픽> 역도 장미란, 세계新으로
금메달
8.17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12년
만에 금메달
8.18 칠레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또 기
준치 초과 검역 전면 중단
8.19 원 구성 협상 극적 타결..국회 정
상화
8.20 검찰: 정연주 前사장 ‘특경법 배임’
기소, 검단신도시 주변·오산 세교..신
도시로 추가 지정
8.21 문대성, IOC 선수위원 당선, 수도
권 주택 전매제한 1~7년으로 완화..부
동산대책 발표
8.22 공무원 7천700여 명 개인정보 인
터넷 유출
8.23 <올림픽> 야구, 쿠바 격파..사상 첫
금메달
8.24 <올림픽> 한국 ‘金10-종합순위10’..
아시아 2위 복귀
8.25 이명박 대통령-후진타오 중국 국
가주석,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채택
8.26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18대 원구
성 완료, 北 “불능화 조치 중단..원상복
구 고려”, 29개 공공기관 통폐합..지방
공항 3개 매각
8.27 ‘위장 탈북’ 여간첩 원정화 구속,
종교편향 항의 ‘범불교도대회’ 개최
8.28 “2010학년도 ‘대입 3불’ 유지”..대
교협 전형계획 발표
8.29 25개 대학 로스쿨 최종 설치 인가,
뉴코아 분규 타결..계약만료 36명 재
고용키로
8.30 종교차별 항의 스님 조계사서 자해
9. 2 학교군 ‘대수술’…고교 학교군 설
정(안) 행정예고, ‘촛불시위 주도’ 아고
라 네티즌 구속
9. 3 “북한 핵시설 복구작업 개시”<폭
스뉴스>

법무부: 문국현·김재윤 체포동의
국회에 요청, 女간첩 원정화 계부 간
첩 혐의로 기소
9. 5 정부: ‘1차 생활공감형 정책’ 발표,
‘1천100만 명 개인정보유출’ 경찰 수사
착수
9. 8 KT·하나로텔레콤·LG데이콤
IPTV 사업자 선정
9. 9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과의 대화’
TV 출연, 공무원 종교편향 금지..개정
안 의결, ‘10.27법난’ 명예회복법 시행
령 공포
9.10 소말리아서 한국인 8명 피랍, 정
부: 광역발전 30개 프로젝트 50조 투
자계획 발표, 특검: 이건희 前회장 징
역 7년 구형
9.12 홍준표 원내대표, ‘추경처리 무산
책임’ 사의표명
9.13 -패럴림픽- 이화숙 양궁 첫 金..민
병언·홍석만 銅
9.14 “김정일, 中군의관 5명에게 수술
받아”<교도통신>
9.15 국가인권위원회 ‘촛불 조사’ 완
료…전원위원회에 상정
9.16 대학 전임강사 폐지 등 대학 자율
화 계획 확정
9.17 ‘휴대전화로 정치자금 기부’ 모바
일 시스템 개설 운영,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서 한국 종합 13위 확정
9.18 국회: 4조5천685억 원 추경안 처
리, 국제중 2009년 3월 개교..교육과학
기술부 최종 승인, 한국증시 FTSE 선
진국지수 편입 확정
9.19 그린벨트 100㎢ 해제..보금자리주
택 150만 가구 공급방안 발표, 촛불시
위 중 물대포 가로막은 ‘유모차 부대’
주부 입건
9.22 ‘건국이후 최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정부: 22개 신성장동력 선
정.. 5년간 99조 투자 계획 발표
9.23 부산 남항서 선박충돌..벙커C유
30t 유출
9.24 北: ‘핵재처리시설 일주일 내 가동’
IAEA에 통보, “ ‘조·중·동 무가지’
과징금 부과 정당” 판결, 한국 화물선
마카오 해상서 전복..17명 실종
9.25 이명박 대통령·정세균 민주당 대
표 영수회담.. ‘경제 초당협력’ 합의
9.26 北: 남북군사실무회담 전격 제의
9.27 中어선 서해서 北경비정 추정 선
박에 피격
9. 4

9.29 한·러: 北경유 천연가스 배관건

10.28 제10차 람사르 협약당사국 창원총

설 추진 합의
9.30 그린벨트 최대 308㎢ 해제..분당
16배 크기, 가석방 성폭력사범에 전자
발찌 첫 부착
10. 2 남북 군사실무회담 판문점서 개
최, 탤런트 최진실 목매 자살
10. 3 이명박 대통령, 한·중·일 재무
장관회의 추진 제안
10. 4 北, 와병설 김정일 51일 만에 공개
행보 보도
10. 7 정부: 규제완화 등 100대 국정과제
발표, 50년 만에 민법 전면개정..성인
20→19세, 北: 서해상공 AN-2기서 미
사일 2발 발사
10. 9 한은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
하, 대법원: 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확정
10.10 이건희 前회장: 에버랜드 CB·삼
성SDS BW 저가발행 무죄 판결
10.11 北 테러지원국 20년9개월 만에
해제
10.13 이명박 대통령 첫 라디오 연설..주
례 정례화, 정부: 금산분리 완화 법안
발표
10.14 초·중·고 학업성취도평가 강행…
교사 6명 징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회: ‘군내자살자’ 국가유공자로 인정
10.15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일제
조사 착수
10.16 北: 남북관계 전면차단 언급, 소말
리아 피랍 한국인 선원 21명 전원 석방
10.17 조지 부시 美대통령 ‘한국 비자면
제국’ 공식 발표, 美: 對韓 방위공약 보
장..한·미 17개항 공동성명
10.19 정부, 은행 외화차입 1천억 달러 3
년 지급보증 의결
10.20 ‘직불금 부당수령’ 이봉화 복지차
관..사의 표명
10.21 새만금..농업 30% 산업·관광
39% 확정, 정부: 건설사에 9조 원 안
팎 직접 지원안 발표
10.22 군법무관, ‘국방부 불온서적 선정’
헌법소원
10.24 코스피지수 1,000 붕괴
10.25 한·프랑스, 한·EU FTA 연내체결
주력 합의
10.26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
감장 막말’ 대국민 사과
10.27 이명박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 한은: 기준금리 0.75%P 인하

회 개막, 정부·한은 금융안정 200조
지원 발표
10.29 10.29 재보선..한나라당·자유선진
당 ‘텃밭’서 승리, 중국산 과자 반(半)
제품서 멜라민 검출
10.30 한·미 스와프 자금 40억 달러 첫
인출, 헌재: 간통죄 합헌 결정
11. 1 ‘3억 횡령·유용’ 환경운동연합 前
간부 구속
11. 2 1조 원 규모 사상 최대 환치기 조
직 검거
11. 3 정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발표
11. 4 포천서 F-5E 전투기 공중 충돌..1
대 추락, 정부: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
동제안국 참여
11. 5 北 김정일 와병 후 첫 외부활동사
진 공개
11. 7 이명박 대통령, 오바마 미국 대통
령당선인과 첫 통화 “한·미동맹 강화”
11. 9 정부: 오바마 당선인 측과 북핵 첫
조율, ‘인터넷 악성댓글·모욕·협박’
2천30명 검거
11.10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 개시, 국
제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등급전망 ‘부
정적’으로 하향 조정
11.11 금감원: 펀드 불완전판매 은행에
배상 결정
11.12 北: 분계선 통과 제한 발표..남북관
계 중대 국면, 검찰: 이주성 前 국세청
장 구속
11.13 헌재 “종부세 존치..일부 위헌” 판결
11.14 이명박 대통령, G20·APEC 참석
위해 출국
11.15 한국인 5명승선 화물선 소말리아
서 피랍
11.17 무비자 미국여행 개시..“사전허가
는 받아야”
11.18 정부: 민간 지원단체 금강산 방문
허용..8월 이후 처음, 기무사령부 과천
이전.. ‘소격동시대’ 마감
11.19 유네스코 회의서 외규장각 도서
반환 제기
11.21 유엔: 對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한
나라당, 종부세 과표기준 6억 원 유지
확정
11.22 이명박 대통령, APEC 연쇄 정상
회담
11.23 철원 GP 내무반서 수류탄 폭발..5
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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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北: 개성관광 중단 등 남북교류 초

강경 조치 통보, 법원 “론스타 외환銀
인수 불법아니다” 판결, 검찰: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구속
11.25 역방향 좌석 없앤 신고속철 KTX-II
첫 선, 시각장애인 사법시험 첫 합격
11.27 대형마트 3사 일제히 미국산 쇠고
기 판매 개시
11.28 법원: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
한국 8년여 만에 순채무국 전환, 경의
선철도 마지막 운행..개성관광도 중단
12. 1 자이툰부대: 이라크서 임무종결식
12. 2 대검: 농협·NH투자증권 압수수
색, 30개 보수단체 ‘대북 삐라살포’
동참
12. 3 외환보유액 2천5억 달러로 급감,
고교 30~40곳 ‘좌편향 논란’ 금성교
과서 ‘거부’
12. 4 ‘세종증권 비리혐의’ 노건평 씨 구
속, 한국인 유전자 전체 염기서열지도
첫 완성
12. 5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2천499
명 집계..중징계 대상, ‘선거법 위반혐
의’ 문국현 집행유예 2년 선고
12. 9 채권단: 하이닉스 8천억 지원 합의
12.10 ‘일제고사 거부’ 교사 7명 파면·
해임, 태안기름사고 유조선측 항소심
서 유죄, 방송통신위원회,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12.11 한은: 기준금리 1%P 인하..사상 최
대 폭, 6자회담: 검증의정서 합의 실
패, 이무영·이한정 의원직 상실…18
대 첫 확정
12.12 ‘조세포탈·뇌물공여’ 박연차 구속
수감
12.13 한·중·일 정상: 금융위기 포괄
협력 합의, 새해예산안 파행 처리..284
조5천억 원 의결
12.15 2012학년도부터 수능 응시과목 1
개 축소..행정예고, 지방발전에 100조
투입.. ‘초광역개발권’ 추진 발표
12.16 <2009경제운용> 발표..성장목표
3% 내외·일자리 10만 명
12.17 ‘한·미FTA 대비’ 질서유지권 첫
발동
12.18 한나라당: 한·미FTA 비준안 단독
상정..국회 ‘아수라장’, 포스코: 첫 감산
결정..2개월 57만t 규모
12.19 자 이 툰 · 다 이 만 부 대 귀 국 . . 철
수 완료, 아일랜드産 축우서 기준치
100~400배 다이옥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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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12.22 국내 최초 이지스구축함인 ‘세종

대왕함’ 취역식 갖고 작전 배치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신년국정연설 “비
상경제체제 구축”
1. 3 민주당: 로텐더홀 점거농성..국회
극한대치, 장애인 김홍빈 씨 남극 빈
슨 매시프 등정
1. 5 경인운하건설계획 확정
1. 6 韓美방위비분담금 7천600억 원
협정안 의결, 4대강 살리기 등 ‘녹색뉴
딜방안’ 의결
1. 7 검찰, ‘인터넷 논객 ‘ 미네르바 긴
급체포
1. 9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한은 기준
금리 0.5%P 인하..2.5%로
1.10 타미플루 내성 바이러스 국내 첫
발견
1.12 이명박 대통령·아소 총리 한·일
정상회담, ‘선거비 의혹’ 공정택·주경
복 기소
1.13 정부, 700조 부가가치 신성장동력
17개 확정
1.14 주택·재산세 인하..최고세율 0.5→
0.4%, 부산 노래주점 화재..9명 사망
1.15 北 김정일: 3남 정은 후계자로 지명
1.16 부산지법: 부부 간 강간죄 첫 인정
1.17 北 총참모부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할 것”
1.19 이명박 대통령 개각 단행..재정·
통일 등 4명 교체
1.20 ‘용산참사’ 철거민 5명·경찰 1명
사망, 대주건설·C&重 퇴출..14개 건
설·조선사 워크아웃, 대구 수돗물 다
이옥신 농도 권고치 초과
1.22 대우조선 매각 무산
1.23 김정일, 와병설후 첫 외빈 접견
1.25 연쇄살인범 강호순 검거
1.26 주택연금 가입자격 60세로 완화
1.27 정부 예비비 4조 원 책정‥6년 만
에 최대
1.30 北 “정치·군사 남북합의 모두 무
효화” 선언
2. 1 월세 소득공제 등 생활공감정책
발표
2. 2 28주 이상 태아 성감별 허용
2. 3 한국 2018·2022년 월드컵 유치
표명
2. 4 자본시장통합 시대 개막, ‘성년
20→19세’…민법 전면 개정 착수, 20
1. 2

·30대 고용 1천만 명 선 붕괴
재외국민투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 6 민노총 ‘성폭력 파문’ 대국민사과
2. 7 김연아, 4대륙 대회 우승
2. 9 조선 정조 ‘막후정치’ 입증 비밀편
지 299통 발굴
2.10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사퇴
2.11 北 군수뇌부 교체..인민무력부장에
김영춘
2.13 서해대교 3배 길이 금정터널 관통
식, 소말리아 피랍선원 5명 풀려나
2.16 김수환 추기경 선종..20일 교황장
엄수
2.17 정부, 공공기관 통·폐합안 확정
2.18 성전환자 성폭행범에 ‘강간죄’ 첫
인정, 삼성 이재용·임세령 씨 이혼
2.20 오리온·롯데 ‘살모넬라 땅콩’ 파문
2.23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학
력평가 조작파문’ 사과
2.24 한·이라크 바스라유전 개발 합의
2.25 미디어법 기습상정..정국 급랭
2.26 미디어법 항의 언론노조 총파업, 대
법원: 혜진·예슬양 살해범 사형 확정
2.27 전여옥 의원, 국회서 여성 2명에
폭행당해
3. 2 서울 주요 로스쿨(법학 전문대학
원) 역사적 첫 출발, 북·유엔사: 판문
점서 장성급회담
3. 3 환율 1,600원 근접..코스피 1,000
붕괴, 한·뉴질랜드 FTA 협상 개시
3. 4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금산분리
완화는 무산
3. 5 北 “동해영공 南 민항기 안전담보
못해” 선포, 공동주택 공시가격 첫 하락
3. 6 北·유엔사, 판문점서 장성급회담
3. 7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첫 방한, 탤런트 장자연 자살
3. 8 이명박 대통령: ‘新아시아 외교구
상’ 발표
3. 9 한·미 ‘키 리졸브’ 훈련 시작, 양
용은: PGA 투어 두 번째 한국인 챔프
등극
3.10 화물선 日해역서 침몰‥한국인 7
명 실종
3.11 김현희·日 다구치 가족, 부산서
면담
3.13 비정규직법 개정안 입법예고..고용
기간 2→4년, 청해부대: 소말리아로 출항
3.14 ‘연예계 비리’ 故장자연 문건 공개
3.15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
과 폐지
2. 5

3.16 ‘신영철, 촛불시위 재판 관여’ 결

4.14 주택 55.4% 올해 재산세 인하

5.12 정부: 235개 과·팀 감축..직제개

론..윤리위 회부, 예멘서 폭발로 한국
인 4명 사망
3.17 북한: 미국 식량지원 거부, 개성공
단 통행차단 닷새 만에 전면 허용, 고
종황제 사용 국새 발굴
3.18 주택전매제한 완화..공공주택 7→5
년·민영주택 5→3년
3.19 北: 美국적 여기자 2명 억류
3.20 北: 개성공단 통행 세 번째 차단,
‘성폭행 발발이’ 법정최고 25년형 선고
3.21 北, 군통신선 복원..남북통행 재개
3.22 ‘4.29재보선 출마 선언’ 정동영 귀
국
3.23 정부: ‘중산층 키우기’ 종합대책 발
표, ‘불법파업’ 철도노조 70억 배상…
역대 최고
3.24 WBC: 한국 일본에 석패 준우승,
‘박연차 게이트’ 추부길 구속..이광
재·박정규·장인태 영장
3.25 명성황후 독살 그린 1883년 日소
설 발견, 검찰: MBC PD수첩 이춘근
PD 체포..PD들 제작거부, ‘흉악범 얼
굴 공개’ 입법예고
3.26 ‘박연차 게이트’ 이광재 구속..의원
직 사퇴 선언, 헌재: 주민소환제 합헌
결정
3.27 중소 건설·조선 5개 퇴출 15개 워
크아웃, 새만금 산업단지 착공, 서울대
정교수 승진 과반 탈락..교수사회 충격
3.29 김연아, 세계선수권 첫 우승
3.30 北: 개성 현대아산 직원 1명 억류,
국세청: 역외탈세 45명 1천770억 원
추징
3.31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 확정, 전국
초·중 진단평가 실시
4. 1 유명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 검
출, 러시아 산 가스 4월 첫 한국 공급
4. 2 이명박 대통령·오바마 미국 대통
령 런던서 정상회담
4. 3 36년 만에 낙태 허용 입법예고
4. 5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궤도진입
은 실패
4. 6 석면 오염우려 화장품 판매 금지
4. 7 정부, 4조 규모 선박펀드 조성
4. 9 정부: 외평채 30억 달러 발행 성
공, 北: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석
면 약’ 1천12개 품목 판금·회수
4.10 정동영 탈당..무소속 출마 선언,
‘노무현 전대통령 후원자’ 강금원 구속
4.12 노후차 교체 稅감면 확정

4.15 수능자료 첫 공개, 北: IAEA 검증

정안 의결, 고시원 방화 살인범 정상
진 사형 선고
5.13 ‘신영철 사태’ 윤리위 결정 파문, ‘자
전거사고 사망’ 보험금 전국 첫 지급
5.14 ‘공천헌금’ 서청원·김노식·양정
례 의원직 상실, 한·미: 6.25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착수
5.15 여·야 원내대표에 안상수·이강
래 선출, 정부: 국책금융기관 9천500
억 원 증자
5.16 민노총 ‘만장깃대’ 시위..경찰, 457
명 검거
5.21 대법원 ‘존엄사’ 첫 인정 판결, 쌍
용차 총파업 돌입, C40 회의 ‘저탄소
도시’ 서울선언문 채택
5.23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5.24 ‘박쥐’ 칸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
5.25 北 2차 핵 실험..지대공미사일 3발
발사
5.26 정부: PSI 전면참여 선언, 北: 동해
서 단거리미사일 2발 발사
5.27 ‘흉악범 DNA 채취·관리법’ 입법
예고
5.28 공시지가 0.8% 하락..10년 만에
처음, ‘BBK 의혹’ 김경준 징역 8년
확정
5.29 故 노 前 대통령 국민장 엄수, 北:
동해서 신형 단거리미사일 발사, ‘에버
랜드 CB’ 이건희 회장 무죄 확정
6. 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2일)
6. 3 임채진 검찰총장 사퇴..“국민 슬프
게 한 것 사죄”
6. 4 전국고교 대학진학률 두 번째 공개
6. 8 北: 美여기자들에 각각 12년 중형
선고, ‘4대강 살리기’ 사업비 22조2천
억 확정
6.10 서울광장 등 전국서 ‘노무현 추모’
6.10대회
6.11 北: 남북회담서 개성임금 4배·땅
값 31배 인상요구, 화물연대 총파업 돌
입, 나로우주센터 준공
6.12 예멘 피랍 엄영선 씨 피살
6.16 이명박 대통령·오바마 대통령 워
싱턴서 정상회담
6.17 월드컵축구 남북 사상 첫 동반 본
선행
6.18 검찰, PD수첩 30곳 의도적 왜곡
결론
6.19 남북 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팀 영변서 추방, 검찰: MBC ‘광우병보
도’ 김보슬 PD 체포
4.16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이베
이’, G마켓 인수 확정
4.17 ‘어린이 유괴범에 전자발찌’ 법안
국회통과, 정부: 공공기관 임직원 3만
명 감축안 발표
4.18 北 총참모부, ‘PSI(확산방지구상)
참여는 선전포고’ 경고
4.20 미네르바 박대성 무죄 석방
4.21 남북 개성접촉..北 “공단특혜 전면
재검토”, 세종시 ‘정부직할 특별자치
시’로 결론
4.22 부녀자 10명 연쇄살인 강호순 사
형 선고, 행정안전부: 지방 소득·소비
세 도입
4.23 5년 넘은 행정규칙 1천개 일괄폐
지 착수, 평창 2018년 동계올림픽 유
치 신청 방침 확정
4.24 살인 등 8대 범죄 첫 양형기준 마
련, 경찰: 장자연씨 자살사건 관련자 9
명 입건
4.27 ‘세종증권 비리’ 노건평 씨 징역 5
년 구형, 신종인플루엔자(SI) 법정전염
병 지정, 서울대: 형광 복제견 ‘루피’
생산
4.28 검찰, MBC PD수첩 제작진 4명
체포
4.29 전국 16곳서 재보선..한나라 완
패·무소속 돌풍, ‘황우석式 줄기세포
연구’ 사실상 허용
4.30 대검: 노무현 前 대통령 소환조사,
초·중·고 교육과정 55년 만에 개편
5. 1 국내 병·의원 외국인환자 유치·
알선 허용, 수도권 전철 종이승차권
폐기 1회용 카드 도입
5. 4 청해부대, 소말리아 해역서 북한
상선 구조
5. 5 수족구병 사망자 국내 첫 발생
5. 6 정부: 아프간에 7천400만 달러 지
원, 이명박 대통령·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계파초월 ‘탕평인사’ 합의
5. 8 수도권 개발 축..서남·동북부로
변경
5.10 이명박 대통령: 중앙아시아 2개국
자원 정상외교(~14일), 비만식품 학교
내 판매금지 시행
5.11 한·우즈벡 정상회담, 5개 광구 탐
사사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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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한은: 5만 원 권 발행 개시, 세브란

7.29 ‘인감증명 사무’ 올해 60% 축소…

스병원: 국내 첫 존엄사 시행
6.24 당선무효 비례대표 승계금지 위헌
판결
6.26 시국선언 교사 최대 규모 징계, 쌍
용차 평택공장에 공권력 투입
6.27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확정
6.29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대운하 추
진 안 해”
6.30 정부, 대출·보증 등 2조 규모 서
민대책 마련
7. 1 서울시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공공주도 전환’ 대책 발표
7. 2 北: 100㎞ 단거리 미사일 4발 발
사, 남북 제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7. 3 국방부 ‘2010~2014년 국방중기계
획’ 발표, 장자연 소속사 前대표 국내
송환..수사 재개
7. 4 北, 동해상 단거리 미사일 7발 발사
7. 6 이명박 대통령 ‘재산 331억 원 사
회 기부’ 발표
7. 7 이명박 대통령: 유럽 3개국(폴란
드, 이탈리아, 스웨덴) 순방, ‘박연차게
이트 수사’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사
표, 청와대 등 주요 사이트 DDoS 공격
받아
7.10 故 노무현 前 대통령 49재 엄수,
북한산 ‘우이령길’ 41년 만에 일반 개방
7.11 고미영, 히말라야 낭가파르밧 하
산 도중 사망
7.13 한·EU FTA협상 2년여 만에 타결
7.14 서울 자율형 사립고 13곳 확정, 천
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자진사퇴
7.15 中企 77곳 워크아웃·36곳 퇴출
확정,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개통
7.17 법원 “北 주민 가족관계등록 가
능” 첫 판결
7.19 정세균 민주당 대표, 미디어법 저
지 단식 돌입
7.20 수능·학업성취도 원자료..국회의
원 열람 시작
7.21 신종플루 전염병위기단계 ‘경계’로
격상
7.22 신문·방송·IPTV 등 ‘미디어 3법’
국회통과, 금세기 최장 ‘일식 쇼’ 관측
7.23 한나라당 홍장표·무소속 최욱철
의원직 상실, 공정거래위원회: 퀄컴에
2천600억 원 과징금 부과
7.24 서울 지하철 9호선 운행 개시
7.27 이명박 대통령 “서민 150만 명
8.15 특별사면”

5년 내 폐지 계획 발표
7.30 北, 동해NLL 월선 南어선 ‘800 연
안호’ 장전항 예인
7.31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
산에 등재, 한국형 첫 기동헬기 ‘수리
온’ 출고
8. 1 광화문광장 시민 개방..준공기념
‘새빛들이’ 행사
8. 3 오은선 가셔브룸Ⅰ 등정..히말라야
14좌 중 하나 남겨
8. 4 클린턴 전 美대통령 방북, ‘아시아
의 물개’ 조오련 심장마비로 사망
8. 5 클린턴 방북..억류 美여기자 2명 석
방, 철도시설공단 한강하저터널 관통
8. 6 쌍용차 노사협상 타결
8. 7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
정’(CEPA) 서명, 포털뉴스 언론중재법
적용 시작
8.10 첨단의료단지 충북 오송·대구 신
서 2곳 선정,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
령: 병상서 극적 화해
8.11 정부, 생계형 서민범죄 152만 명
특별사면 발표
8.13 개성공단 억류 현대아산 근로자
유성진 씨 석방
8.14 삼성SDS 사건 ‘유죄’..이건희 회장
집행유예, ‘부림사건’ 연루자 28년 만
에 무죄 판결
8.15 신종플루 첫 사망자 발생..태국여
행 50대 남성, 故 최진실 유골함 도난
8.16 방북 현정은 회장, 김정일 국방위
원장 면담
8.17 현대·北: 이산상봉·관광재개 등
5개항 합의, 양용은: 한국인 최초 메이
저골프 ‘PGA 챔피언십’ 우승
8.18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8.19 나로호 발사 7분56초 남기고 카운
트 중지
8.20 신종플루 대응체계 ‘계절성 인플
루엔자’ 전환, 삼성특검 ‘SDS판결’ 재
상고 포기..활동 종료
8.21 北 ‘12.1 통행제한 조치’ 해제..직통
전화 임시개설, 김기남·김양건 등 북
한 DJ조문단 서울 방문
8.23 김대중 前 대통령 국장 영결식 엄수
8.25 나로호 발사..정상궤도 진입 실패
8.26 제주지사 주민소환 무산..투표율
미달
8.28 남북: 추석 직전 이산가족 상봉 합
의,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27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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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8.29 北 억류 ‘800 연안호’ 선원·선박

송환
8.31 靑 참모진 중폭 교체.. ‘1실장·1정

책실장·8수석·6특보’ 확정, 충주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성공
9. 1 개성공단 육로통행 정상화
9. 2 방송통신위원회, 11개 유선방송
(SO) 조건부 재허가, 신라 문무왕릉비
조각 200년 만에 재발견
9. 3 국무총리에 정운찬 내정..6개 부처
개각
9. 5 금호타이어 직장폐쇄-총파업 정
면충돌
9. 6 北, 예고없이 댐 방류..임진강서 6
명 사망
9. 7 주택대출 DTI규제 수도권 전역 확
대, 개성 남북경협사무소 재가동, 박희
태: 한나라당 대표직 사퇴..정몽준 승
계, 한국 기능올림픽 16번째 우승
9. 8 쌍용차 노조: 민주노총 탈퇴, 10년
간 여성 125명 성폭행한 ‘경기북부 발
바리’ 구속
9. 9 문화올림픽 세계델픽대회 제주서
개막
9.10 48년 만에 항공운송 면허체계 개
편..에어택시 등장
9.11 ‘민족일보 사건’ 유족에 99억 원
국가배상 판결
9.13 소말리아 파병 청해부대 1진 문무
대왕함 부산 귀항
9.14 軍 대장인사 단행..합참의장에 이
상의, ‘파이널 퀸’ 신지애: LPGA 역전
우승
9.15 남북 이산상봉 생사확인 결과 교환
9.16 남북 개성공단 임금 5% 인상 합
의, 박연차: 1심서 징역 3년6개월·벌
금 300억 원 선고
9.18 이해찬 前 총리 등 민청학련 관련
자 재심서 무죄 판결
9.23 노건평 씨 항소심도 실형..징역 2
년6월
9.24 헌재,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9.25 2010년 G20 정상회의 한국개최 확
정, 공무원 연중 내내 간소복 근무 허용
9.26 금강산서 추석 남북 이산가족 상
봉 시작, 통합공무원노조 첫 대의원대
회..민노총 가입 확정
9.27 인천도시축전장 경비행기 추락..1
명 사망

9.28 국회, 정운찬 총리 인준안 가결

10.29 헌재: ‘미디어법 권한침해..개정법

11.25 한국 ‘원조 선진공여국 클럽’ 가입

9.30 서울 자율고 모집요강 공고..13개

은 유효’ 판결, 당선무효 비례대표 의
원 승계금지 위헌 판결, 학원 심야교
습 금지 조례 합헌 판결, ‘선거법 위반’
공정택 교육감직 상실
10.30 정부 ‘아프간 보호병력’ 파병 발표,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전국 모
든 약국으로 확대
10.31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별세
11. 2 北 외무성: 美에 양자대화 ‘결단’
촉구, 사회적 약자 과태료 50% 감경
법안 입법예고
11. 3 정부: 신종플루 위기단계 ‘심각’으
로 격상, 北 “폐연료봉 8천 개 재처리
완료” 발표
11. 4 박용오 전 두산회장 자택서 자살
11. 6 野 5당: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
발의
11. 7 포항 스틸러스, AFC챔피언스리그
우승..알 이티하드 제압
11. 8 ‘친일인명사전’ 발간..4천389명 친
일행적 수록
11. 9 ‘주저앉은 소’ 식용 도축 금지
11.10 남북 서해 상에서 ‘대청해전’..北
경비정 반파
11.11 전국 초·중·고생 신종플루 백신
일제 접종 시작
11.12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
시, 정연주 前 KBS 사장 해임처분 취
소 판결
11.13 이명박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참
석차 싱가포르 방문
11.14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일본인 등
10명 사망
11.16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공식 출
범, 신지애: 한국인 최초 LPGA 투어
상금왕 등극
11.17 정부, 온실가스 2020년까지 4% 감
축 확정
11.18 오바마 美대통령 첫 방한, ‘호화’
논란 성남시 신청사 개청식
11.19 이명박 대통령·오바마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11.21 ‘미술품 강매’ 국세청 안원구 국장
구속
11.22 연쇄살인범 정남규 서울구치소에
서 자살
11.23 서울시: 통합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해임, 법원 ‘국회폭력’ 의원들
에 유죄 판결
11.24 외국인노조 국내 첫 설립

11.26 헌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

교 4천955명 선발
10. 1 北주민 11명 동해 상에서 귀순, 민
간 배드뱅크 설립
10. 5 北: 6자회담 조건부 복귀 선언
10. 6 U20 축구대표팀 18년 만에 8강
진출
10. 7 2011년 세계관광기구 총회 한국 개
최 확정
10. 8 부산국제영화제(PIFF) 개막..70개
국·355편의 영화 초청
10. 9 이명박 대통령·하토야마 일본 총
리 정상회담..북핵 ‘그랜드바겐’ 합의,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제막식, 골
프·럭비 100여 년 만에 올림픽 복
귀..태권도 유지 확정
10.10 이명박 대통령: 한·중·일 정상
회담 참석
10.12 2금융권 주택대출 DTI 확대, 진실
화해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조작
확인
10.14 남북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
담..北 유감표명
10.15 브뤼셀서 한·EU FTA 가서명, 정
부 ‘희망근로·청년인턴 내년 상반기
까지 지속’ 발표
10.16 133층 상암동 ‘서울 DMC 랜드마크
빌딩’ 착공
10.18 김연아,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 우승
10.19 국내 최장 교량 인천대교 개통, 2
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 추가 지정
10.20 이명박 대통령, 베트남·캄보디
아·태국 등 동남아 3개국 순방(~25일)
10.21 韓·베트남 정상회담.. ‘전략적 협
력동반자관계’로 격상, 녹십자 개발 국
산 신종플루 백신 허가..세계 8번째
10.22 미국: 한·미안보협의회(SCM)서
확고한 방위공약 재확인, 문국현 의원
당선무효형, 전국광역단체공무원노조
연맹 창립
10.24 이명박 대통령: 한·아세안 정상
회의 참석, 프로야구 KIA 한국시리즈
우승..나지완 MVP 수상
10.26 ‘논문조작·횡령’ 황우석 집행유예
3년 선고, 강동림 씨: 동부전선 군사분
계선 넘어 월북
10.28 재보선 투표..한나라 2곳·민주 3
곳 승리, ‘용산참사’ 농성자 7명에 징역
5∼6년 중형

전국철도노조 파업 돌입
11.27 이명박 대통령 ‘세종시 수정’ 사과

표명,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
친일인사 704명 추가
11.28 장미란: 세계신기록으로 세계역
도선수권 4연패, 애플 ‘아이폰’ 공식
출시
11.30 국내 첫 타미플루 내성 신종플루
확인, 北: 17년 만에 화폐 개혁 단행
12. 1 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12. 2 ‘초광역권 4대 벨트’ 개발구상 확
정,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6개 LPG사
에 과징금 6천689억 원 부과
12. 3 이완구 충남지사: 세종시 수정 반
발 지사직 사퇴, ‘그린 카’ 하이브리드
택시 국내 첫 운행
12. 4 노사정 ‘복수노조 2년 반 유예·내
년 7월 전임자 무임금’ 합의, 호남고속
철 오송－광주 송정 착공식
12. 5 2010 월드컵 조 추첨..한국·아르
헨티나·나이지리아·그리스와 B조,
한국 한·일여자프로골프 대항전서
日 제압, 김연아: 시니어 피겨 그랑프
리 파이널 우승
12. 6 전북 현대, 창단 15년 만에 프로축
구 K-리그 첫 우승
12. 7 정몽구 회장: 사재 600억 원 사회
기부 발표, 軍 의문사조사위 활동마
감..의문사 246건 규명
12. 8 보즈워스 美특사 방북..북·미 공
식대화, 정부: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
안 확정
12. 9 출생아 기대수명 80세 첫 돌파
12.10 신종플루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정부 ‘北에 타미플루 지원’ 발표..北 즉
각 수용, 검찰: ‘대한통운 금품수수 의
혹’ 한명숙 소환 통보
12.11 쌍용차 회생 수정안 부결, 창원·
마산·진해 통합 확정, 이명박 대통
령·오자와 이치로 일본 민주당 간사
장 회담 “내년, 한·일협력 새 출발점”
12.14 국내서 신종플루 감염 돼지 첫 발견
12.16 서울시, 2010년까지 서울시 모든
택시에 블랙박스 부착 발표
12.18 이명박 대통령: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정상회의서 대표연설..녹색성
장 정책기조설명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 행동 촉구, 국내 첫 쇄빙선
아라온호 남극 향해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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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일출 명소 여수 향일암 화재..대웅

1.28 이명박 대통령: 다보스포럼에서

3.11 법정스님 입적…세수 78세

전과 문화재 전소
12.21 北 해군사령부, 서해 北수역..평시
해상사격구역 지정
12.26 이명박 대통령 원전수주 지원차
UAE 방문
12.27 한전 컨소시엄: 400억 달러 UAE
원전 수주, 한·UAE 군사교류협력협
정(MOU) 체결
12.29 정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단
독 특별사면·복권 발표
12.31 한나라당 새해 예산안(292조8천억
원 규모) 단독 처리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제안
2. 2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내부 부
식 확인
2. 3 삼성 반도체 핵심기술 하이닉스에
무더기 유출
2. 4 북한 선적 화물선: 소말리아 아덴
만에서 피랍
2. 5 서울 G20정상회의 11월 11~12일
개최 결정
2. 7 전 프로야구 롯데 선수 임수혁: 10
년 투병 끝에 사망
2. 8 엄기영 MBC 사장 사퇴, 키코 소송
에서 은행 승소..본안 첫 판결
2.10 숭례문 복구공사 착공..누각 해체
시작
2.11 서울 첫 고교선택제로 84% ‘희망
고’ 배정
2.12 ‘연구중심대학’ 3곳 퇴출·22곳 지
원 삭감
2.13 밴쿠버 동계올림픽 개막…한국,
46번째로 입장
2.16 모태범: 사상 첫 동계올림픽 빙속
금메달
2.17 주택담보대출 금리체계 코픽스
(COFIX) 기준금리 첫 공시, 이상화: 사
상 첫 동계올림픽 여자 빙속 금메달
2.19 국회 국방위: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처리
2.22 서울지역 자율고 ‘편법입학’ 전면
조사
2.25 헌재: 사형제 13년 만에 다시 ‘합
헌’ 결정
2.26 김연아: 한국인 사상 첫 올림픽 피
겨 금메달, 약대 신설 15곳 선정..연·
고대도 허용
2.27 G20 재무차관회의 인천 송도에서
개막
3. 1 밴쿠버 동계올림픽 폐막…한국 종
합 5위
3. 3 북한판 윈도 ‘붉은별’…러시아 위
성방송 처음 공개
3. 4 정부: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영구
대여’ 공식 요청
3. 5 신종플루 위기단계 ‘주의’로 하향
조정, 은마아파트 ‘조건부 재건축’ 결정
3. 8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개시
3. 9 전국 초·중생 진단평가..일부지역
체험학습
3.10 여중생 살해피의자 김길태 사건발
생 15일 만에 검거

3.17 남극 ‘제2기지’로 테라노바 베이

2010년
위헌 ‘혼인빙자간음죄’ 재심에서
첫 무죄 판결
1. 4 중 부 지 방 대 설 . . 서 울 적 설 량
25.8cm 관측 이래 최고
1. 5 이명박 대통령: 지자체 호화청사
에너지낭비 비판
1. 6 전국 소방관 3교대 전면 시행
1. 7 경기도 포천에서 8년 만에 구제역
발생
1. 8 세종시민관합동위: 세종시 수정안
최종 논의
1. 9 용산 철거민 희생자 355일 만에
장례 엄수, 영화 ‘아바타’ 747만 명 돌
파…역대 외화 최다 관객 신기록
1.10 국내 첫 ‘존엄사’ 김할머니 201일
만에 별세
1.11 정부: 세종시 수정안 발표..부처이
전 백지화
1.12 전국 민원전산망 사상 최장시간
불통, 한국 첫 쇄빙선 아라온호 남극
향발 탐사돌입
1.14 ‘세종증권 매각 비리’ 노건평 징역
2년6월 확정
1.15 국내 전역 부분일식
1.18 정부: 아이티에 1천만 달러 지원
결정
1.20 법원: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
진 무죄 선고
1.21 정부: 고용목표 ‘25만+α’..고용세액
공제 도입
1.23 아라온호: 남극 케이프벅스 도착
1.26 전교조·전공노 정치활동 수사 전
국으로 확대, 북한: 백령도 근해에 항
행금지구역 선포
1.27 북한: 서해 NLL향해 두 차례 90여
발 포사격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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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3.19 정부: 전교조 교사현황 첫 조사
3.23 구제역 종식선언..가축사육 면허제

도입, 정부: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 국
회 제출
3.24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 경영
복귀
3.25 중국: 안중근 추모행사 첫 공식
승인, 옥션: 회원 전체 개인정보 유
출..700만 명 추가 공지
3.26 백령도 인근에서 초계함 천안함
침몰..해병 46명 사망, 재일교포 ‘차별
항의’ 권희로 씨 별세
3.29 검찰: ‘공무원 정치활동’ 재수사 착수
3.30 부산지검: 국내 최대 보람상조 압
수 수색, 침몰 천안함 탐색작업 중
UDT 한주호 준위 순직
3.31 국회: ‘전자발찌 소급적용법’· ‘유
기징역 최대 50년’ 형법 개정안 처리
4. 1 국내증시 22개월 만에 시가총액 1
천조 회복
4. 2 천안함 실종자 수색 참여 금양98
호 침몰
4. 5 삼호드림호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
랍,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절차 개시
4. 7 북한: 억류 미국인 곰즈 씨 ‘8년 노
동교화형’
4. 8 현대제철 당진 일관제철소 준공
4. 9 법원: 뇌물수수 혐의 한명숙 전 총
리 무죄 선고, 인천 강화군 선원면 금
월리 한우 구제역 확진
4.12 정부: 청소년 심야게임접속 금지
등 게임 과몰입 대책 발표
4.14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
적 분석 결과’ 공개
4.15 천안함 함미 침몰 20일 만에 인양,
전남 진도 해상에서 해군 링스헬기 1
대 추락..4명 사망
4.20 자율형 사립고 18곳 추가 지정,
MBC ‘PD수첩’ 검사에 향응·성접대
정황 공개
4.21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사 서울
정상회의 개막
4.22 교육과학기술부: 2012학년도 수능
시험 기본계획 발표
4.23 ‘스폰서 파문’ 박기준 부산지검장
사의, 수사공보준칙 개정..성폭력범 신
상정보 언론에 공개,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사 서울선언문 채택

4.24 천안함 함수 침몰 29일 만에 인양
4.26 연합뉴스: 천안함 장병 추모 사진

전 개막
4.27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착공 19년

만에 결실, 여성 산악인 오은선: 여성
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
4.29 천안함 ‘46용사’ 영결식 엄수
4.30 남아공월드컵 축구대표 예비엔트
리 30명 발표
5. 1 충남 청양 축산연구소에서 구제역
발생
5. 2 이명박 대통령: 건군 이래 최초 전
군 주요지휘관회의 주재, 영화배우 장
동건·고소영 결혼
5. 3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
문,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5. 4 복수국적 제한적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 공포
5. 6 금양98호 선원 영결식
5. 7 민·군 합동조사단: 천안함 화약
성분 어뢰로 결론
5.10 ‘한일병합조약 무효’ 한·일 지식
인 공동발표
5.12 남북: ‘6.15 10주년행사’ 평양서 공
동개최 합의
5.13 이명박 대통령: 국방개혁2020 전
면 재검토 지시
5.17 박세리: 약 3년 만에 LPGA 우
승..통산 25승째
5.19 지상파: 수도권에서 3DTV 시범방
송 개시, 신규 주택대출금리 ‘3%대 중
반’..역대 최저
5.20 민·군 합동조사단: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결과 발표
5.21 유엔사: ‘천안함’ 특별조사팀 구
성…‘공동조사’ 검토
5.23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봉하마
을에서 추도식
5.24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관련 대국
민담화 발표, 이창동 감독 영화 ‘시’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
5.25 정부: ‘북한=주적’ 개념 6년 만에
부활 확정
5.27 “초기배아, 인간 아니다”…헌법소
원 각하, ‘인혁당사건 간첩 날조’ 28억
배상판결
5.29 북한 출발 화물선 대북제재 이후
첫 입항
5.30 한·일·중 정상: 천안함 지속협
의·적절대처 합의
6. 1 남아공 월드컵 최종 엔트리 23명

발표
지방선거 실시..한나라당 패배·민
주당 약진
6. 4 정부: ‘천안함’ 유엔 안보리 공식
회부
6. 7 구제역 전국적으로 진정..이동제한
조치 해제
6.10 나로호 비행 중 폭발·추락..2차
발사 실패
6.11 남아공 월드컵 개막
6.12 남아공 월드컵 B조 1차전 한국
2-0 그리스 격파
6.13 이상의 합참의장: 천안함 사건 관
련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전역지원서
제출
6.14 참여연대: 안보리에 천안함 서한
‘파장’
6.15 유엔 안보리: ‘천안함’ 비공식협의
착수..의장성명 추진
6.16 여·야: ‘스폰서 검사’ 특검법 합의
6.17 남아공 월드컵 B조 2차전 한국, 아
르헨티나에 1-4 패배
6.18 F-5 전투기 1대 동해상 추락
6.20 서울 용산고, 경기고 등 과학중점
학교 47곳 추가 지정
6.21 법무부: “아동성폭력에 화학적 거
세 등 도입 검토”
6.22 평창: 2018년 동계올림픽 공식후
보도시 선정
6.23 한국: 월드컵 원정 사상 첫 16강 쾌
거..나이지리아에 2-2 비겨
6.24 ‘스폰서 파문’ 박기준·한승철 면
직..징계수위 논란, 삼성전자: ‘스마트
폰’ 갤럭시S 국내 판매 개시
6.25 ‘여중생 성폭행·살인’ 김길태 사
형 선고
6.26 남아공 월드컵 16강전 한국, 우루
과이에 1-2로 패배
6.27 천리안 위성 발사 성공, 한·미: 전
작권 2015년 12월 전환 합의..3년7개월
연기
6.29 국회: 세종시 수정법안 표결 처
리…부결
6.30 한류스타 박용하 자택에서 목매
자살
7. 1 ‘타임오프’ 시행..노사정 갈등 표
면화
7. 3 인천대교 인근에서 버스 추락..12
명 사망
7. 4 대구 초등생 성폭행 중학생 피의
자 검거
6. 2

조석래 전경련 회장: 건강문제로
사의
7. 7 청와대 조직개편 단행..사회통합수
석·사회복지수석 신설
7. 8 이명박 대통령: 신임 대통령실장
에 임태희 내정
7. 9 ‘민간인 사찰’ 총리실 사상 첫 압
수수색, 기준금리 2.25%..16개월 만에
0.25%P 전격 인상
7.1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천안함 규
탄 성명’ 만장일치 채택
7.11 외국인 맞선 남성..출국 전 사회통
합 교육 의무화
7.12 2014년까지 세종시 9부2처2청 35
개 기관 이전 발표
7.14 연명치료 중단 사회적 합의안 마련
7.15 동대문구 초등생 성폭행범 검거
7.16 개정 전자발찌법 시행…출소 앞둔
성폭행범에 첫 소급 청구
7.21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게이츠 국
방장관: DMZ 첫 동반 방문
7.22 ‘항명파동’ 채수창 전 강북서장
파면
7.2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개막…
‘천안함 외교전’ 격돌
7.25 한·미: 동해에서 연합훈련 돌입
7.26 아동 성범죄자 정보..인터넷 공개,
한국: U20여자월드컵축구 사상 첫 4강
진출
7.27 DNA법 시행 첫날 살인범 등 38명
유전자 확보
7.28 재보선 실시..한나라당 5곳 완승
7.29 정운찬 국무총리 공식 사의 표
명..이명박 대통령 수용
8. 1 하회·양동마을 세계유산 등재
확정
8. 5 육·해·공 합동 서해 대잠훈련
돌입, 강희락 경찰청장 사의 표명
8. 6 사회적 배려대상자 편법입학 ‘원
천차단’
8. 8 이명박 대통령: 대폭 개각 단행, 북
한: 동해 조업 중이던 ‘55 대승호’ 나포
8. 9 북한: NLL인근 해안포 130여 발
발사, 서울 도심 달리던 시내버스 폭
발..17명 부상
8.12 쌍용차 우선협상자에 인도 마힌
드라 선정, 패션디자이너 앙드레김 별
세..향년 75세
8.13 노건평·서청원·이학수 등 8·15
특별사면 결정, 서울시의회: ‘서울광장
집회 허용’ 조례 의결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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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이대호: 프로야구 9경기 연속 홈

9.17 LG전자: 남용 부회장 자진사퇴

11. 3 남북 이산가족 297명 ‘2차 상봉’

런…‘세계기록’
8.15 이명박 대통령: 통일세 신설 논의
제안
8.17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2개 이하 또
는 3개 이상 선정 방침 발표
8.18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도
식 거행, 故 이병철 회장 손자 이재찬
씨 투신자살
8.19 세종시 이전 정부기관 49곳 → 36
곳 확정, ‘2014 수능시험 개편방안’ 발
표..수준별 A/B형 선택·2회 시행
8.20 초등생 납치·성폭행 김수철 무기
징역
8.23 ‘국가보안법 위반’ 한상렬 목사 구속
8.25 ‘고무줄 양형’ 막는다..형법 개정시
안 공개
8.26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3개월 만
에 전격 중국 방문
8.29 부동산 대책 발표..무주택·1주택
자 DTI 규제 한시적 없앤다, 김태호 국
무총리·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전격 사퇴
8.30 7개 여자대학에서 여성ROTC 설치
신청서 제출
8.31 삼성물산: 용산역세권개발 경영권
포기, 대한적십자사: 100억 원 상당 대
북수해지원 제의
9. 1 미래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확
정·발표
9. 2 태풍 곤파스 상륙..5명 사망·지하
철 운행중단 등 피해
9. 4 ‘딸 특채 논란’ 유명환 외교장관 사
의, 광주 G20 재무차관회의 개막..의제
조율
9. 6 감사원: 공무원인사 감사 착수..공
직사회 파장
9. 7 납북 ‘55 대승호’ 30일 만에 귀환,
케이블채널 엠넷: ‘4억 명품녀’ 방송
논란
9. 8 정부: 이란 금융제재 발표
9.10 일본: ‘독도는 일본땅’ 방위백서
발표
9.11 부산비엔날레 개막…71일간 전시
9.13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
시행, 서울시: “낙지·문어 머리에 카
드뮴”.. ‘낙지머리 논란’, 국방부: ‘천안
함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발간
9.16 이명박 대통령: 총리 후보에 김황
식 감사원장 지명

9.22 추석 연휴 집중호우 피해

11. 5 ‘청원경찰법 관련’ 국회의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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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오장풍’ 교사 해임결정…첫 체벌

교사 퇴출
9.25 한국: U-17 여자월드컵축구 우승
9.27 서울시의회: ‘서울광장 집회 허용’
조례 공포
9.28 북한: 당대표자회 개최..3대 권력세
습 공식화
9.30 천안함 침몰 이후 첫 남북 군사회
담 판문점에서 개최
10. 1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우신골든
스위트 대형화재, 김황식 제41대 총리
취임
10. 2 박찬호 124승..메이저리그 아시아
선수 최다승 달성
10. 3 이명박 대통령: ASEM 참석차 벨
기에 방문, 민주당 전당대회..새 당대
표에 손학규 선출
10. 4 ‘제주 지질명소’ UNESCO 세계지
질공원 인증
10. 5 ‘배추 파동’에 서울시 배추 특별
공급
10. 6 한·EU FTA 공식체결…내년 7월
발효
10. 8 ‘행복전도사’ 최윤희 부부 모텔에
서 동반자살
10.10 황장엽: 자택 욕실서 심장마비로
사망, ‘북한 열병식’에 김정은 등장…
북한 TV 생중계
10.12 전국체전 폐막..경기도 9연패
10.14 지상파-케이블 TV 재송신 분쟁
타결
10.17 한국어선 ‘금미305호’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
리·부정행위 적발
10.19 프로야구 SK: 삼성 꺾고 통산 3번
째 한국시리즈 우승
10.21 대검 중수부: C&그룹 압수수색
10.22 G20 경주 장관회의 개막, 인구센
서스 인터넷조사 시작..11.1부터 방문
조사
10.27 기초단체장 2곳 등 6곳에서 재·
보궐선거 실시
10.29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합의
10.30 남북 이산가족 533명 금강산에서
상봉,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사퇴
11. 1 서울 초·중·고교 체벌 전면 금지
11. 2 예멘에서 한국송유관 폭탄공격 받
고 폭발

의원실 압수수색
11. 6 삼호드림호: 소말리아 피랍 7개월

만에 석방
11.11 서울 제5차 G20정상회의 개막,
제2롯데월드 건축 최종허가..2015년
완공
11.12 서울 G20정상회의: 환율해법 시한
합의.. ‘서울선언’ 채택, 한·프랑스 정
상: “외규장각 5년 단위 대여갱신 합
의”,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막..한국 16
번째로 입장
11.14 한·일 정부: 일본수탈 도서 1천
205권 반환 합의
11.15 국토부: 경남도에 낙동강 사업권
회수 통보
11.16 한은: 기준금리 4개월 만에 0.25%
포인트 인상
11.17 박태환: 아시안게임 수영 자유형
100ｍ 금..2회 연속 3관왕, 남한강에서
군 소형선박 뒤집혀 3명 사망
11.18 2011학년도 대입수능시험 실시
11.19 장미란: 아시안게임 여자역도
금..그랜드슬램 달성
11.21 핵 전문가 헤커 “북한 우라늄농축
시설 원심분리기 2천 개” 주장
11.23 북한: 연평도에 170발 포격..해병 2
명·민간인 2명 사망
11.25 하나금융: 4조6천888억 원에 외환
은행 인수
11.26 신임 국방장관에 김관진 전 합참
의장 내정
11.27 광저우 아시안게임 폐막..한국 금
76개로 종합 2위
11.28 서해 한·미연합훈련 시작..미국
항모 조지워싱턴호 등 참가
11.29 경북 안동 돼지 구제역 양성 판정
12. 3 한·미FTA 타결… “자동차 양보,
쇠고기 제외”, “한강살리기 적법”..4대
강 소송 첫 판결
12. 7 법무부: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로 결정
12. 8 새해 예산안 전격 처리..한나라당
강행, 전북 익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
12. 9 국내 첫 다제내성균 환자 발생
12.10 보훈처: 친일행위 독립유공자 19명
서훈 취소 결정
12.12 영원무역: 방글라 공장 현지근로
자 폭력시위

12.13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거가대로)

개통, 남극 해역에서 한국 원양어선
침몰
12.14 코스피지수 2,009.05 마감..3년1개
월 만에 2,000선 올라서
12.15 말레이곰 ‘꼬마’ 우리 탈출 9일 만
에 포획
12.16 대법원: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
헌’ 첫 판결
12.17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우리금융 민
영화 중단 선언, 서울소재 자율고 9곳
무더기 미달사태 초래
12.19 광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폐막..한
국 종합 3위
12.20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실시
12.21 청와대: 수석급 국가위기관리실장
신설,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춘천 ‘수
도권시대’ 개막
12.22 정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확
정, 수입쇠고기 유통 이력제 시행
12.24 경북 영천 종돈장서 구제역..바이
러스 전국확산 비상, 서청원 전 의원
등 829명 성탄절 가석방
12.25 해경 경비함 충돌 중국 선원 방
면..항공편 귀국
12.26 안상수 대표: ‘룸살롱 자연산’ 파문
대국민 사과
12.27 국방백서에 ‘북한정권·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기
12.28 진실화해위: 마지막 전원위원회로
5년 활동 마감
12.29 구제역 위기 경보 ‘심각’으로 격
상..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인천
공항철도 10년 만에 전 구간 완전개통
12.30 KT: ‘올레1호’ 발사 성공으로 고품
질 위성방송 서비스 제공
12.31 보도채널 연합뉴스·종합편성채
널은 조선·중앙·동아·매경 선정,
천안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 확진
판정

2011년
코스피 개장 첫날 2,070.08…사상
최고
1. 5 ‘촛불 피해’ 광화문 상인들 손배소
송서 패소
1.11 평창유치위: 2018년 동계올림픽
신청서 제출
1.12 구제역 예방접종 지역 전국으로
확대
1.13 검찰: 허위사실 유포 ‘타진요’ 회원
1. 3

12명 기소
1.14 제2 자유로(파주 교하~서울 상암)

전면 개통
1.19 원정도박 혐의 신정환 씨 귀국
1.20 ‘국새 사기’ 민홍규 징역 2년6월
1.21 청해부대 ‘아덴만 여명작전’ 삼호
주얼리 선원 전원구출
1.24 귀화자 10만 명 돌파…대한민국
정부 수립 63년 만
1.27 이광재 강원도지사직 상실…징역
형 확정
1.28 ‘함바 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구
속, ‘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건설
업자 법정구속
1.31 박지성: 축구대표팀 은퇴 선언
2. 1 서울 초등학교 무상급식 대상
1~4학년으로 확정, 구제역 살처분
299만 마리 넘어서
2. 5 북한주민 31명 어선 타고 서해 연
평도 해상으로 남하
2. 7 아스타나-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
한국 종합 3위 달성
2. 8 남북 군사실무회담 판문점서 개최
2. 9 소말리아 피랍 금미호 넉 달 만에
석방
2.10 ‘뇌물 인사’ 공정택 징역 4년 확정,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정식
서명
2.15 ‘담배소송’ 항소심도 폐암환자 패
소 판결
2.17 전경련 회장에 허창수 GS그룹 회
장 추대
2.23 ‘청원경찰 입법로비’ 청목회 3명
유죄
2.25 국방부: 청해부대 최영함 리비아
급파
2.28 지자체장·지방의원 19명 당선무
효형 확정, 서울대 ‘폭행 의혹’ 김인혜
교수 파면
3. 4 청와대 등 40개 웹사이트 디도스
공격받아
3. 6 농협지주 등장 ‘5대 금융지주 시
대’ 개막
3.11 서울지역 휘발유 평균가 ℓ당 2천
원 돌파
3.14 한국 12억 배럴 UAE 유전 확보…
사상 최대 규모
3.15 남북: 남하 북한주민 31명 중 27명
송환 합의
3.21 검찰: ‘BBK 의혹’ 에리카 김 기소
유예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실수

요자 DTI 완화
3.23 검찰: ‘ELW 매매 의혹’ 5개 증권사

압수수색
3.24 탈북자 9명: 중국에서 한 배 타고

입국
3.25 상하이스캔들 스파이사건 아닌

‘기강해이’ 결론
3.30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결론…경제

성 미흡
전국 12개 측정소에서 공기 중 방
사성 요오드 검출
4. 6 경찰: 3.4 디도스 공격 수사결과
발표…북한 소행 간주  
4.11 병역기피 MC몽: 생니 뽑은 혐의
무죄
4.12 농협: 인터넷 뱅킹 등 금융 전산장
애, 인도네시아: T-50 우선협상대상자
에 한국 선정
4.14 외규장각 의궤 145년 만에 고국 귀
환
4.21 서태지: 50억대 피소…이지아와
이혼설
4.22 한진텐진호 피랍위기 극적 모면…
전원 무사
4.24 경북 성주에서 관광버스 추락…5
명 사망
4.27 재보선 민주 손학규ㆍ최문순 승
리…한나라 패배
4.28 노태우 전 대통령 폐 속 침 모양
이물질 제거
4.29 주택 취득세 50% 감면안 국회 통
과
4.30 13개월 만에 복귀 김연아: 세계피
겨 쇼트프로그램 1위
5. 2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2,228.96
5. 3 검찰 “농협 해킹은 북한 정찰총국
소행” 발표
5. 4 한ㆍEU FTA 비준안 국회 통과
5. 6 5개 부처 개각단행…기재부장관
에 박재완
5.12 고속터미널·서울역 ‘사제폭탄’ 연
쇄폭발
5.13 친일파 송병준 후손 2천억 대 땅
소송 패소 확정
5.16 과학벨트 대전 대덕지구 확정
5.19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개막
5.20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
5.23 송지선 아나운서 투신 사망
5.27 SG워너비 출신 채동하 숨진 채 발
견, 해적 아라이 무기징역·나머지 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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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징역 13~15년 선고
5.30 국회 윤리위: 성희롱 발언 강용석

제명안 가결, ‘승부 조작’ 정종관 프로
축구 선수 자살
6. 1 북한: 남북 간 3차례 비밀접촉 내
용 공개
6. 2 한미: 캠프 캐럴 기지 내 ‘고엽제’
첫 공동조사 착수
6. 3 상습도박 방송인 신정환 징역 8월
법정구속
6. 7 코스닥지수 종가 지연 사고 발생      
6. 9 지자체장 10명 당선무효형 확정
6.11 북한주민 또 남하…9명 서해로 귀순
6.13 함바 비리 혐의 임상규 순천대 총
장 자살
6.16 서울 초교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
표 청구, ‘알선수재’ 천신일 회장 징역
2년6월 선고
6.17 프로축구연맹: 승부조작 관련 선
수 10명 영구 제명
6.19 걸그룹 아이리스 이은미: 남친 흉
기에 찔려 숨져
6.24 박연차 실형 선고…다시 법정구속
6.29 정부ㆍ민간 12명 ‘재산정리’ 관련
‘금강산 방북’
6.30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본회
의 통과
7. 1 복수노조 설립허용 첫날…전국 곳
곳 신고서 제출
7. 2 일산 이마트 탄현점서 인부 4명
질식사
7. 4 한나라 새 대표에 홍준표…”당 개
혁시작”, 김준규 검찰총장 사퇴…”책
임은 한 사람 충분”, 강화 해병대 소초
에서 총기난사…4명 사망
7. 5 강변 테크노마트 건물 흔들려…수
백 명 대피
7. 7 평창 압도적 표차로 2018년 동계
올림픽 유치 성공
7.12 ‘2011 학업성취도 평가’ 전국 초중
고 일제 시작
7.21 백혈병 환자 폐 이식 국내 첫 성공
7.22 나이스(NEIS) 오류…고교생 내신
정정 초유사태
7.24 박태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
형 400ｍ 금메달, 아동 성폭행범 약물
치료 ‘화학적 거세’ 시행
7.27 수도권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9
명 사망ㆍ400여명 대피
7.28 아시아나 화물기 제주 해상에서
추락, 네이트·싸이월드 3천5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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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사상 최대
‘울릉도 방문’ 일본 의원 3명 입국
시도 9시간 만에 출국
8. 2 정부: 6·25 전쟁 납북자 55명 첫
공식 인정
8. 3 대법 “침구시술도 평생교육 대
상”…구당 패소 원심 파기환송
8.10 ‘한 컷의 힘’ 유엔-연합뉴스 국제
보도사진전 개막
8.11 경찰 “네이트·싸이월드 개인 정
보 중국으로 유출” 발표
8.12 표류 북한주민 4명 판문점 통해
송환
8.16 원유(原乳) 가격 인상 협상 타결…
ℓ당 138원 인상
8.20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러시아
방문
8.24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최종 투표율 25.7%
8.26 오세훈 서울시장: 시장 직 사퇴
8.27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
8.30 4개 부처 개각 단행…통일부장관
에 류우익
8.31 ‘짜장면’, 표준어 됐다…39개말 표
준어 인정
9. 2 5ㆍ24조치 이후 사회문화교류 방
북 첫 허용
9. 5 고대 성추행 의대생 3명 출교 처분
9. 9 강호동 연예계 잠정은퇴 선언
9.10 후보자 매수 혐의 곽노현 교육감
구속 수감
9.13 일본 이시카와에서 탈북자 9명 탄
배 발견
9.14 ‘야구계 큰 별’ 최동원 별세
9.15 전국 초유의 정전사태…수요예측
실패로 순환 단전
9.17 국내 첫 소말리아 해적재판 대법
원행
9.18 토마토ㆍ제일 등 7개 저축은행 영
업정지
9.22 이국철 SLS 회장 ‘실세에 금품’ 폭
로
9.23 K리그 승부조작 연루 37명 중 10
명 실형 선고
9.28 4세대(4G) 이동통신 LTE 상용서비
스 시작, ‘도가니’ 인화학교 성폭력 의
혹 전면수사
9.30 소비자원: 가습기 살균제 주의보
발령
10. 4 일본 표류 탈북자 일행 9명 입국         
8. 1

10. 7 ‘함바 비리’ 브로커 유상봉 징역 2

년 선고
10. 9 한국: 기능올림픽 17번째 종합 우승
10.13 한미FTA 이행법안 미국 의회 최종

통과, 한미 정상회담…’다원적 전략동
맹’ 확대 발전
10.16 최나연: LPGA 사임다비대회 우
승…한국선수 LPGA 100승 달성
10.17 이 대통령: ‘내곡동 퇴임후 사저’
계획 백지화
10.19 한일정상회담…양국 간 통화스와
프 확대 논의
10.20 박영석 등반대장: 히말라야 안나
푸르나에서 실종
10.26 서울시장 등 42곳 재보선 선거
실시…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박원
순ㆍ선관위 홈피 디도스 공격당해
10.28 서울 신분당선 1단계 구간 개통…
강남~분당 16분, ‘도가니법ㆍ도가니
방지특위 구성’ 국회 통과  
10.31 법원: 한명숙 전 총리 ‘9억 수수혐
의’ 무죄 판결
11. 4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 퇴원
11. 7 원로 영화배우 김추련 자살, 전남
명신대ㆍ성화대 ‘퇴출’ 확정
11.10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
시, 김진숙: ‘한진중공업 크레인농성’
309일 만에 풀어
11.12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11.15 안철수: 1천500억원 사회 환원 공
식발표
11.20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시행
11.22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
11.23 외규장각 도서 반환 기여 박병선
박사 타계
11.26 한미FTA 반대 시위서 종로경찰서
장 시위대에 폭행당해
11.28 택견·줄타기·한산모시, 유네스
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1.29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막…160
여 개국 참가, 삼성: 일본 소프트뱅크
꺾고 아시아시리즈 우승
12. 1 보도전문채널 ‘뉴스Y’ 개국…종합
편성채널 4개社 첫 방송, 서울 주요공
원 금연…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12. 4 전북: 울산 꺾고 K리그 챔피언 등
극
12. 5 전기요금 평균 4.5% 추가 인상
12. 6 일본: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 1천
200책 반환
12. 7 축구협회: 조광래 대표팀 감독에

해임 통보
12. 9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직 사퇴, 경

찰: “선관위 디도스 공격 공씨 단독범
행” 발표
12.12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중 해경 1
명 사망ㆍ1명 부상
12.13 ‘포철신화 철강왕’ 박태준 전 총리
별세
12.14 ‘위안부 사죄 촉구’ 1천 번째 수요
집회 개최
12.18 민주-시민통합 합당…민주통합당
공식 출범
12.19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북한 매체들 보도, 한나라당 비상대책
위원회 공식 출범…위원장 박근혜
12.22 대법원: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
장을 살해하려 한 소말리아 해적 마호
메드 아라이에게 무기징역 확정
12.26 이희호 여사·현정은 현대그룹 회
장: 고(故) 김정일 조문차 1박2일 일정
으로 방북…오후 6시20분께 금수산기
념궁전을 찾아 조문하고 김정은에 조
의 표명
12.28 서울대학교, 법인등기 마치고 국
립대학법인으로 전환, 분당선 용인 죽
전-기흥 연장 구간 개통…총길이 5.9
㎞ 보정·구성·신갈·기흥역 등 4개
역사 설치
12.29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
과…모든 국민에게 생애주기별로 ‘맞
춤형 사회안전망’ 제공
12.3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결의안’ 국회 통과, 김근태 민주통
합당 상임고문 별세…향년 64세
12.31 국회: 2012년 예산안 325조4천억
원 의결…정부 제출안(326조1천억원)
보다 7천억원 낮춰

2012년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18대 국회
때 한 전당대회에서 전직 대표 중 한
명이 ‘돈 봉투’ 돌렸다고 폭로
1. 6 검찰: 10·26 재보선 디도스 공격
사건은 배후 없이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 씨와 최구식 전 한나
라당 의원 비서였던 공 모 씨가 사전
모의해 벌인 공동범행으로 결론 내려
1. 7 도산 안창호 선생 아시아인 최초
로 세계 민권 명예의 전당(International
Civil Right Walk of Fame)에 헌액
1. 8 중국인 류창: 주한 일본대사관에
1. 4

화염병 4개 투척으로 현장 체포
이명박 대통령: 한중 수교 20주년
맞아 중국 국빈 방문…후진타오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
1.10 생계형 민생사범 955명 설 특별사면
1.12 남극서 한국 극지연구소 운석연구
팀 독자 탐사로 첫 운석 발견
1.13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통한 인터넷선거 운동 상시 허용
1.16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서 돈
봉투 전달 지시 혐의로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 구속…2월 9일 돈
봉투 사건 관련으로 박희태 국회의장
사퇴
1.18 서울고법: ‘함바 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7
천만원 선고
1.19 서울중앙지법: 2010년 교육감 선
거 관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벌금
3천만원 선고, 전자담배서 ‘발암물질’
검출…일부 제품선 환경호르몬 발견
1.21 한국 남자축구 올림픽대표팀: 제41
회 킹스컵 국제축구대회에서 우승
1.2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개시…폐
업 시 실업급여 수령
1.25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 미국서 ‘한미 공
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전략기획지시
(SPD)’에 서명
1.26 서울시교육청: 두발 및 복장 자율
화 내용 등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
안’ 공포, 감사원: 2010년 CNK 다이아
몬드 개발권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작
성한 김은석 에너지자원 대사의 해임
요청 및 검찰 수사 의뢰…30일 검찰은
외교통상부 첫 압수수색 실시
1.30 남수단 수도 주바에 대외경제협력
기금(EDCF)으로 이태석 신부 기념 의
과대학병원 건립, MBC 노조: 김재철 사
장 퇴진요구하며 총파업 돌입, 국군간
호사관학교에 첫 남자 생도 8명 입교
1.31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2. 1 첫 국내 국적 크루즈전용 선박 ‘하
모니호(2만6천t급)’ 부산서 취항, 소녀
시대: 한국가수 최초로 미국 CBS방송
‘데이비드 레터맨쇼’ 출연
2. 2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당명 개
정하고 미래희망연대와 합당
2. 6 정부: 복수담임제 도입 등‘학교폭
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2. 8 시민단체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
1. 9

차기국회에 등록금 대책 요구안을 발
표하고 대규모 대중 운동 돌입 선언
2. 9 이명박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사우드 국왕과 정상회담, 디도스
특검법·미디어렙법 국회 본회의 통
과,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호점 기흥
휴게소에 개장
2.10 이명박 대통령: 카타르의 셰이크
하마드 국왕과 정상회담, 국회 남북관
계발전특위·외교통상통일위 의원 8
명 하루 일정으로 개성공단 방문
2.12 강남대로 934m 구간과 양재역 부
근 450m 구간을 ‘보행 중 금연거리’
로 지정, 박태환: 호주에서 열린 뉴사
우스웨일스 스테이트오픈 남자 자유
형 1,500ｍ(14분47초38의 한국 신기
록)·200m·400m 우승해 3관왕
2.13 보수성향 중도신당 ‘국민생각’ 창
당…초대 당 대표에 박세일 한반도선
진화재단 이사장 선출
2.14 김종필(86) 새누리당 명예고문 탈
당계 제출, 서울대 이재진 교수팀: 세
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국산화
기술 개발 성공
2.16 새누리당: 남부권 신공항 공약 백
지화, 서울아산병원서 국내 첫 7개 장
기 동시 이식 수술 성공
2.21 검찰: ‘돈 봉투 살포’ 박희태 국회
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22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의혹’
제기했던 무소속 강용석 의원: 의원직
사퇴 입장 표명
2.27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
관: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고위급 회기에서 탈북자들의 북송 중
단 촉구, 최영(32·사법연수원 41기)
서울북부지법 판사: 사법사상 첫 시각
장애인 판사 임명
2.28 한국전기연구원: 나노기술과 섬유
기술을 접목해 ‘종이처럼 구부러지는
태양전지’ 세계 최초 개발
3. 6 KBS 노조: 김인규 사장의 퇴진 요
구하며 총파업 돌입
3.10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포함 국
회대표단: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
권이사회 방문해 탈북자 강제북송 저
지 운동에 지원 요청
3.14 검찰: 야구 및 배구 승부조작 수사
결과 15명 구속 및 16명 불구속기소,
연합뉴스 노조: 사장 연임 반대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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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도 주장하며 총파업 돌입
3.1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파리에서
북한 은하수 관현악단과 프랑스 오케
스트라 합동공연 지휘
3.21 한국소비자원: ‘한국판 컨슈머리포
트’ 오픈
3.22 공정거래위원회: 9년 동안 라면값
공동 인상을 밀약한 농심·삼양·오
뚜기·야쿠르트에 1천354억원의 과징
금 부과
3.26 삼성동 코엑스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개막(~27)…27일 ‘서울 코뮈
니케’를 만장일치로 채택, 한국·터키: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명박 대통
령: 청와대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
령 및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차례
로 정상회담
3.28 4·11총선 재외국민 투표 개시…
사상 첫 재외국민투표
3.30 석유 전자상거래시장 개장
4. 1 중국 내 한국 공관서 3년간 체류
하던 탈북자 5명 극비 입국
4. 2 검찰: 로스쿨 졸업생 출신 42명 첫
신임 검사로 임명
4. 3 19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 마감…
12만3천571명의 선거인 가운데 5만6
천456명(45.7%) 투표 참여, 지상파 3D
시범방송 개시…SBS·EBS 한 달간
방송
4. 6 슈퍼주니어: 프랑스 파리서 한국
그룹 사상 첫 현지 단독콘서트 열어
4. 9 조현오 경찰청장: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 관련으로 사의 표명
4.11 19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4.18 서울시·아산시: 서울 광화문광장
에서 이순신 장군 탄생일 맞아 ‘친수
식’ 거행
4.19 법원: 불법조업 단속 해경을 살해
한 중국 선장에게 징역 30년형 선고
4.22 홈플러스·이마트 등 대형마트 강
제 휴무 시작
4.23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
한·일 정보보호협정안 가서명, 김장
미(부산시청): 국제사격연맹(ISSF) 런던
월드컵대회 25ｍ 권총에서 796.9점의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
4.24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서 마힌다
라자팍세 스리랑카 대통령과 정상회담
4.25 검찰: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의혹
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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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씨 서면조사, 창원에서 국제교육도
시연합(IAEC) 세계총회 개막(~29)
4.26 경남 합천·창녕보 수력발전소 상
용발전 개시,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
구간 106.8㎞ 개통
4.27 팝 스타 레이디 가가: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공연, 한국 펜싱대표팀:
일본 오사카 열린 ‘2012 아시아펜싱선
수권대회’에서 4연패 달성
4.29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도
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손연재:
국제체조연맹(FIG) 러시아 리듬체조
월드컵 시리즈 후프 종목에서 동메달
획득
5. 1 목포해양경찰: 불법 조업 단속 공
무원에게 흉기(손도끼)를 휘둘러 상처
를 낸 중국선장·항해사 구속, 상주시
청 여자 사이클 선수단: 경북 의성군
25번 국도에서 훈련중 화물트럭이 덮
쳐 3명 사망 및 4명 부상, 대전서 ‘요
리올림픽’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 개
막(~12)
5. 4 핵심기자재 100% 국산화한 첫 원
자력발전소 신울진 1·2호기 착공
5. 6 솔로몬·미래·한국·한주저축은
행 등 부실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5. 7 한·미 공군 역대 최대 규모의 연
합 공중전투훈련 실시(~18), 미수교국
쿠바 경제 사절단 첫 방한
5. 9 법원: 서울 서교동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미군에게 징역 6년 선고, 성
호 스님: 조계종 승려 도박 사건 고발,
한국 근대5종팀(홍진우·정진화·황
우진): 로마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팀계주 경기서 첫 금메달
5.10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서 오얀타
우말라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 정부:
1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하 등 부
동산 대책 발표…강남 3구 주택투기
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 제14
대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에 염수정(69) 서울대교구 총대리 주
교 임명
5.12 2012 여수세계박람회(여수엑스포)
개막(~8.12), 한국·폴란드: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안 합의
5.14 이명박 대통령: 29년 만에 미얀마
방문해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과 정
상회담
5.15 이명박 대통령: 미얀마 양곤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와 단독면담,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 자유무역협
정(FTA) 공동위원회 개최…협정 이행
상황 평가, 한국·덴마크: ‘녹색성장
동맹 제도화’ 합의…교육·과학기술
등 분야 14건 MOU 체결
5.16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제작한 시
속 430㎞급 차세대 고속열차(HEMU430X) 첫 공개, 강나루: ‘2012대구국제
육상경기대회’ 여자 해머던지기에서
63m 80로 한국 신기록 경신
5.18 한국의 다목적 인공위성 ‘아리랑 3
호’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
사 성공
5.21 경북 경주서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 21개국 교육장관회의
개막(~23), 오전 6시 23분부터 한국
전역에서 부분 일식 관측
5.23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서 알파 콩
데 기니 대통령과 정상회담, 농림수산
식품교육문화정보원(약칭 농정원) 출
범…농업 분야의 정보·교육·홍보
업무 전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前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식 출범, 국립생
물자원관·영월곤충박물관: 공동연구
로 멸종위기 장수하늘소 인공번식 국
내 첫 성공, 한화건설: 단일 프로젝트
로는 역대 최대인 9조원 규모의 이라
크 10만 가구 신도시 건설공사 수주
5.24 대법원: 일제시대의 일본기업들 강
제징용자들에게 손해 배상 첫 판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일본 정부 주장
뒤집어, 서울대 장승화 교수: 세계무역
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에 선출
5.25 인천과 한강을 잇는 ‘경인아라뱃
길’ 개통, 북한에 묻혔던 국군전사자
유해 첫 귀환…고(故) 김용수·이갑수
일병 등 12구 미국 측이 발굴
5.27 한국여자배구 8년 만에 올림픽 출
전권 획득, 국제스키연맹(FIS) 총회 정
선 하이원리조트에서 개막(~6.2)
5.29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에서 루고
멘데스 파라과이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국·룩셈부르크: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에 서명, 자유선진당: 당명
을 선진통일당으로 변경하고 당대표
에 이인제 선출
5.30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서 스웨덴
의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과 실비아
왕비 환영식 마련, ‘철인3종’ 허민호
(22·서울시청): 국내 최초로 올림픽

출전권 확보
을지로 한빛광장서 역대 최대 규모
의 ‘2012 퀴어(Queer) 퍼레이드’ 열려
6. 3 박태환: 미국 캘리포니아 국제그
랑프리대회서 남자 자유형 800ｍ(7분
52초04로 한국신기록)·100ｍ·400
ｍ·200ｍ 우승으로 4관왕 차지
6. 5 학교폭력 공동대응 위해 ‘학교 전
담경찰관’발족, 공정거래위원회: 4대
강 사업 입찰담합 한 8개 건설사에 과
징금 부과
6. 6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사퇴 거부
이석기·김재연 등 4명 제명 결정, 태
양계 금성의 태양면 통과 모습 약 6시
간 40분 동안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측
6. 7 한국인 8명 탑승 헬기: 페루 마추픽
추 인근 산악지대에서 실종…10일 헬기
잔해 발견·한국인 8명 모두 사망
6.10 검찰: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관련자 모두 무혐의 처분
6.11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 국군 전사
자 유해 발굴 작업 착수
6.12 대구 성서경찰서: 경찰 모욕 혐의
로 현직 검사 대상 첫 체포영장 신청
6.13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재
수사 종결, 경찰: 2003년부터 8년 동
안 22명을 성폭행한 일명 ‘경기도 발
바리’ 체포
6.14 새만금 신항만 기공식 개최
6.15 대법원: 학림사건 피해자 31년 만
에 무죄 확정, 수원 여성납치 살해범
오원춘에 사형 선고
6.17 이명박 대통령: 멕시코·브라질·
칠레·콜롬비아 등 중남미 4개국 순
방차 출국
6.18 서울 마포구 전쟁과 여성인권박물
관 인근에서 ‘다캐시마는 일본 땅’ 이
라고 적힌 말뚝 발견
6.19 이명박 대통령: 멕시코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일
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다리
부분에 ‘다캐시마는 일본 땅’ 이라는
말뚝 묶어
6.20 육군: 6·25전사자 발굴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된 10위(位)에 대한 합동안
장식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거행
6.21 이명박 대통령: 브라질 리우데자
네이루시에서 열린 유엔 지속가능발
전 정상회의(리우+20) 참석, 중앙선관
6. 2

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수사 결과
발표, 경전선 순천-광양 8.0㎞ 구간
복선전철 개통
6.22 이명박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녜
라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
6.23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인구 5천만 명 달성으로 세계 7
번째로 20-50클럽 진입, 강원 정선에
총길이 1.2㎞인 아시아 최장 짚-와이
어 설치 운행 개시
6.24 이명박 대통령: 한국 정상 중 콜롬
비아 첫 국빈 방문, 안성기·이병헌:
미국 LA 할리우드 거리에 아시아 배
우로는 처음으로 핸드프린트 남겨
6.25 한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FTA) 타결
6.26 전남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착
공, 연합뉴스 노조: 103일 만에 파업
풀고 업무 복귀
6.27 영동선 태백 동백산-삼척 도계 간
국내 최장 나선형 철도터널인 솔안터
널 개통
6.29 목포시 죽교동 북항과 고하도(신
외항)를 연결하는 목포대교 개통
7. 1 전국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
시행, 정부: 18세 미만 대상 ‘게임시간
선택제’ 시행, 의정부 경전철 개통, 해
병대 63년 만에 첫 여군 영관장교 3명
탄생, 김 용 다트머스대 총장: 세계은
행(WB) 총재로 취임
7. 2 세종특별자치시 공식 업무 시작
7. 4 중학교 1학년 학기말 성적표 A-BC-D-E로 표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개원
7. 5 무단 방북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
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104일
만에 판문점 통해 귀환
7. 6 롯데쇼핑: 1조2천480억원에 하이
마트 인수
7. 7 한·중 사회보장협정 타결
7. 9 ‘1인 창무극’ 공옥진 여사 지병으로
별세…향년 79세
7.10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저축은
행서 6억 받은 혐의로 구속, 검찰: 원
전 납품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한국수
력원자력 22명 구속
7.11 제1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
단관극장 서대문아트홀(舊 화양극장)
‘자전거 도둑’ 상영 후 폐관
7.12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출범…위원
장에 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촉
7.13 아시아 최대 수족관 제주해양과학

관(아쿠아플라넷제주) 개관
7.14 주(駐) 제주 중국총영사관 개관, 제

46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서
고려대 우승
7.15 통합진보당 신임 당대표에 강기갑
의원 선출, 유호진: 2012 세계마술올림
픽(FISM)에서 아시아인으로 첫 그랑프
리 수상
7.16 한국: 제53회 국제수학올림피아
드에서 첫 종합 1위, 최규하 전 대통령
사저 유품 2만7천 건 국가에 기증
7.17 울릉도-관음도 간 140ｍ 길이의
보행전용 현수교 준공
7.18 MBC 노조: 총파업 170일 만에 파
업 잠정중단하고 업무복귀
7.19 주한 외국대사관 중 101번째로 피
지 대사관 개설
7.20 중국서 3월 체포된 북한 인권운동
가 김영환 씨 등 4명 귀국, 22번째 원
자력발전소 ‘신고리 2호기’ 상업운전
개시, 제26회 월드미스유니버시티 대
회 한국서 열려
7.23 제주 올레길 탐방 여성 관광객 피
살사건 용의자 체포·시신 발견…용
의자 범행 자백, 역대 최대 위조지폐
범 검거
7.24 이명박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 통
해 형님과 측근 비리에 대해 대국민사
과
7.29 이승엽: 한·일 프로야구 통상
500홈런 달성
7.31 광화문 정부중앙청사를 ‘정부서울
청사’로 개명
8. 1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기본
협정 정식서명
8. 2 13세 미만 어린이와 장애인 성폭
력범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8. 7 양학선: 런던올림픽 남자 도마에
서 한국 체조 사상 첫 금메달
8. 8 국제아마추어복싱연맹(AIBA): 대한
아마추어복싱경기연맹(KABF) 회원 자
격 박탈
8. 9 폭염으로 폐사 가축 100만 마리 돌
파, 한강에 4년 만에 조류주의보 발령
8.10 이명박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
는 사상 첫 독도 방문
8.13 한국: 런던올림픽서 금 13·은 8·
동메달 7개로 종합순위 5위 달성
8.16 셰퍼드 멀린(Sheppard Mullin) 외국

연표

l 749

계 로펌 최초 국내영업 개시
8.19 독도에 대통령 이름으로 된 ‘독도

표지석’ 건립
8.20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박근혜 선출
8.21 문화재청: 미국 워싱턴 소재 대한
제국공사관을 40억원에 매입
8.22 인천 송도신항 건설해역에서 준설
선 침몰로 벙커A유 3t 가량 유출
8.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
직 철폐 등 요구하며 4년 만에 총파업
돌입
8.30 전남 나주 7세 여자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용의자 검거·범행 자백
8.31 검찰, 국내 최대 규모 룸살롱 업주
구속영장
9. 1 여자 야구 사상 첫 스폰서 리그인
‘LG배 한국여자야구대회’ 개막
9. 3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총재 별
세…향년 92세
9. 4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
디오 유튜브 조회 수 1억 건 돌파
9. 7 세계보건기구(WHO)의 한국 연락
사무소 50년 만에 철수, 국산마 필소굿:
한국 경마 사상 해외 경주서 첫 우승
9. 8 이명박 대통령: 러시아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9. 9 차세대 고속열차(HEMU-430X)
시운전에서 국내 최고 속도인 시속
354.64㎞ 돌파, 베니스영화제에서 김
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 황금사자상
(최우수작품상) 수상
9.10 이명박 대통령: 그린란드 방문…
북극 빙하 지역을 시찰 및 쿠피크 글
라이스트 그린란드 총리 정상회담, 강
기갑 통합진보당 대표: 대표직 사퇴
등 정치일선 후퇴 선언
9.12 이명박 대통령: 옌스 슈톨텐베르
크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
9.14 아리랑TV 수신가구 전 세계 1억
돌파, 서대문구 미근동에 독도 체험관
개관
9.16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문재인 선출
9.17 정부: 총리실 공식업무 시작으로
세종시 시대 개막
9.19 안철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인천
송도 국제여객부두 건립 착공
9.21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법’ 전격 수용, 경남 밀양의 얼음골 케
이블카 준공,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
직비디오 기네스북에 올라
9.24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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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신·인혁당 헌법가치 훼손·피
해자와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
9.25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과 포천 한
탄강 현무암 협곡 및 비둘기낭 폭포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9.27 대법원: 후보자 매수 혐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징역 1년 실형 확정돼
교육감직 상실
9.29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유엔 총
회서 위안부·과거사·독도 첫 거
론…사과와 반성을 거부하는 일본을
강하게 성토
10. 1 싸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영
국(UK) 싱글 차트 1위에 올라
10. 2 북한군 병사 1명: 강원도 고성군 한
GOP 소초 생활관 출입문을 두드린 뒤
귀순, 한국프로야구 사상 첫 700만 관
중 돌파, 영화 ‘도둑들’ 개봉 70일 만에
누적관객 수 1천302만 명 기록해 ‘괴
물’ 이후 6년 만에 최고 흥행작에 등극
10. 4 한국관광공사: 세계적인 색소폰
거장 케니 지를 한국관광 명예홍보대
사로 위촉, 제2차 세계문자올림픽에서
한글이 1위에 올라, 가수 싸이: 서울광
장에서 무료 공연 펼쳐…유튜브 통해
세계에 생중계
10. 7 경남FC 골키퍼 김병지: K리그 600
경기 출전…1983년 프로축구 출범 이
후 최다 출전
10. 8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서 테인 세
인 미얀마 대통령과 정상회, 정부: 경
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특
별재난지역으로 선포
10. 9 한국은행: 한·일 통화스와프 확
대 조치 중단, 제주 고산리서 국내 최
고 신석기시대 마을 움집 26동 확인
10.10 정부미술은행 출범…국가기관에
대부 및 전시 등 업무 수행. 한국천문
연구원: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 시스템
(SLR·Satellite Laser Ranging)을 국내
최초로 개발
10.12 애니팡 2천만 돌파…일일사용자 1
천만·동시접속자 300만 기록
10.14 60대 남성: 가짜 출입증으로 세종
로 정부중앙청사 내 교육과학기술부
사무실 방화 후 투신자살
10.15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특검’ 출범…45일 장정 ‘스타트’
10.16 흉기 든 중국 선원을 진압하는 과
정에서 우리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져

10.18 유엔사령부: 수해 때 떠내려온 북

한군 시신 인도, 김미현 프로골프선수
은퇴 선언
10.19 한국: 15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재선출
10.20 한국: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
(GCF) 사무국 유치 성공,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관객 1천만 명 돌파…한
국영화 역대 7번째 기록,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공개 98일
만에 유튜브 조회 수 5억 건 돌파
10.23 한국 주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공식 출범
10.24 국가기록원: ‘독도는 한국땅’ 입증
일본 정부 공식 지도 복원, 일본 강점
기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한국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
구 소송 제기
10.25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 간 합당
공식 선언
10.27 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구청(10.2
㎞) 구간 개통
10.29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제11회 서
울평화상 시상식에서 서울평화상 수
상…30일 국회 첫 연설, 독도의 두 봉
우리 중 동도를 우산봉·서도를 대한
봉으로 명칭 제정·사용
10.30 1조원대 필리핀 원정도박 일당 적
발, 제49회 대종상영화제 시상식에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대종상 등
15관왕 등극
10.31 소백산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
급인 토종여우 암·수컷 한 쌍 첫 방
사…11월 7일 1마리 폐사 확인
11. 1 윤종원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
2년 임기의 국제통화기금(IMF) 상임
이사로 선출, 최석영 주 제네바대표
부 대사: 한국인 최초 유엔난민기구
(UNHCR) 집행이사회 부의장에 선출
11. 5 합창 지휘자 김보미 씨: 빈 소년
합창단 역사상 첫 여성 지휘자로 임
명, 프랑스 파리에서 ‘강남스타일’ 플
래시몹 열려
11. 6 경주지역 토종개 ‘동경이(東京狗)’
천연기념물 지정
11. 7 이명박 대통령: 인도네시아·태국
순방차 출국, 2억 달러 규모의 국산 기
본훈련기 KT-1 20대 페루 수출 성사,
현대중공업: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R&D 센터’ 가동
11.10 이명박 대통령: 방콕에서 잉락 친

나왓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 현대자동
차: 브라질 상파울루주 피라시카바 시
에 연간생산 15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
장 준공, 프로축구 울산 현대: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서 사우디의 알 아흘리를 3-0으로 꺾
고 우승, 싸이의 ‘강남스타일’: 미국서
더블 플래티넘(200만 장 이상 팔린 음
반) 기록
11.11 싸이의 ‘강남스타일’: MTV 유럽 뮤
직 어워드(MTV EMA 2012)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베스트 비디오상 수상
11.12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터 매
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 거부, 철도 역사
상 첫 여성 서울역장 탄생
11.13 한국: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이
사국에 선출
11.14 특검: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
지 매입의혹 사건 수사 결과 발표, 검
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수
사 결과 발표, 서울서 차관급 다자안
보대화체인 제1회 서울안보대화(SDD)
개막
11.15 소화제 및 감기약 등 안전상비약
편의점서 판매 개시
11.18 한국 청소년 축구대표팀: 2012 아
시아축구연맹(AFC) 19세 이하(U-19)
선수권 대회서 8년 만에 우승
11.19 이명박 대통령: 캄보디아에서 열
린 제15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
회의 참석
11.20 경원선 신탄리-철원 백마고지역
5.6㎞ 구간 62년 만에 복원 및 개통
11.21 이명박 대통령: 아랍에미리트연합
(UAE)에서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
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내한 외국
인 관광객 사상 첫 1천만 명 돌파
11.22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23 안철수: 대선 후보 전격 사퇴, 한
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 체결, 한라
산 백록담을 국가지정문화재 중 명승
제90호로 지정
11.24 제주 올레길 5년 만에 완전 개통,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8억369만
건으로 영상 공개 4개월여 만에 가장
많이 본 동영상 1위에 등극
11.27 한국·파라과이: 서울서 제5차 경
제공동위원회 개최, 제18대 대통령 선
거 후보 등록 마감…새누리당 박근

혜·민주통합당 문재인·통합진보당
이정희 등 7명 등록
11.28 광주 FC: 한국 프로축구 사상 첫 2
부 리그 강등
11.30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 발표, ‘코리
안 특급’ 박찬호(39·한화이글스) 은퇴
선언
12. 1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한국인
선원 4명: 1년7개월 만에 전원 석방
12. 2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측
근 이춘상 보좌관: 홍천서 교통사고로
사망
12. 3 국제축구연맹(FIFA): 2012 런던올림
픽 남자축구 3-4위전에서 ‘독도 세리
머니’를 펼친 박종우 선수에 대해 A매
치 두 경기 출장 정지와 3500스위스
프랑(약 410만원)의 벌금 부과
12. 4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서 아시프 알
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과 정상
회담,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신고리원
전 1·2호기 준공, 이동환(25·CJ오쇼
핑): 아시아 최초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퀄리파잉(Q)스쿨 수석 합격
12. 5 헌정 사상 첫 대통령선거 재외국
민 투표 시작, 민요 아리랑이 유네스
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
12. 9 전남 여수 우체국 옆 식당의 벽을
뚫어 우체국 금고를 터는 기상천외한
절도사건 발생, 김연아(22·고려대):
NRW트로피 시니어 여자 싱글 프리스
케이팅에서 올 시즌 최고점인 201.61
점으로 우승
12.10 류현진: LA다저스와 입단 계약 체결
12.11 국토해양부: 새만금지원 특별법
제정안 공포,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 승인
12.12 경남 남해서 화물선과 연안복합어
선 충돌로 2명 사망에 2명 실종
12.13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서 쿠픽 밴
더제 클라이스트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와 정상회담
12.15 김주희(26·거인체육관): 세계 여
자프로복싱 8대 기구 통합 챔피언에
등극
12.16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 사
퇴, 김효주(17·롯데): 한국여자프로골
프(KLPGA) 입회 2개월11일 만에 프로
데뷔 첫 우승
12.17 사이드암 투수 임창용(36): 미국프
로야구 시카고 컵스와 입단 계약
12.19 제18대 대통령선거 실시…대통령

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당선돼 사상
첫 여성 대통령 탄생
12.22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해발
165m) 등탑 2년 만에 점등, 싸이의 ‘강
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수 10억 건 달성
12.24 국내 최장 4.1㎞의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완공
12.26 중고물품 거래 온라인장터 순환자
원거래소 오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 서울-춘천 간 폐기찻길 활용해
북한강 자전거길 개통
12.27 광주 무등산이 국내 21번째 국립
공원으로 지정
12.28 한국갤럽: 2012년을 빛낸 가수 1위
에 싸이 선정
12.30 신바람 박사 황수관 연세대 의대
외래 교수 별세…향년 67세
12.31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 야후
코리아 철수

2013년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
사망
1.16 수원 여성 납치살해범 오원춘 무
기징역 확정
1.17 KBO: KT 프로야구 10구단 최종
승인
1.18 제주 해상 어선 화재로 침몰…3명
사망ㆍ5명 실종
1.25 울산 자매살인범 김홍일 사형 선고
1.28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 1
명 사망 4명 부상
1.29 역도 장미란 은퇴
1.30 나로호 발사 성공
1.31 서울지법: 최태원 SK회장 징역 4
년 선고 법정구속
2. 1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외국인 첫
기념식수ㆍ9년 만에 ‘광주인권상’ 수상
2. 5 한국ㆍ사우디아라비아 국방협력협
정 체결
2.12 북한 ‘3차 지하 핵실험 성공’ 발표…
함북 길주군에서 규모 4.9의 인공지진
감지
2.18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
집·이용 금지 시행
2.21 한국ㆍ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서명…10번째 체결국, 대통령직 인수위
원회: 새 정부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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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략 선정 발표…5대 국정목표는 일
자리 중심의 창조경제ㆍ국민 맞춤형 복
지ㆍ안전과 통합의 사회ㆍ한반도 안보
와 평화ㆍ창의교육 문화국가
2.23 통합진보당 새 대표에 이정희 전
대선후보 선출
2.24 스피드스케이팅 서정수(19·단국대)
이탈리아에서 열린 세계 주니어 선수
권대회에서 한국 남자 선수로는 37년
만에 첫 종합 우승…1976년 이영하 이
후 첫 쾌거
2.25 박근혜 대통령 취임
2.26 정홍원 국무총리 취임
2.27 성폭력특별수사대 출범…한국판
성범죄전담반
3. 5 北: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3.13 용산개발사업 파산절차 돌입
3.14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 무
죄 확정
3.15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6
명 사망ㆍ11명 부상
3.17 김연아 세계피겨선수권 우승…종
합 218.31점
3.21 헌재: 긴급조치 1ㆍ2ㆍ9호 위헌
결정
3.22 정부조직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
결…17부3처17청 개편
3.26 한·중·일 FTA 1차 협상 개시
3.27 北: 남북 軍통신선 단절ㆍ군통신
연락소 활동 중단 통보
3.30 청와대 ‘인사잡음’ 대국민사과
4. 2 北 “영변 5㎿ 원자로 재가동” 선언
4. 6 싸이 ‘강남스타일’ 유튜브 15억 뷰
돌파
4. 8 北 “개성공단 운영 잠정중단” 발표
4.11 박 대통령: 대북대화 제의, 박한철
헌재 소장 인준안 국회 통과
4.18 “국정원 직원 정치개입”…경찰 수
사결과 발표
4.24 4·24 재보선…안철수·김무성·
이완구 당선
4.26 정부: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 철
수 결정,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 확정
4.29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전격소
환 조사
4.30 ‘정년 60세 연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5. 4 숭례문 5년3개월 만에 복구 준공
5. 7 北: 한미군사훈련 반발 “서해5도
불바다”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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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

박 대통령 미 의회 연설

5.10 대통령 방미 수행 중 ‘성추행’ 추문

윤창중 대변인 경질
5.11 미 핵추진 항모 니미츠호 부산 입항
5.15 검찰 ‘4대강 의혹’ 본격 수사…30
여 건설사 압수수색
5.18 남덕우 전 총리 별세
5.23 “독도는 한국 땅”…일본학자들 독
도서 선언
5.28 육사 축제기간 생도 간 성폭행 사건
6.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6. 7 손연재: 리듬체조 아시아선수권
개인종합 첫 금메달, 판문점 남북 연
락채널 단절 3개월 만에 복원
6.10 박인비 LPGA 웨그먼스 우승…메
이저대회 3승, 체류외국인 150만 명
첫 돌파
6.11 남북 수석대표 ‘격(格)’ 대립…당국
회담 무산
6.14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기소
6.18 한국축구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7. 7 아시아나 여객기 샌프란시스코 공
항 착륙사고…3명 사망
7.15 노량진 지하공사장 수몰사고 7명
사망
7.18 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탈
세ㆍ횡령 혐의 구속기소, 충남 태안
사설 해병캠프 참가 고교생 5명 익사
7.19 광주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8.12 검찰 ‘전두환 추징금’ 수사체제
전환
8.14 남북: 개성공단 회담 타결…5개항
합의서 채택
8.19 전두환 처남 이창석 124억 탈세 혐
의 구속
8.23 남북: ‘추석 이산가족 상봉’ 합의,
양건 감사원장 사의 표명
8.27 ‘설ㆍ추석ㆍ어린이날 대체휴일제’
입법예고
8.31 대구역 열차 추돌사고…KTX·무
궁화 객차 9량 탈선
9. 4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체포
안 국회 통과, 노태우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230억원 자진 납부
9. 6 北: 평양에서 ‘태극기 게양·애국
가 연주’ 첫 허용
9. 7 김조광수·김승환 동성커플 공개
결혼         

9.10 전두환 일가 “추징금 자진납부”

발표
9.11 남북: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9.13 채동욱 검찰총장 전격 사퇴
9.21 북한: 추석 이산가족 상봉 돌연

연기
9.24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차기전투기

기종 F-15SE(사일런트 이글) 선정안
부결
9.25 ‘별들의 고향’ 작가 최인호 타계
9.26 ‘65세 이상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기초연금 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9.27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사표 제출
9.30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 등 동
양그룹 3개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10. 2 한전 밀양송전탑 공사 재개
10.13 한국: 인도네시아·UAE 통화스와
프 체결 합의
10.25 군·경 독도방어훈련…UDT 병력
독도상륙
10.27 새 검찰총장 후보 김진태 전 대검
차장 지명
10.30 10·30 재보선 새누리당 압승…서
청원(화성갑)·박명재(포항 남·울릉)
당선, 국회 외통위: 개성공단 시찰…국
감차원 첫 방문
11. 1 프로야구 삼성 3년 연속 정규리
그·코리안시리즈 통합 우승
11. 5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안 제출
11.10 민주당: 장외투쟁 천막 당사 101일
만에 철수
11.15 ‘마사지 논란’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사임, ‘숭례문 부실 복구’ 변영섭
문화재청장 경질
11.18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시
정연설, 박인비: 한국인 최초 LPGA
‘올해의 선수’ 확정   
11.19 정부: 3·1운동 630명·관동대지
진 290명 희생자 명단 공개
11.21 국내 첫 적외선 우주관측 위성 ‘과
학기술위성 3호 발사, 태풍 피해 필리
핀에 공병·의무대 등 500여 명 파병
11.22 박창신 신부 등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 ‘불법 대선개입’ 규탄
미사
11.25 정부: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
역 불인정 방침 공식 통보
11.26 검찰: ‘시국미사 발언’ 박창신 신부
수사 착수, 대검 중수부 대체 ‘반부패
부’ 신설 확정
11.27 부산 ‘영도대교’ 47년 만에 보수

개통
12. 2 황찬현 감사원장ㆍ문형표 보건복

지부장관ㆍ김진태 검찰총장 임명
12.3 국정원 ‘北 장성택 측근 이용

하ㆍ장수길 공개처형’ 국회 보고…장
성택 실각설 부상
12. 5 2017년 20세 이하(U-20)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김장문화…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한국-호주 FTA 협
상 실질적 타결 선언
12. 7 북한: 억류 미국인 메릴 뉴먼 추방
12. 8 제주도 남단 이어도 포함 새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선포
12. 9 전국철도노조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발 파업 돌입, 北 매체: 장성택
숙청 보도
12.12 北 특별군사재판 직후 장성택 처
형, 국정원 상시출입제 폐지 골자 자
체개혁안 국회 보고
12.17 한국조폐공사: 리비아에 주화 수
출…아프리카 첫 진출
12.19 주요 20개국(G20)과 국제기구 대표
단 개성공단 방문, 국방부: 사이버사령
부 ‘정치글’ 작성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사이버심리전단 요원 일부가 조
직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인터넷
에 올린 것으로 드러나 심리전단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의견’
12.22 민주노총에 공권력 첫 투입…철도
파업 지도부 검거 못 해, 추신수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간 1
억3천만 달러(약 1천379억3천만원)에
계약 합의…아시아 선수 중 최대 계약
12.23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한·중 외
교·안보대화 개최…북한 장성택 숙청
후 한반도 정세 등 논의, 신임 기업은
행장에 권선주 기업은행 부행장(리스
크관리본부장) 겸 금융소비자보호 센
터장 내정…국내 첫 여성 은행장 탄
생, 우리나라 최초 원자로인 ‘TRIGA
Mark-Ⅱ(트리가 마크-2)’ 과학기술 연
구시설로는 처음으로 문화재로 등록
12.29 검찰: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4천
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확인하고 전 도
쿄지점장과 부지점장을 구속기소, 부
산 앞바다에서 바하마 국적의 화물선
과 홍콩 국적의 케미컬 운반선 충돌…
선원 91명 모두 구조
12.30 여야 정치권과 철도노조 지도부: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
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

키로 전격 합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
사 참배를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4인승 항공기
KC-100(나라온) 첫 정부 인증 받아…
한국 민항기 제작국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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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 철회반발 전국 확산
1. 6 박근혜 대통령 신년 내외신 기자
회견…”통일은 대박” 강조
1. 7 전주 상산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
1.12 정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
상결과 발표…9천200억원
1.17 전북 고창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1.19 금감원: KB국민카드·롯데카드·
농협카드 1억400만 건 고객 정보 유출
사건 현장점검 착수
1.21 무소속 안철수 의원: 3월 신당창당
계획 발표, ‘구미 단수사태’ 1심 판결서
모두 시민 승소
1.27 충북서 AI 감염 의심 신고 첫 접수
닭·오리 88만3천여 마리 살처분
1.29 문화체육관광부: 첫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시행
1.31 싱가포르 선적 원유 운반선 우이
산호 전남 여수 GS칼텍스 원유2부두
충돌해 기름 유출
2. 6 박근혜 대통령: ‘여수 기름유출 사
고 발언 논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
관 경질
2. 9 KBS 2TV 주말극 ‘왕가네 식구들’
전국 시청률 48.3%·수도권 시청률
49.9% 기록
2.12 새누리당: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 공식화, 두 번째 남극
기지인 장보고과학기지 준공, 이상화: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
자 500ｍ 2연패
2.12~14 남북 고위급 접촉…비방 중상
중단 등 3개항 합의
2.13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한국
방문
2.15 부산 앞바다 유류공급선: 화물선과
충돌후 기름유출 벙크c유 237㎘ 유출
2.17 원로배우 황정순 별세(향년 89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부
산외대 신입생 등 10명 사망·105명
1. 3

부상, 내란음모·선동 국보법 위반 혐
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1심 선
고공판 혐의 모두 인정…징역 12년 자
격정지 10년 선고    
2.20 금강산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25)
2.21 김연아: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
케이팅 여자 싱글 은메달
2.22 염수정 대주교: 바티칸서 추기경
서임식
2.26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
하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로 동반 자살
3. 2 민주당·무소속 안철수 의원: 통
합신당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합의,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애니
메이션 사상 처음 1천만 관객 돌파
3. 9 삼성화재: 프로배구 3년 연속 정규
리그 제패,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 김정은 대의원 첫 선출
3.10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진주에서
71년 만에 운석 발견
3.12 서도소리 배뱅잇굿 예능보유자 이
은관 옹 별세(향년 97세), 제주 16억대
농업보조금 사기 공무원 구속
3.14 권오준 포스코 회장 취임…정준양
회장 퇴임, AI 살처분 가금류 1천만 마
리 돌파  
3.19 재야사학계: 동북아역사재단이 일
제 식민사관을 답습한다고 주장하며
‘식민사학 해체 국민운동본부’ 발족
3.2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출
판유통심의위원회: ‘99℃’ 사재기 의결
3.22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
장 귀국
3.24 경기 파주시 야산에서 소형 카메
라 장착된 무인기 낙하산에 매달려
추락·발견…추후 북한 무인기로 판
명됨, 제주 해상서 어선 화재 6명 사
망·1명 실종  
3.31 북: 서해NLL 인근 7곳에 방사포
등 500여발 발사, 백령도서 추락한 북
한 무인기 발견
4. 3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제6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첫 봉행, 프로배
구 삼성화재: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첫 챔피언결정전 7연패
4. 4 전남 여수 거문도 외곽 공해상에
서 몽골 선적 화물선 침몰 북한 선원
13명 사망·실종
4. 6 삼척서 추락한 북한 무인기 발견
4. 7 28사단 윤모 일병: 선임병 구타 등
으로 사망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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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프로농구 모비스: 2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 우승, 새정치민주연합: 당원투
표·여론조사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결정
4.11 의붓딸 ‘상해치사’ 울산계모 징역
15년…검찰 항소
4.14 국민건강보험공단: 3개 담배 사에
흡연피해소송 제기
4.1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논의
제1차 한·일 국장급 협의, 전남 진도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295명
사망, 9명 실종
4.20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 착수 특별수사팀 구성…세월호
오너일가·측근 40여명 출국금지
4.25 대한제국·조선왕조 국새·어보
등 인장 9과(顆) 미국서 반환
4.26 ‘돈먹는 하마’ 용인경전철 ‘에버라
인’ 개통
4.27 정홍원 국무총리: 세월호 참사 책
임지고 사의 표명
4.28 노승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취리히 클래식 우승    
5. 2 울릉∼독도 ‘돌핀호’ 엔진고장으로
회항, 지하철 2호선 열차 상왕십리역
에서 추돌해 승객 170여 명 부상, 기초
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5. 8 여야 원내대표에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선출
5. 9 포스코 포항제철소 가스폭발사고
로 5명 부상
5.11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급성 심근
경색으로 심장스텐트 시술 후 입원
5.12 충남 아산서 신축 예정 오피스텔
갑자기 ‘기우뚱’
5.14 축구 박지성 현역 은퇴
5.16 검찰 도피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
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5.19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책임 물어 해양경찰청 해체 발표
5.21 검찰: 세월호 참사 관련 안성 금수
원 1차 압수수색
5.22 새 국무총리에 후보에 안대희 전
대법관 내정, 스포츠 4대악 합동 수사
반 출범, 북: 연평도 우리 함정 인근에
2발 포격
5.26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한국 방
문, 경기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지
하에서 화재…사망 8명·중상 5명·
경상 56명과 500억원 재산피해
5.28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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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6명 부상, 안대희 국무총리 후
보자 사퇴
5.29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정
의화 의원 선출
5.31 의성서 중앙선 화물열차 탈선, 소
프라노 황수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
6. 4 6·4 전국동시 지방선거…광역단
체장 여당 8곳·야당 9곳 승리, 교육
감 선거에서 진보성향 후보 17곳 중 13
곳 당선
6. 5 KBS이사회: 직무 수행능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길환영 사장 해임제청안
가결…공영방송 사장 3번째 해임
6. 7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에서 조민
석이 커미셔너를 맡은 한국관이 65개
국가관 전시 가운데 최고영예인 황금
사자상 수상.
6. 8 위안부 피해자 배춘희 할머니 별
세로 생존자는 54명
6. 9 추상과 구상의 조화를 꾀하는 ‘하
모니즘’ 창시자인 원로화가 김흥수 화
백 별세(향년 95세), 검찰: ‘남북정상회
담 회의록 유출’ 정문헌 의원 기소
6.10 새 국무총리 후보에 문창극 전 중
앙일보 주필 내정
6.11~12 검찰: 세월호 참사 관련 안성
금수원 2차 압수수색
6.12 문체부: 출판 표준계약서 7종 제
정, 국내 1세대 연극평론가 여석기 고
려대 명예교수 별세(향년 92세).
6.21 강원도 동부전선 GOP부대서 총기
난사 사건 발생…5명 사망, 고성 22사
단 총기 난사 후 무장탈영…장병 5명
사망·7명 부상
6.22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6.24 NC 찰리: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최초 노히트 노런,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
7. 1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자율 통
합 통합 청주시 출범
7. 3 충북 중·고교 ‘0교시’ 수업 폐지,
박근혜 대통령·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청와대서 정상회담, 문화체
육관광부: 중국 신문출판광전총국과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
7. 4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재정
신청
7. 6 김종철 한국시인협회장 별세(향년

67세)
7.10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사퇴
7.14 새누리당: 새 당대표로 김무성 의

원 선출
7.16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 후보자: 자진 사퇴
7.17 청와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면직 통보, 세월호 참사 지원
강원 소방헬기 광주 도심서 추락…5
명 순직
7.18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쌀
관세화 방침 발표
7.21 검찰: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6
월 12일 송치재 별장 인근 매실 밭에
서 발견된 신원미상의 변사체 유병언
으로 확인
7.24 최재경 인천지검장: ‘유병언 부실
수사 책임’ 사표 제출, 3년3개월 만에
경북 의성 돼지농장서 구제역 발생,
정부: ‘41조원 재정확대’·’가계소득 증
대세제 3대 패키지’ 발표
7.25 65세 이상 노인에 기초연금 첫 지
급, ‘횡령·배임 혐의’ 유병언의 장남
대균(44)씨: 경기도 용인 오피스텔에서
검거, 청와대: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임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
원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 ‘느리게
더 느리게’ 사재기 의결
7.28 춘천 ‘레고랜드’ 조성부지 대규모
선사 유적 발굴 공개  
7.29 경기 포천시 한 빌라 내 고무 통에
서 여성 피의자의 남편과 내연남 시신
이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발견됨, 이
수빈: ‘제26회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
주니어 부문 그랑프리
7.30 7·30 재보궐선거…여당 11곳·야
당 4곳 승리
7.31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
대표: 선거 패배로 사퇴, 손학규 상임
고문 정계은퇴
8. 1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 ‘노근리
사건’ 세상에 알린 정은용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회 회장 별세
8. 3 청도서 승용차 폭우로 불어난 계
곡물에 휩쓸려 일가족 등 7명 사망
8. 4 제3회 서울뮤지컬페스티벌(SMF)
개막
8. 5 이성한 경찰청장: ‘유병언 사건 부
실수사 책임’ 사표
8. 9 여야 세월호 특별법 1차 합의…이

후 유족반대로 야당 합의 파기
8.12 거제 해금강 어선 전복 사고로 6

명 사망, 김수창 제주지검장: 공연음란
혐의 현행범 체포
8.13 세계수학자대회(ICM.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 서울 코
엑스에서 개막
8.14 한은: 기준금리 연 2.50%에서
2.25%로 인하, 석촌 지하차도에서 길
이 80m 동공 발견,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도착
8.15 프란치스코 교황: 대전 월드컵 경
기장서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8.16 프란치스코 교황: 서울 광화문에
서 순교자 124위를 천주교 복자로 선
포하는 시복미사 집전·음성 꽃동네
방문
8.17 프란치스코 교황: 해미읍성서 아시
아 청년대회 폐막 미사·세월호 참사
유족 이호진씨에게 세례, 여야: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유족 재차 반대
8.18 박인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LPGA챔피언십 우승, 한국역사연
구회 등 한국사 주요 7개 학회: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움직임 비판 공
동성명 발표
8.19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 특별채
용 합의안’ 가결…아산·전주공장 비
정규직지회 찬반 투표해 2015년까지
4천명 정규직 채용 수용, 한국영화 ‘명
량’ 1천500만 관객 돌파, ‘만추’의 김태
용(45) 감독과 중국 여배우 탕웨이(35):
홍콩에서 정식 결혼식
8.20 1980년대를 풍미한 배우 김진아: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암으로 별세(향
년 51세), 40대 남성 부탄가스통 실린
차로 아산시청 돌진
8.21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
임, 한국뮤지컬협회: 뮤지컬 콘텐츠 개
발·경영인력 양성기관 ‘K뮤지컬 아
카데미’ 설립
8.25 부산을 포함한 남부지역에 시간
당 130㎜ 폭우…5명 사망·고리원전
침수로 가동 중단·지하철과 열차 침
수하거나 선로 유실로 운행 일부 중
단·4천545개 건물 침수피해·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창원 하천에 시
내버스 휩쓸려 승객 등 7명 사망
9. 1 경기도 초중고 전국 첫 ‘9시 등교’
시행, 김창일 ㈜아라리오 회장: 고(故)
김수근 선생이 설계한 원서동 공간사

옥을 새롭게 단장한 ‘아라리오 뮤지엄
인 스페이스’ 개관
9. 2 증평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
서 하사 2명 포로체험 훈련 중 질식사
9. 3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빗길 교통사
고…고은비 사망·권리세 사망(7일),
2014 광주비엔날레 ‘터전을 불태우라’
(Burning Down the House)는 주제로
개막
9. 5 울리 슈틸리케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검찰: ‘입법 로비’ 신계륜·신
9. 5~15
학용·김재윤 의원과 ‘철도 비리’ 조현
룡·송광호 의원 등 기소
9.11 독립 야구단 고양 원더스 전격 해
체, 이현희 청도경찰서장: 송전탑 반대
주민에게 돈 돌린 사실 드러나 파문
9.15 김효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
9.16 포항 해병대서 수류탄 폭발해 1명
사망·2명 부상, ‘야구장 입지 불만’
시의원: 창원시장에 계란 투척
9.18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 부지 10조
5천500억원에 현대차그룹에 낙찰, 정
부: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5.7% 늘어
난 376조원으로 편성, 새정치연합: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문희상 의원 선출
9.22 공무원연금 개혁 초안 공개
9.23 765㎸ 신고리∼북경남 밀양 송전
탑 6년여 만에 완공
9.25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개막.
9.26 수영 박태환: 한국 선수 역대 아시
안게임 최다 메달(20개) 신기록 달성
9.30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 양허 수정표 제출, 여야: 세월호
특별법 최종 합의, 한국타이어 대전공
장 화재
10. 1 단말기유통법 시행, ‘10조원대 모
바일기업’ 다음카카오 합병법인 출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 주
도로 영화계 상영·배급 공정 환경 조
성 협약식…표준계약서 사용 등 합의
10. 2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새정
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세월호법 및
비대위원장 영입 파동 책임지고 사의
10. 4 북한 황병서·최룡해·김양건 실
세 3인방: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인천 방문.2차 고위급 접촉 개최 합의
10. 7 북한 경비정 1척 서해NLL 침범…
남북 함정 상호 사격
10. 8 검찰: ‘박근혜 대통령 사생활 의혹’

산케이 전 지국장 기소
10. 9 새정치연합: 새 원내대표에 우윤

근 의원 선출,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10.10 방지일 목사 별세(향년 103세), JB

전북은행: 광주은행 인수, 탈북자단체
등이 경기 파주 통일전망대에서 대북
삐라 살포하려다 주민 및 진보단체와
충돌, 북: 연천지역서 대북전단 향해
고사총 발사
10.12 금융위: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와 관련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 결정
10.13 배상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프라이스닷컴 오픈 우승
10.14 국내 최대 종합쇼핑몰 잠실 롯데
월드몰 개장, 문학평론가 김치수 이화
여대 석좌교수 별세(향년 74세)
10.15 기준금리 연 2.25%에서 2.00%로
인하, 남북: 판문점서 군사당국자 접촉
10.15~16 해병대: 김포시 애기봉 등탑
안전관리 차원서 철거
10.16 정형민 국립현대미술관장: 학예사
채용 과정에서 제자 등 지인 2명을 부
당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서울고법: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 인정 판결
10.17 넥센 서건창: 역대 프로야구 사상
첫 시즌 200안타 돌파
10.19 백규정: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하나외환 챔피언십 우승, 남북:
파주지역 군사분계선 인근서 총격전
10.20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부산에서 개막…170여 개국 3천여 명
(장·차관급 140여 명 포함) 참가한 가
운데 3주간 부산에서 열림, 부산고법:
살인죄 인정 ‘울산 계모’ 상고 포기…
징역 18년형 확정
10.21 북한: 억류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
드 파울 석방
10.23 나주 정촌고분 출토 백제 금동
신발 공개, 한미: 제46차 안보협의회
(SCM)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10.24 서울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
사용 승인
10.27 가수 신해철: 장협착 수술 받은 후
심정지 5일 만에 사망(향년 46세)
10.29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공
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 당부
10.30 ‘윤일병 폭행 사건’ 1심 선고공판…
가해 병장에게 징역 45년 선고
10.31 ‘불산 누출사고’ 삼성전자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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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1심서 벌금형
11. 1 세월호 참사 이후 197일 만에 수습

된 단원고 황지현 양 발인
11. 3 홍준표: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지
원 중단 선언
11. 5 법원: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유
대균 씨에 징역 3년 선고, 태안 해저
조선시대 선박 추정체 발견 공개, 경
기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국 첫 미편성 결정, 봉화서 탱크로
리 전도 황산 2천ℓ 누출…낙동강 물
고기 떼죽음
11. 7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11. 8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별세
(향년 92세), 북한: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 방북에 억류 미국인 케
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 석방
11.10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FTA 실질적 타결 선언
11.11 삼성 라이온즈: 프로야구 4년 연속
통합우승
11.13 쌍용차 근로자들: 해고무효확인소
송 3심서 패소, 쌍용차 노조 해고무효
소송 상고심: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11.14 서울연극제: 대학로 아르코예술극
장·대학로예술극장 대관 사상 첫 탈
락…연극계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간
갈등 지속
11.15 전남 담양 펜션 화재로 대학생 등
5명 사망·5명 부상
11.16 배우 김자옥 향년 63세로 별세
11.17 광주광역시에 조성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일반에 공개(개관은 내년 9
월 목표)
11.18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 인권문
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담
은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11.19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인사혁
신처 출범, 해양경찰청 해체…국민안
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
11.21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원칙적으
로 모든 도서에 대해 할인율 15% 이내
로 제한
11.24 교육과정평가원: 2015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영어 복수정답 인정, 일
반 두개골 포함한 육식공룡 화석 경남
하동서 국내 최초 발견
11.25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사건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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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삼성-한화 빅딜 발표…삼성종합화

12.18 고리·월성 원전 도면 해킹으로 외

학·삼성토탈·삼성테크윈·삼성탈레
스 등 4개사 한화그룹에 매각 발표
11.27 심민 임실군수 선거법위반 기소…
민선 1~6기 임실군수 전원 법정에 서,
영호남 화합 상징 하동 화개장터 불,
현대중 노조: 임단협 갈등으로 20년
만에 부분파업
11.28 농악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
재, 북한 아리랑 인류무형유산 등재,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 역대 최단기
돌파…4년 연속 1조 달러 달성, 세계일
보: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보도
12. 1 사조산업 원양어선 501오룡호 러
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 사고 발생…
승선원 60명 중 7명 구조되고 9일 현
재 27명 사망 26명 실종
12. 2 서울시립교향악단 사무국 직원들:
폭언·성희롱 등 문제 삼아 박현정 대
표이사 퇴진 요구, 375조4천억원 규모
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내년도 예산안 12년 만에 법정시
한 내 처리…누리과정 5천억 국고지
원·담뱃세 2천원 인상
12. 3 충북 진천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축 등 이동통제, 선거법 위반 혐의 권
선택 대전시장 불구속 기소
12. 4 경기도 여야연정 첫 산물인 이기
우 사회통합부지사 취임
12.1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틀간
벡스코와 APEC누리마루 하우스 등에
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기업
인 등 3천여 명 참석해 협력 방안 논의
12.12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큰딸 조현
아 대한항공 전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 사과, 조 전 부사장: 국토부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출석
12.13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최 모 경위 숨진 채 발견
12.15 노부부의 사랑과 이별을 다룬 다
큐멘터리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100만 관객 돌파…주말 박스오피
스 1위를 차지
12.16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조건
식 현대아산 사장: 김정일 사망 3주기
를 맞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
인 이희호 여사 명의의 조화 전달차 방
북, 국토교통부: ‘땅콩 회항’ 사건과 관
련해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
금 부과키로 결정…조현아 전 대한항
공 부사장은 검찰에 고발

부 유출…한국수력원자력 인터넷망 해
킹 공격으로 임직원 개인정보와 운전·
부품 도면 등 상당수 기밀문건 유출,
‘스웨덴의 가구 공룡’ 이케아 광명시 일
직동에 한국 1호점 오픈
12.19 헌법재판소: 헌정(憲政) 사상 처음
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 해산 결
정…헌재 8대1로 해산 결정·소속 지역
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
직도 모두 박탈
12.24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조건식 현
대아산 사장 개성공단 방문…북한 김
양건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며 방북 요청
12.26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현장 가스
누출로 3명 사망…한수원 “테러와 무
관 방사능 누출은 없었다”, 민주노총
사상 첫 직접선거로 치러진 8기 임원
투표에서 한상균 전 쌍용자동차 지부
장이 위원장으로 당선
12.27 경의선(서울 용산-파주 문산) 48.6
㎞ 전 구간 완전 개통
12.29 세월호 진상조사위 구성 완료…국
회: 여야 추천 위원 10명 의결해 모두
17명 위원 확정·연초 본격 활동 돌입,
경찰: ‘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살해 피의
자 정형근 검거…서울 을지로 공원서
범행 9일 만에 검거, ‘성희롱·폭언 논
란’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사임, 코오
롱 정리해고 갈등 10년 만에 종결…회
사가 노사발전기금 기부·정리해고자
는 농성 중단
12.30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
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수감
12.31 박근혜 대통령: 유튜브 통해 신년
영상메시지 발표…“통일기반 구축하고
통일의 길 열어갈 것”,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통합 증권사인 NH투자
증권 공식 출범

2015년
국회: 세월호 참사 271일 만에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
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경기 안성 한
우 구제역 확진 판정
1. 7 경기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박춘봉 구속기소
1. 8 신동주 전 부회장: 일본 롯데홀딩
스 이사 해임. 쓰쿠다 다카유키(佃孝
之) 롯데홀딩스 사장이 롯데상사 사장
1. 6

겸임,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발생, ‘IS
가담’ 김군: 터키로 출국
1.10 박근혜 대통령: ‘항명사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사표 수리, 경기 의정
부 아파트 화재 발생…134명 사상, 크림
빵 뺑소니 사건 피해자 강모(29)씨 사망
1.11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전 의원
탈당
1.12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문
건 파동 송구”
1.14 북한: 13개 경제개발구 개발계획
발표, 강제추행 혐의 서장원 포천시장
구속
1.23 박근혜 대통령: 새 국무총리에 이
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내정
1.29 정부 연말정산 종합대책단 발족,
서울시: 서울역 고가 사업 청사진 담은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공식 발표, 세
월호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1심
선고
2. 1 해군 잠수함사령부 창설
2. 2 유승민 의원: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당선
2. 3 강원 고성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피의자 임모(23) 병장 사형 선고
2. 4 한민구 국방부 장관: 창완취안(常
萬全) 중국 국방부장과 서울에서 한중
국방장관회담
2. 8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당 대
표 선출
2. 9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승
만ㆍ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천정
배 의원 탈당
2.11 인천공항면세점 새 사업자에 롯
데·신라·신세계 선정, 세월호 구조 목
포해경 1심 선고,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2.12 서울서부지법: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에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징
역 1년 선고
2.13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현역 가운
데 제20대 총선 첫 불출마 선언
2.16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2.23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경질
2.24 북한: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
상 일방 통보
2.26 간통죄 제정 62년 만에 위헌 결정
으로 폐지
2.27 경기 화성 70대 엽총 총기 난사…
노부부 등 4명 사망·1명 부상

3. 3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국회 통과
3. 5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조찬 강연
회서 김기종 씨에 피습…1심서 징역 12
년 중형 선고(9.11), 행자부: 외부 공격
으로 공공아이핀 75만 건 부정 발급
발표
3.12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00%에서  
1.75%로 인하
3.13 전남 가거도 해상 해경 응급헬기
추락
3.14 프로야구 제10구단 ‘kt위즈’ 홈구장
(kt위즈파크) 개장
3.21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서울에서
개최
3.23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정식 서명, 이창근 금속노조 쌍
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 쌍용차 평택
공장 굴뚝 농성 100일 만에 해제
3.26 정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결정 발표
3.27 북한: “김국기·최춘길 간첩 혐의”
로 체포
3.30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우
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선정
4. 1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도내 각급 학교 무상급식이 유상급식
으로 전환
4. 7 연 5천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
세부담 완화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
4. 8 경기 시흥 시화호 토막살인 피의자
김하일 체포
4. 9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북한산
서 숨진 채 발견, 국방부 고등군사법
원,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가해자 4명
에게 살인죄 적용, 애슈턴 카터 미 국
방장관 방한(~11): 한민구 국방부 장관
과 한미 국방장관회담
4.12 리비아 트리폴리 주재 한국대사관:
괴한에 피습 당해 경비원 2명 사망
4.13 국정원: 북한 현영철·마원춘·변인
선·한광상 숙청 발표
4.16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1주년
대국민 발표문…”고통 딛고 힘 모아야”
4.21 전주교도소 무기징역 수감자 귀휴
뒤 잠적…도주 8일만에 창녕군 한 야
산에서 변사체로 발견
4.22 한·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타결, 정부: 세월호 인양 결정·발표
4.27 박근혜 대통령: 성완종 리스트 파

문 관련 이완구 총리 사표 수리, 정부:
민간단체 대북 비료지원 5·24 조치 이
후 첫 허용
4.28 세월호 승무원 항소심 선고
4.29 무소속 천정배 후보: 광주 서구을
재보궐선거 당선, 전주교도소 무기징
역 수감자 자살
4.30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
무화법: 10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공장 신축현장
가스 질식사고로 3명 사망
5. 1 육군 의무후송항공대(일명 메디온
부대) 창설식, 통일부: 민간·지자체 남
북 교류 활성화 방안 발표
5. 7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신임 원내
대표 선출
5. 8 북 한 : 잠 수함 발 사 탄 도 미 사 일
(SLBM) 사출시험, 새정치민주연합 정
청래 최고위원: 주승용 최고위원에 ‘공
갈 막말’에 주 최고위원 사퇴 선언
5. 9 미술작가 겸 영화감독 임흥순: 제
56회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에서 한
국인 최초로 은사자상 수상
5.11 천안함 폭침 주역 김격식 북한 대
장 사망
5.12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항소심
선고
5.13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발생…동료 예비군들에게
일곱발 난사 후 스스로 목숨 끊어
5.14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당
내홍 관련 ‘당원에게 드리는 글’ 발표
방침 뒤 지도부 만류로 보류
5.20 1번 환자 메르스 국내 최초 확진으
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춘
천지검 속초지청: 알선수재 혐의 신안
그룹 박순석 회장 구속
5.21 박근혜 대통령: 새 국무총리에 황
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 윤병세 외교부
장관: 취임 후 첫 일본 방문
5.22 박근혜 대통령·아베 신조 일본 총
리: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
션 교차 참석
5.23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
호 씨: 아버지 추도식서 새누리당 김무
성 대표 비판
5.26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 발
표…이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
지먼트: 주주자격으로 합병 반대 의사
통보(~27)
5.27 미 국무부 “탄저균 표본 배송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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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오산기지도 포함” 발표
5.29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

직 후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7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메
르스 첫 확진자 발생 경기 평택성모병
원 휴원
5.30 한민구 국방부 장관, 싱가포르 제
14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서 미국, 일본, 중국 국방장관과 연쇄
회담(~31), 경기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피고인 박춘풍 무기징역 선고
5.31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메르스
전파력 판단 미흡했다’ 사과
6. 1 한·중 FTA 협정문 정식 서명, 메르
스 첫 사망자 발생
6. 3 한·미 양국 군 혼성 한미연합사단
편성식, 사거리 500㎞ 이상 국산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오산공군기지
소속 공군 원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
르스) 군내 첫 양성 판정
6. 4 국방부: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 최
종 승인, 박원순 서울시장: 메르스 환
자와 접촉한 삼성서울병원 의사 재건
축조합 총회 참석 관련 심야 긴급회견
6. 5 메르스 환자 발생 전북 순창 장덕
마을 통째 격리
6. 6 메르스 2번 환자 국내 첫 완치 후
퇴원
6.10 박근혜 대통령: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미국 방문 전격 연기
6.11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75%에서
1.50%로 인하
6.12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출
범…첫 회의
6.15 북한군 병사 1명 비무장지대 소초
(GP)로 귀순, 증시 가격제한폭 ±30%
로 확대
6.16 소설가 이응준: 소설가 신경숙 단
편 ‘전설’이 일본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
(三島由紀夫·1925~1970)의 단편 ‘우국’
을 표절했다고 주장
6.17 신경숙: 출판사 창비 통해 “(해당
작가는) 오래전 ‘금각사’ 외엔 읽어본
적 없는 작가”라며 표절 부인
6.18 창비: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일부
문장들에 대해 표절의 혐의를 충분히
제기할 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강
일우 대표이사 이름의 사과문 발표, 황
교안 신임총리 취임
6.23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새정치
민주연합 최재성 신임 사무총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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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박근혜 대통령: ‘위헌 논란’ 국회법

에 거부권 행사
6.26 수원지검, ‘가짜 백수오’ 논란 원료
제조·공급 업체인 내츄럴엔도텍 무혐
의 처분
6.30 공군 공중급유기 기종 유럽 에어
버스 A330 MRTT 선정, 6월말 기준 주
민등록 인구통계에서 여자가 남자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 세월호 진도 VTS
항소심 선고
7. 1 중국 지린성에서 해외 연수 중인
지방 공무원들을 태운 버스가 다리 아
래로 추락해 10명 사망에 16명 부상,
평양 순안국제공항 2청사 준공식
7. 3 11조8천억원 규모 추경 예산안 국
무회의 의결,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
수처리장 저장조 폭발…6명 사망, 강원
횡성 저수지서 남미산 육식어종인 피
라니아와 레드파쿠 발견
7. 4 유네스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
유산으로 등재
7. 6 방역당국 “메르스 큰 고비 넘겼다”
사실상 종식 선언, 메르스 첫 진원지
평택성모병원 38일 만에 재개원
7. 8 새누리당: 국회법 개정안 위헌 시
비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권고…유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통해 사퇴 공식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사
무총장-최고위원제 폐지 혁신안 발표,
공군: 계룡대 공군연구단에 우주정보
상황실 개관
7. 9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시
급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천30
원으로 결정
7.10 서울지역 신규 대형면세점 사업자
로 HDC신라면세점(현대산업개발+호텔
신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선정
7.13 제자 가혹행위 ‘인분교수’ 구속
7.14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 합의 추대, 세월호 구조 목
포해경 항소심 선고,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발생, 경기 수원역서 여대
생 납치 살해
7.1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가결…
엘리엇의 합병 저지 시도 무산
7.18 해킹 프로그램 담당 국정원 직원
자살
7.22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완료
7.24 11조5천639억원 규모 추경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11조8천278억원)에

서 2천638억원 삭감
7.27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일본롯데홀

딩스 이사 6명 모두 해임…장남 신동주
의 쿠데타로 롯데 경영권 분쟁 시작
7.28 일본 롯데홀딩스: 긴급 이사회 열
어 창업주 신격호 대표이사 회장 전격
해임
7.31 북한: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불참
통보…불참 이유 밝히지 않고 국제군
인스포츠위원회 측에 전달
8. 3 성폭행 논란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사퇴안 국회 본회의 통과
8. 3 북한: 서부전선 지뢰 도발로 수
색대원 2명 부상, 차기 다연장로켓
(MLRS) ‘천무’ 실전배치
8. 5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
사 방북
8. 6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노동
개혁은 일자리…경제재도약 위해 강력
추진”, 한·미 합동실무단: 탄저균 배달
주한미군 오산기지 현장 조사
8. 9 남·북: 개성공단 北 근로자 최저임
금 5% 인상 합의
8.10 합참: 목함지뢰 도발 대북 경고성
명 발표, 대북 확성기 방송 11년 만에
재개
8.11 신동빈 롯데 회장: “호텔롯데를 상
장하고 그룹의 복잡한 순환출자를 연
내에 80% 이상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
8.13 세월호 사고해역 수중조사 시작…
인양 작업 본격화
8.14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형이자 이
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중국에서 별세
8.17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육군 22사
단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임모 병장
에 사형 선고, 한·미 양국 군: 을지프리
덤가디언(UFG) 연합훈련 실시(~28), 일
본 도쿄에서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주
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 지지 확인
8.19 변호사법 위반 혐의 대통령 이종
사촌형부 구속…박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 선거법 위반 현삼
식 양주시장 당선무효 확정, 남·북한
심리전 재개
8.20 북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포
격 도발
8.22 한·미 공군 전투기 8대: 한반도 상
공에서 대북 무력시위
8.23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

최고위원직 복귀
8.24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화재…2

명 사망·7명 부상

등 전직대표들 열세지역 출마 요구
9.24 노원구 공릉동 가정집에 휴가 군

인 침입…칼부림으로 2명 사망

8.25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타결…北

10. 1 마지막 메르스 감염자 80번 환자

준전시상태 해제-南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검문소서 권총으로 장난치다 오
발 사고…의경 사망
8.26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 여성
검거…수원지법: 12월 5일 구속기소된
강모(33)씨에게 징역 7년, 최모(26·여)
씨에게 징역 5년 구형
8.28 설악산 오색지구 케이블카 사업 조
건부 승인
9. 1 양천구서 중학생이 빈 교실서 부탄
가스 터트려…유튜브에 범행영상도 공
개, 하나·외환 은행 통합 ‘KEB하나은
행’ 출범, 원미숙 횡성소방서장: 전국
최초 여성 소방서장 취임
9. 2 박근혜 대통령: 중국 베이징서 시진
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9. 3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 참관, 최룡해 노동당 비서: 중
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9. 5 낚싯배 돌고래호: 제주도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전복…15명 사망·3명
실종
9. 8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10월
20∼26일 금강산 이산상봉 합의,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 농구·유도·레슬링
등 전·현직 운동선수 24명 입건
9. 9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재신
임 투표 방침 발표, 국방부: 서울안보대
화(SDD) 개최(~11), 주택가 주차 차량 트
렁크에서 여성 시신 발견…’트렁크 살
인’ 용의자 김일곤 범행 8일 만에 검거
9.11 대구 육군 신병훈련소 수류탄 폭발
사고 부사관 1명 사망·장병 2명 부상
9.13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 노동시
장 개혁 대타협 합의
9.14 이순진 대장: 3사관학교 출신 첫
합참의장 내정
9.17 신동빈 회장: 국회 정무위원회 공
정거래위원회 기관 국정감사 출석해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추가적 경영권
다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9.20 무소속 천정배 의원: ‘개혁적 국민
정당’ 창당 선언
9.21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재신
임 투표 입장 철회
9.23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문재인
대표 부산지역 출마 및 안철수 전 대표

완치…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음성
10.2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11)
10. 5 김환기의 1971년작인 전면 점화
‘19-Ⅶ-71 #209’가 서울옥션 제16회 홍
콩경매에서 국내 작가 미술품 중 경매
최고가인 3천100만 홍콩달러(한화 약
47억2천100만원)에 낙찰
10. 7 이순진 합참의장 취임, 최윤희 전
의장 전역
10. 8 검찰: 충암 중·고 급식비리 의혹 수
사 착수, 극심한 가뭄으로 충남 보령시
등 8개 시·군 제한급수 개시
10.10 중국 류윈산: 북한 노동당 70주년
열병식 참관
10.12 교육부: 국정 한국사 교과서 발행
계획 공식 발표
10.15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KF-X
핵심기술 이전 불가 방침 재확인
10.16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첫 북한 공동성명
채택,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2016
년 3월 말까지 세종시로 이전 고시
10.17 해군: 부산 앞바다에서 국제관함식
개최(~23)
10.18 서울. 수도권 역사 교수 99명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
10.19 ‘김태촌 후계자’ 범서방파 고문 구
속으로 조직 사실상 와해, 시민사회 원
로 600명 등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10.20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
방한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 공
군: 성남 서울공항에서 서울 국제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최
(~25), 금강산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26)
10.22 ‘한국 화단의 전설’ 천경자 화백: 8
월6일 별세했다는 사실 공식 확인
10.27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역
사왜곡·미화 교과서 절대로 좌시않을
것” 언급, 가을 황사 발생…1973년 이
후 3번째 관측
10.28 서울대 교수 382명 교과서 국정화
철회 요구 성명, 건국대 동물과학대서
폐렴 유사 질병 확산·폐쇄 조치
10.29 전교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산업은행 등 채권단: 대우조

선해양에 4조2천억원 규모 지원계획
발표,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7조3천
900억원 공시…반도체 영업이익 3조6
천600억원으로 역대 최고
10.30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를 겪는 충
남 서북부 8개 시·군에 금강물을 보내
기 위한 금강∼보령댐 도수로 건설사
업 착공
11. 1 한·미 합참의장: 서울서 한미 군사
위원회 회의(MCM) 개최
11. 2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
三)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 한·미
국방장관: 서울서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개최, 행자부: 전국 자치단체 소
재 법외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
노) 지부 사무실 27곳 모두 폐쇄
11. 3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
인정 구분안’ 확정, 관보 고시
11. 4 ‘음란물 차단 미조치’ 이석우 다음
카카오 전 대표 기소, 현대자동차: 고급
차 브랜드 ‘제네시스’ 론칭, 한민구 국
방부 장관: 쿠알라룸푸르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
해(~5) 남중국해 자유통항 보장 연설
11. 5 서울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지급 발표
11. 7 리을설 북한 인민군 원수 사망
11.10 국토교통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
읍에 제2제주공항 건설 추진 발표, 대
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액
화석유가스(LPG) 탱크에서 또 화재…2
명 사망·6명 부상
11.13 복지부: 청년수당은 협의 필요한 사
회보장제도라는 공문 서울시에 전달
11.14 서울 도심집회 참가 중 물대포 맞
아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 위독, 2015
년 말 만료되는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사업자로 롯데(소공점)·신세계·두산 3
곳 선정
11.16 민주노총 ‘수배중’ 한상균 위원장
조계사 피신
11.18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
‘문ㆍ안ㆍ박(문재인ㆍ안철수ㆍ박원순) 연
대’ 제안, 경찰: 알카에다 추종 불법 체
류 인도네시아인 검거
11.19 정부: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추
진 결정, 최경환 경제부총리: “서울시
청년수당은 명백한 포퓰리즘” 발언
11.22 김영삼 전 대통령: 혈액감염 의심
중환자실서 치료중 서거, KAI: 인도네
시아 측과 KF-X 체계개발 가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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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국사편찬위원회: 국정 한국사 교과

12.15 서울고법: 횡령과 배임·조세포탈

서 집필진 47명 확정, 강원 원주서 미
AH-64 아파치 헬기 추락 조종사 2명
사망
11.25 신(新) 한·미 원자력협정 정식 발
효, 마지막 메르스 80번 환자 사망으
로 감염자수 6개월여 만에 제로…메르
스 사망자 38명 기록,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공식 개관
11.26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 12월 11
일 차관급 당국회담 합의, 환경부: 폴
크스바겐 일부차량 배출가스 조작 확
인해 발표, 제자 가혹행위 ‘인분 교수’ 1
심서 징역 12년 1심 선고
11.27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
사퇴
11.28 북한: 동해에서 SLBM 발사시험했
으나 실패
11.29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
문안박 연대 거부…’문·안 참여 혁신전
대’ 역제안, 금융위: 카카오뱅크·K뱅크
등 컨소시엄 2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
비인가
11.30 삼성그룹: 삼성SDI 케미칼 사업부
문과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 등 롯
데그룹에 매각, 소설가 신경숙의 남편
이자 시인 겸 문학평론가인 남진우 명
지대 문예창작과 교수: 월간 ‘현대시학’
12월호 통해 부인의 표절 논란에 대해
첫 사과
12. 1 해병대: 제주 방어 담당 9여단 창
설, 해군 제주기지전대 창설, 박원순 서
울시장: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국무회
의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설전
12. 2 1년 넘게 공석이었던 국립현대미술
관장에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임명
12. 3 386조4천억 규모 2016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발표, 법
제처: 서울시 청년수당 중앙정부와 협
의 필요하다고 유권해석, 서해대교 주
탑 케이블 화재로 소방관 1명 순직
12. 6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
‘혁신전대 거부’ 문재인 대표에 재요구
12. 8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안철
수 전 대표 ‘혁신전대’ 재요구 사실상
거부. 주승용 최고위원 사퇴
12. 9 한·중, 한·뉴질랜드 FTA 발효 확
정 외교 공한 교환…20일 공식 발효
12.13 서울역 고가도로 통행 폐쇄
12.14 이만섭 전 국회의장 별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 선고
12.16 정부: 2016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를 3.1%로 하는 내용의 ‘2016년 경제정
책방향’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
교조): 한국사 국정화 반대 2차 시국선
언…교사 1만6천 명 참여
12.17 한·미 합동실무단: 주한 미군 오
산 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 관련 조사
결과 발표
12.18 보건복지부: 외국계 영리병원 첫
설립 승인…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
한 중국 녹지(綠地)그룹의 ‘녹지국제
병원’
12.20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동시 발효
12.22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
7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차관급 회담
으로 격상하고 정례화(1회) 합의·기본
입장 서로 교환,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 개통
12.23 헌법재판소: 한·일청구권 협정에
제기된 헌법소원 전부 각하, 헌법재판
소: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2018년부터 변경 가능할 듯, 미
얀마 재정착난민 22명 국내 입국…난
민법 시행 후 첫 사례
12.24 남북: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협상
타결…㎡당 0.64달러, 방역당국: 24일
0시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상황
이 종료됐다고 선언…첫 환자 발생 이
후 218일 만, 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12.28 한·일: 24년 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양국 외교장관 회담 후 합
의문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새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결정
12.29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
독직 사의 표명, 북한의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교통사
고로 사망(향년 73세)…30일 정부 통
일부장관 명의의 조의 표명
12.30 검찰: 농협비리 수사 발표…비리
혐의로 전·현직 농협 간부 6명 등 총
25명 기소, 화천 비무장지대 내에서
매복작전 중이던 병사 1명 총기사고로
숨져…군 당국 조사, 2009년 법정관
리에 이은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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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사태 6년 만에 마침표…해고자
복직 합의·손배 가압류 취하
12.31 국산 전투함 ‘서울함·김천함’: 30
여 년간 임무 끝내고 퇴역…현역에서
은퇴한 함정은 모두 6척으로 늘어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공동대표였던 김한길 의원: 더불
어민주당 탈당
1. 4 공무원헌장 35년 만에 개정·시행
1. 5 검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
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
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에게 징역 1년 구형, 검찰: 한상균 민주
노총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1. 6 삼성전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16’ 전시장에서 세계
최대 170인치 SUHD TV 첫 공개
1. 7 정부: 북한 4차 핵실험(수소탄 시
험)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방문 남측
인원을 입주기업·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 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으로 제
한, 무소속 김한길 의원: 안철수 의원
측 신당 합류 선언…“신당 창당 함께
할 것”
1. 8 군(軍): 대북확성기 방송 낮 12시
부터 전면 재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웰다잉법(WellDying)’ 국회 본회의 통과…2018년부
터 시행
1.10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국
민의당’(가칭)의 창당준비위원회 정식
발족
1.11 카카오: 1조8천700억원에 음원 최
강자 멜론 인수, 삼성전자: 9년 가까이
진행돼 온 백혈병 예방대책 합의…질
병 재발을 막기 위해 독립적인 옴부즈
맨 위원회 설립, 오승환: 미국프로야구
(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입단
1.12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탈
당…동교동계 10여 명 동반탈당, 정부:
공공 개혁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
트’ 발표
1.13 박근혜 대통령: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서 “안보·국익 따라 사
드배치 검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하는 전국 단위의 대형 비리 수사
기구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출범하기
로…27일 정식 출범
1. 3

1.1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

인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전격 영
입, 대통령기록관: 세종시에 개관, 울
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 확정
1.15 더불어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
옛 민주계 전직 국회의원 43명과 함께
탈당, 서울중앙지법: 1천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징역 3년에 벌금 1천
365억원 선고…고령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 면해
1.19 환경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의 요하네스 타머 총괄 대표를 검찰에
형사 고발…“리콜 조치 미흡”, 호남고
속도로 내장산IC 부근서 60중 추돌사
고, 삼성전자: 현존하는 최고 속도의 D
램보다 7배 이상 빠른 ‘4GB HBM D램’
을 세계 최초로 양산
1.20 싸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조
회 수 25억 건 돌파
1.21 서울고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
교조)은 법외노조” 판결…전교조, 항
소심도 패소,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공
식 착수
1.23 원윤종(31·강원도청)·서영우
(25·경기도BS경기연맹), 한국봅슬레
이 사상 첫 금메달…캐나다에서 열
린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2015-2016시즌 월드컵 5차 대회에서
1·2차 시기 합계 1분43초41의 기록으
로 우승
1.25 안철수 국민의당·천정배 국민회
의: 통합 전격 합의
1.27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공식
사퇴…당 조직이 ‘김종인 비상대책위
원회 체제’로 전격 전환, 한국 올림픽
남자 축구대표팀: 카타르 수도 도하
에서 열린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준결승전에서 카타르
를 3-1로 물리치고 세계 최초로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확정
1.28 아시아 최대 드론 축제인 ‘2016 드
론쇼 코리아’: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
(~30)
1.29 서울중앙지법: ‘성완종 리스트’ 사
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
총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3천만원 선고…이완구
“난 결백, 항소하겠다”, 서울중앙지법:

‘이태원 살인 사건’ 아서 존 패터슨(37)
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형
선고, 국산쌀 첫 중국 수출…군산항에
서 쌀 30t 컨테이너에 선적
1.30 전군 병영 생활관에서 병사 수신
용 공용 휴대폰 운용 시작…전군 4만4
천686대
2. 2 국민의당: 대전에서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안철수·천
정배 공동대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엔
김한길, 현역 의원 17명
2. 3 경기도 부천에서 사망한 지 11개월
가까이된 미라 상태의 여중생 시신 발
견…목사 아버지가 딸을 5시간 동안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
신을 장기간 방치
2. 5 윤성빈(22·한국체대): 스위스 생
모리츠에서 열린 국제봅슬레이스켈레
톤경기연맹(IBSF) 2015-2016시즌 월드
컵 7차 대회에서 1· 2차 시기 합계 2
분18초26의 기록으로 금메달…한국은
물론 아시아 역대 첫 우승
2. 7 한·미: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배치 공식 협의 결정 발표
2.10 정부: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발표
2.11 북한: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
으로 선포…남측 인원 전원 추방·자
산 동결 조치 취해, 개성공단에 체류
하고 있던 남측 인원 전원: 오후 10시
께 철수 완료, 정부: 오후 11시53분을
기해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 전면
중단
2.12 초강력 대북제재법안: 미 의회 통
과…미 행정부에 세컨더리 보이콧 부여
2.14 한국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간판
스타 이상화(스포츠토토): 러시아에서
열린 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종
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500ｍ에
서 우승하며 3년 만에 왕좌 탈환에 성
공…이승훈(대한항공), 남자 매스스타
트에서 금메달
2.16 박근혜 대통령: 국회 연설…“北도
발 굴복해 더 이상 퍼주기식 지원 안
돼”·“사드배치 협의는 대북억제력 유
지 일환”·“北정권 반드시 변화시킬
것…평화통일에 힘 모아 달라”
2.17 중국 외교부: 사드 한반도 배치 계
획 철회 요구
2.18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마무
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접견…양국 간 협력 방안 협의,

정동영 전 의원: 국민의당 입당,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산하 세계수산대
학 유치 후보지로 부산시 확정…2018
년 개교 목표
2.19 대법원: 육군 22사단 일반전초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에게 사형 선고
2.20 7선 의원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
노환으로 별세…향년 79세
2.21 경찰청: 아동학대 전담 조직 신설
2.23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테러방지
법안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서 법안 처리 막아…
2012년 5월 필리버스터 도입 후 첫
사례
2.25 정부: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가 철
수한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
기 위해 5천500억원 특별대출
2.26 제주민군복합항(해군 제주기지)
준공
2.27 7선 의원 지낸 이철승 전 신민당
대표 별세…향년 94세, 송도역-인천
역 사이 7.3㎞를 연결하는 수인선 인
천구간: 43년 만에 완전 재개통
2.28 손연재(22·연세대): 핀란드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월
드컵 볼에서 시즌 첫 금메달
2.29 면역 관련 유전자를 완전히 제거
한 형질전환 복제돼지 국내 최초로 생
산 성공…순천대 박광욱·미 버지니
아텍 이기호 교수 공동연구팀 성과
3. 2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국회 본
회의 통과, ‘선거구 획정’ 선거법 개정
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의원 정수
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
는 종전보다 7개 늘어난 253개·비례
대표 숫자는 그만큼 준 47개, 야(野):
‘192시간 25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
론) 8일 만에 중단, 박지원 무소속 의
원과 권노갑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
문: 국민의당 전격 입당, 서울 모든 경
찰서에 ‘아동학대 전담경찰관’(APO)
배치
3. 4 사드 배치 논의 위한 한·미 공동
실무단 공식 출범…약정 체결하고 오
후 첫 회의
3. 6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에서 신
동빈 회장 승리…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회장 이사직 해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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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역대 최대규모의 키리졸
브(KR)(~18)·독수리(FE)(4.30) 연합훈
련 돌입…미군 1만5천여 명과 한국군
약 30만 명 참가·스테니스 핵항모 등
참가, 국가정보원: 북한이 정부 및 국
내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 해킹 사실
확인…철도기관도 사이버공격
3. 8 정부: 독자 대북 제재안 발표…유
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포함되
지 않은 북한 개인 38명(총 40명)과 단
체 24곳(총 30곳)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북한 들른 외국선박 180일간 국
내 입항 금지·중국산 등으로 위장한
북한산 제품 국내 반입 금지 등
3.10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모든 남측 자산
완전 청산” 선언…정부, “결코 묵과할
수 없어”·남측 자산 몰수 1조3천억원
규모
3.12 ‘7세 원영이’ 계모 학대에 끝내 숨
져…친부와 계모는 신군의 시신을 열
흘간 방치하다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자백
3.14 ‘만능통장’이란 별명을 얻은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3.15 이세돌 9단: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
서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알파고와의 5번기 제5국에서 5시간
접전 끝에 패배…세기의 대국 1승 4패
로 마감, 13일 제4국 180수 만에 첫 승
3.17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분쟁’ 11년
만에 최종타결…노사 “울산공장 사내
하도급 근로자(비정규직) 2천 명 정규
직 채용” 합의
3.18 미래에셋증권: KDB산업은행 자회
사인 대우증권을 2조3천205억원에 인
수한다고 공시
3.19 국내 최초 팔각형 모양의 야구장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
3.20 춘천 우리은행: 여자프로농구
(WKBL) 4년 연속 통합 우승
3.21 여자 프로배구 현대건설: NH농협
2015-2016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에
서 5년 만에 우승
3.22 한국인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첫
발생…브라질 출장 다녀 온 전남 거주
40대 남성
3.24 대법원: ‘크림빵 뺑소니범’ 징역 3
년 확정…음주운전 무죄
3.25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개청,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롯데제과 주총에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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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9년 만에 등기이사에서 물러나

원유철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추대

3.26 한국: 프랑스에서 열린 제9회 국

4.15 현대기아차: 판매 54년 만에 1억

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우승…금 14
개·은 8개·동 2개로 종합 우승 차지
해 6연패 달성
3.30 박근혜 대통령: 6박8일 일정으로
해외 순방에 나서…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31~4월
1일)·멕시코 공식 방문(4월 2~5일),
제20대 총선 재외 국민투표 시작…113
개국 198개 재외 투표소에서 진행, ‘정
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
3.31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서
울 인구 28년 만에 1천만 명 이하…전
세난에 경기도로 이사 많아
4. 1 박근혜 대통령: 미국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정
상회의…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국
제사회와의 연대도 한층 강화하기로
해, 박근혜 대통령: 미국 워싱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4. 4 김환기의 1970년 작품 ‘무제’: 제17
회 서울옥션 홍콩 경매에서 약 48억6
천750만원(3천300만 홍콩 달러)에 낙
찰…국내 미술품 최고가 경신
4. 5 해군: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214급
잠수함(1천800t급) 7번함인 ‘홍범도함’
의 진수식 거행
4. 7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
원 13명, 집단 탈출해 국내 입국, 검찰:
‘용산비리’ 2억 금품수수 허준영 전 코
레일 사장 구속
4. 8 제20대 총선 사전투표, 이틀간 전
국 3천511곳에서 실시, 통합 대한체육
회 공식 출범
4.10 김사랑·김기정(삼성전기): 2016
말레이시아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배
드민턴대회 남자복식서 우승
4.13 20대 총선 투표…투표율 58.0%·
새누리당 122석(지역 105·비례 17)·
더불어민주당 123석(지역 110·비례
13)·국민의당 38석(지역 25·비례
13)·정의당 6석(지역 2·비례 4)·무
소속 11석(지역 11)
4.14 한·미: 서울에서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1차 회의 개최…사용 후 핵연
료의 저장·수송·처분 방안을 공동
연구하기로 합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
표 등 당 지도부 총선 패배 책임지고
사퇴·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대 돌파
4.18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기자회견

을 열고 자체브랜드(PB) 가습기 살균
제를 사용해 폐 손상을 입은 피해자들
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 계획
내놔…관련업계 최초·5년 만에 첫
공식 대책
4.21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식사과…“피해
지원에 50억 추가”
4.22 전남 여수에서 27명이 탑승한 무
궁화호 열차 탈선…1명 사망·8명 부
상, 제33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개
막(~26)…세계 40개국 140편의 영화
상영
4.25 아동학대 당한 초·중등생 35명
또 확인…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
부: 미취학 및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발표
4.26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이사: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유가족에 죄송”
4.27 한·미: 우주협력협정 공식 서명,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
4.28 대법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
평(74)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6·25전쟁 국
군 전사자 유해 15위, 66년 만에 봉
환…미군유해 2위 미국으로,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 ‘도핑 파문’ 이후
18개월 만의 복귀 무대인 제88회 동아
수영대회 남자 일반부 자유형 100m에
서 48초91의 기록으로 우승…앞서 자
유형 1500m·200m·400m에서 우승
으로 대회 4관왕 차지
4.29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
치, 제1회 세계탈북민대회, 서울 여의도
에서 열려…3만 탈북민 선언문 발표
4.30 빈센트 브룩스(58): 신임 한·미연
합사령관 취임
5. 1 박근혜 대통령: 2박 4일 일정으로
이란 국빈 방문…역대 최대 236명 경
제사절단 동행, 대법원: 서울시장이 상
품권 등 66만원 받은 공무원을 강등시
킨 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박원
순법’ 제동,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

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일
반에 공개
5. 2 박근혜 대통령: 테헤란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포
괄적 파트너십’ 공동성명 채택·1962
년 양국 수교 이래 54년 만에 첫 정상
회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한국
기업이 이란에서 총 30건·371억 달러
(약 42조3천162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에 양해각서(MOU)와 가계약 등을 체결
했다고 밝혀, 옥시(RB코리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와 관련해 15년 만에
사과…독립기구 구성해 피해보상
5. 3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에 4선(選)
고지에 오른 정진석(충남 공주ㆍ부
여ㆍ청양) 당선인 선출
5. 4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협의체’ 출범
5. 5 국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들: 영국 런던에 있는 옥시의 본사 레
킷벤키저 주주총회장 앞에서 항의 시
위…“CEO가 한국 와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라”고 요구
5. 8 세월호 참사 유족들: 바티칸을 방
문해 전 세계에서 모인 가톨릭 신자와
관광객들에게 기도와 관심 호소
5. 9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
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
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의견수렴 착
수, 손연재(22·연세대): 우즈베키스
탄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체조연맹
(AGU) 아시아 리듬체조 선수권대회
개인종합 3연패 달성
5.10 강영훈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95세
5.11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가해
업체에 첫 구속영장 청구…신현우 옥
시 전 대표 등 4명
5.12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청와대에
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려…박 대
통령 “국가 R&D 근본적 혁신 필요”,
검찰: ‘법조로비 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 구속
5.15 정부: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대한석탄공사 폐업 결정…빚더미 공
기업 폐업 첫 사례
5.16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조코
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강화·자카르타 경
전철 사업 등 11건 MOU 체결, 보훈
처: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

진곡’을 합창으로 부른다는 기존 방
침 유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63
명: 정부·제조사·유통회사 등을 상
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
송 제기, 경남 함안 창원1터널에서 9
중 추돌 사고 발생…4명 사망·58명
부상, 소설가 한강(46): 장편소설 ‘채
식주의자’로 세계적 권위의 문학상인
‘맨 부커 인터내셔널상(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수상…한국인 최초
5.17 7선 의원 지낸 김재순 전 국회의장
별세…향년 93세, 서울 서초구 한 건
물 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긴급체포…“여자들이 무
시…피해자와 모르는 사이” 주장, 세
계 최대 한센병 박물관: 전남 고흥 소
록도에 개관, 발레리노 김기민(24): 한
국 남자 무용수로는 처음으로 ‘무용계
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러시아 ‘브
누아 드 라 당스(Benois de la Danse)’
최고 남자 무용수상 수상
5.1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개정안 국회
통과…중·상해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 절차 진행 가능
5.23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자 종업원 또 집단탈북…소식통 “중
국 시안서 2∼3명 탈출해 태국에서 한
국행 대기 중”, ‘삼척 고정 간첩단 사
건’에 연루된 일가족 12명: 재심 항고
심 끝에 37년 만에 무죄 확정, ‘과실치
사’ 존 리 옥시 전 대표 피의자 신분으
로 검찰 조사…외국인 CEO 첫 소환
5.24 중국 화웨이: 삼성전자 상대 특허
권 침해 소송 제기…미국과 중국 법원
에 동시에 소송 제기
5.25 박근혜 대통령: 에티오피아·우
간다·케냐 등 아프리카 3국 순방
차 출국, 한·미·일을 포함한 6개국
해군: 남해에서 연합 잠수함 구조훈
련 실시…일본 함정 2척 욱일승천기
게양 논란, 국내 채권형펀드 순자산
100조원 첫 돌파…총 100조1천720억
원 기록
5.26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한국 사
회의 생명존중 의식 고양을 위해 ‘생
명존중을 위한 선언문’ 발표,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에 롯데·시티플러스
선정
5.27 박근혜 대통령: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소재한 아프리카연합
(AU)에서 첫 특별연설·남수단 한빛부
대 장병 격려·한국전 참전 기념식도
참석, 군(軍): 북한군 탱크 잡는 아파치
헬기(AH-64E) 4대 첫 실전배치
5.28 박근혜 대통령: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한국형 개발협력
프로젝트인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출범식 참석,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
역에서 스크린도어 고치던 용역직원
김모 씨(19): 열차에 끼여 숨져…작년 8
월 강남역 사고와 ‘판박이’, 6월 7일 박
원순 서울시장의 사과와 대책발표
5.29 박근혜 대통령: 우간다에서 요웨
리 무세베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우
간다 대통령, 북한과의 안보·군사협
력 중단 전격 선언, 손연재(22·연세
대): 불가리아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
(FIG) 리듬체조 월드컵대회 곤봉에서
금메달, 김정환(33·국민체육진흥공
단):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16
남자 사브르 국제 그랑프리 펜싱선수
권대회서 금메달, 주세혁(36·삼성생
명):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국제탁구연
맹(ITTF) 월드 투어 2016 크로아티아오
픈(챌린지) 남자 단식에서 우승
5.30 20대 국회 임기 시작, 검찰: ‘10억
대 탈세·5억 부당수임’ 홍만표 변호
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내달 출소’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도 142억
횡령 혐의로 영장, 제66차 유엔 NGO
콘퍼런스: 경주에서 개막(~6.1)
5.31 청와대: 에티오피아·우간다·케
냐 등 아프리카 3개국 비즈니스 상담
회를 완료한 결과 총 820억원(6천877
만 달러)의 실질성과를 창출했다고 밝
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준비위원회 발족
6. 1 박근혜 대통령: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 맞아 프랑스 국빈방문, 검찰:
‘유로6’ 환경기준이 적용된 최신형 아
우디와 폴크스바겐 차량의 가스 배출
량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차량 956대
전격 압수, 경기도 남양주시-진접 간
지하철 공사 현장서 붕괴사고 발생…
4명 사망·8명 부상, 국내 통신 3사와
네이버: 각자 운영해온 앱스토어를 통
합한 ‘원스토어’ 공식 출범, 박창일 연
세의대 명예교수: 아시아인 최초로 재
활의학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헬만
프락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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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비대위: 김희옥 위원장에 권성
동 사무총장·김영우·이학재 등 11
명, 외교부: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
른 이행보고서를 뉴욕현지시간으로 1
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 경
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를 토대로 위작 논란이 제기된 이우환
작가의 그림 13점에 대해 최종적으로
위작 판정 내려
6. 3 박근혜 대통령: 파리 엘리제궁에
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
담…‘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
언’ 채택, 전남의 한 섬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주민이 여교사를 성폭행하
는 사건 발생…경찰, 국과수 감정으로
DNA 확인
6. 6 한·쿠바: 사상 첫 외교장관회담
개최
6. 7 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
사장 검찰고발…닛산 캐시카이 판매
정지 명령, 45억원대 리베이트 수수
제약사 임직원·의사 491명 검거…경
찰: “단일 리베이트사건 검거자 최대
규모”, KEB하나은행(옛 하나·외환은
행): 통합 영업 시작
6. 8 정부·한국은행: 산업·기업 구조
조정 추진계획 발표, 군(軍): 동해서 독
도방어훈련 개시…해병대도 참가, 현
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
양 등 조선 3사: 10조3천억원 규모의
자구계획 확정…인력 30% 감축
6. 9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출…부의장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박주선 국민
의당 의원, 한국은행: 1년 만에 기준금
리를 0.25%p 내린 연 1.25%로 결정
6.10 군(軍): 사상 처음으로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 ‘민정경찰’(MP)을 투입해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 10여 척을
북한 연안으로 몰아내, 기획재정부: 공
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완료했다고
밝혀…공기업 30곳·준정부기관 90
곳 등 120개 공공기관에 도입, 박인비
(28·KB금융그룹):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명예의 전당에 입성…박세리
이어 아시아 두 번째·LPGA 투어 10
년간 통상 17승·27세 10개월 28일 만
으로 역대 최연소 가입 기록
6.13 20대 국회 공식 개원…박근혜 대
통령: 국회 개원 연설, 해군 해상작전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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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와일드캣’ 4대 한국 첫 도착, ‘배
출가스 조작’ 의혹 폴크스바겐 임원
첫 검찰 소환, KT: 세계 최초로 공공
안전 LTE(PS-LTE) 기술을 적용한 재
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서 검증시험
통과
6.14 정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확정·발표,
새누리당: 12년 만에 집단지도체제를
폐지하고 당 대표 권한을 대폭 확대
하는 지도체제 개편안 마련, 검찰: 가
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해 존 리
(48)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
리아)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
구…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적용,
경찰: 2조7천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적발…7명 구
속·2명 수배
6.16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
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김기종(56) 씨: 2심에서 징역 12년 선
고받아…국보법 위반은 1심처럼 무죄
선고
6.17 검찰: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가 국
내에 차량을 들여오면서 배출가스 관
련 소프트웨어(ECU)를 조작하도록
한국 지사 측에 지시한 사실 적발…
이메일·자백 확보, 24일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
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인증담
당 이사 구속,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
려 우리 외교의 저변을 넓힐 민간외
교관단 출범
6.20 검찰: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
만표 변호사 구속기소…5억원대 변호
사법 위반·15억5천만원대 탈세 혐의
적용, 카카오페이 가입자 1천만 명 돌
파…2014년 출시 후 1년 9개월 만에,
조치훈 9단: 일본 바둑 사상 2번째로
‘명예명인’에 등극
6.21 정부: 중국에서 집단 탈출한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남자 1명 포함)의 신
변 안전을 위한 보호 결정 내려, 영남
권 신공항 건설 또 백지화…대신 김해
공항 확장 결론, 임플란트·틀니 의료
급여 지원 대상자 70세 이상에서 65
세 이상으로 확대…7월부터 시행
6.22 제7회 아셈(ASEM,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문화장관회의: 광주 국립아
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24)…43개

국 대표단 참석
6.23 국내 최대 5천t급 해경 경비함인

‘이청호함’: 제주민군복합항(제주해군
기지)에서 취역하고 본격적인 해상경
비 임무에 돌입, 원자력안전위원회: 신
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결정
6.27 폴크스바겐 휘발유차 고객들: 폴
크스바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
구소송 제기…정부엔 “디젤·가솔린
등 전 차종 조사 촉구” 청원서 제출,
중국 외환거래센터(CFETS)에서 원·
위안화 첫 직거래 시작…해외에서 첫
원화 직거래·원화 기준환율도 첫 고
시, 두산중공업: 이란서 2천200억원
규모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수주
6.28 한국·미국·일본 등 3국: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
적하는 미사일 경보훈련 실시, 정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
발표, 대구지검 형사4부: 희대의 사
기범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 발
표…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에
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
6.29 안철수·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
표: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
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임시
지도체제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하고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 강신명 경찰청장: 부산 학교전담
경찰관들의 선도 대상 여고생 관련 성
비위 사건 은폐·축소에 대해 대국민
사과…“여고생 성관계 경찰관에 면직
취소 조치”
6.30 헌법재판소: 언론인의 선거운동
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
된다고 결정,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
통…53.7㎞ 왕복 4차선 도로
7. 1 한국: 국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
럽(Paris Club)에 21번째 회원국으로 정
식 가입, 정부: 조선업을 1년간 특별고
용지원업종으로 지정, 맞춤형 보육 제
도 시행…부모 여건·가구특성에 따
라 0∼2세 영아를 종일반과 맞춤반
으로 나눠 서비스 제공, 65세 이상 틀
니·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적용,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일당 400만원’ 노역
7. 4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의 새로
운 국가브랜드 ‘CREATIVE KOREA’ 발

표,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
원장: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아, SK
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무
산…공정거래위원회: 양사 간의 주식
취득과 합병 금지 결정, ‘고려 수월관
음보살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
1903호로 지정
7. 5 산업통상자원부: 서울 플라자호텔
에서 에너지 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
을 개최하고 에너지 신산업 성과확산
과 규제개혁 종합대책 발표…2020년
까지 에너지 신산업에 42조원 투자·
고용 3만 명 창출 기대, 강원도에 4일
부터 이틀간 300㎜ ‘물 폭탄’…4명 실
종·농작물 149.5㏊ 침수, 울산 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5.0 지진 발생…
지진 관측 이래 역대 5위 규모
7. 6 민주노총 건설노조 1만4천여 명:
서울광장에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
하고 대규모 집회 열어, 검찰: ‘주식대
박’ 진경준 사건을 특임검사 임명해
조사 착수…특임검사에 이금로 인천
지검장
7. 7 국회: 가습기 살균제 관련 국정조
사 개시…10월 5일까지 90일간, 검찰:
‘70억원대 횡령·뒷돈’ 신영자 롯데장
학재단 이사장 구속, 교육부 고위 공
무원 ‘취중 부적절’ 발언 파문 확산…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 경향
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 중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신분제
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말해…19일 인
사혁신처 중앙중계위원회 파면 의결
7. 8 한·미: 사드 경북 성주 성산포대
에 배치 결정 공식 발표…한·미연합
사령관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
을 처음 거론한 지 2년 1개월만, 동물
세포 이식해 전기 없이 움직이는 ‘바
이오 하이브리드 로봇’ 세계 최초로
개발…서강대·미국 하버드대 공동연
구진 성과, 박태환: 두 달여 공방 끝에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 얻어…국제스
포츠중재재판소(CAS), ‘박 선수 국가
대표 자격 있다’는 내용의 처분 결과
를 대한체육회와 박태환 측에 통보·
대한수영연맹, 선수 명단에 박 선수
이름 올려
7.11 박근혜 대통령: 대구 군·민간공
항 통합 이전 방침 밝혀…12일 정부,
‘대구공항 이전 TF’ 구성, 해양수산
부: ‘서해 5도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

절 및 어업인 지원 방안’ 발표, 한국 주
도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
(CAMP) 출범…신흥국 등 35개국 참
여,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7년 만에
재개…보건복지부, 차의대 연구계획
조건부 승인
7.13 국방부: 사드 배치 공식발표…유
효사거리 평택-오산 못 미쳐 수도권
방어 강화할 보완책 필요·성주군민
결사반대 궐기대회, 주택담보대출 사
상 처음으로 500조 돌파…한국은행:
지난달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00조9천억원이라고 밝혀, 증강현실
(AR) 기반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가
속초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
지면서 게이머들 속초로 몰려
7.14 박근혜 대통령: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EM Summit) 참석 및 몽골 공식 방
문차 출국(~18), 검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현 RB코리아) 대표 불구속 기소…허
위광고 등 혐의, 네이버 자회사 ‘라인’: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증시에 동시
상장
7.15 한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FTA) 공식 발효…4천390개 품목 관세
즉시 철폐
7.16 제10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전
북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원 T1 경기장
에서 개막…세계 34개국 2천300여 명
의 선수단 참석
7.17 박근혜 대통령: 몽골 정부청사에
서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대통령과
정상회담…에너지 협력 등 MOU 20건
체결, 서울중앙지법: ‘주식 특혜 의혹’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구속영장 발부…헌정사상 첫 현직 검
사장 구속
7.18 미국: 태평양 괌 사드 포대를 한국
언론에 첫 공개…성주 민가 거리인 1.6
㎞ 거리서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
과 인체보호 기준치의 0.007% 수준에
불과
7.19 현대차·현대중공업 노조: 23년
만에 동시 파업 돌입, 암사동 유적지
에서 신석기·삼국시대 유물 천 점 출
토…주거지 11기의 유구와 옥 장신구
등 출토
7.21 경북 성주군민 2천 명: 서울역 광
장에서 대규모 사드배치 반대 집회 열

어, 뉴스타파: 이건희 삼성 회장의 과
거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
돼 파문
7.22 STX중공업: 법원에 회생 절차 개
시 신청…STX조선 위기 여파, 민주노
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파업, 경
기도 안산시: 24번째 프로축구구단 창
단 공식발표
7.2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독
도 방문…25일 울릉도 최고봉인 성인
봉 등반
7.25 법원: ‘주식 대박’ 사건에 연루된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재산 동
결 결정…130억 추징보전, 29일 대검
은 해임을 결정, 폴크스바겐: 정부에서
인증취소·판매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아우디·폴크스바겐의 79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으로 판매중단
7.28 헌법재판소: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
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9월 28일 시
행,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정밀 타격하
는 신형 고속정 진수…130㎜ 유도로켓
장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
기 위한 ‘화해·치유재단’ 공식 출범…
일본 정부서 10억 엔 출연 예정, 보복
운전 적발 땐 면허 정지·취소 시행
7.31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
에 대한 최종 배상안 발표…8월부터
배상신청 접수, 인천국제공항 개항 15
년 만에 누적 이용객 5억 명 돌파
8. 2 주한 미 8군사령부: 한국 언론 중
최초로 연합뉴스에 오산기지 내 제35
방공여단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공개,
폴크스바겐 32개 차종 8만3천대 인증
취소·판매정지…폴크스바겐 한국시
장서 사실상 퇴출
8. 3 서울시: 청년 2천800여 명에게 1인
당 청년수당 50만원씩 14억여 원 지급
강행, 이화여대: 일부 재학생과 졸업생
의 본관 점거 농성 사태를 불러온 미
래라이프대학(평생교육 단과대) 설립
추진 철회
8. 4 보건복지부: 청년수당 사업 ‘직권
취소’…서울시 “대법원에 제소”
8. 7 정보경(안산시청): 리우올림픽 여
자 유도 48㎏급에서 은메달…‘한국 1
호 메달’, 남자 양궁대표팀: 리우올림
픽 양궁 남자단체전에서 금메달
8. 8 ‘뇌물수수’ 진경준 검사장 해임 확
정…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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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 S&P: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
한 단계 상향조정…역대 최고, 한국
여자양궁 대표팀: 리우올림픽 양궁 여
자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 단체전 8
연패 달성
8. 9 새누리당: 새 대표로 호남 출신의
친박계 주류 이정현 의원 선출, 공군: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 공대지 미사일 타우루스 올해
말까지 20여 기 도입 결정
8.10 수원지법: ‘원영이 사건’ 계모·친
부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15년 선
고, 박상영: 리우올림픽 펜싱 남자 개
인 에페에서 금메달
8.11 진종오(37·KT): 리우올림픽 남자
50m 권총에서 193.7점의 올림픽 신기
록을 세우며 금메달…한국 최초로 올
림픽 3연패
8.12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
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하기로 한 10
억 엔(약 108억원)의 사용처 등에 대
해 합의…‘소녀상’ 이전문제는 미뤄
두고 합의, 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단
행…대상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총 4천876명,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 ‘취업성
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 발
표…취업 준비생 2만4천 명에게 ‘면
접·교통비’ 등으로 최대 60만원 수
당 지급, 장혜진(29·LH): 리우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기보
배는 동메달
8.13 구본찬(23·현대제철): 리우올림픽
양궁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사상
첫 양궁 금메달 4개 싹쓸이
8.14 한국사드배치반대전국대책회의
소속 4천700여 명(경찰 추산), 서울 도
심에서 ‘사드 배치 반대’ 대규모 집회
열어 참가
8.16 집단탈북 북한식당 종업원 13명:
당국 조사 마치고 사회정착…하나원
안거치고 4개월 만에 정착
8.17 통일부: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
사관 공사가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망
명했다고 밝혀…지금까지 탈북한 북
한 외교관 중 최고위급
8.18 군(軍):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포격도발 1주년을 맞아 최전방 전 포
병부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사격
훈련 실시…오후 5시4분 군사분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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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L) 모든 전선 49개 포병대대 300
여문 일제히 발사, 김소희(22·한국가
스공사): 리우올림픽 태권도 여자 49
㎏급에서 금메달
8.19 공군: ‘소어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 시작(~26)…북한 탄도미사일 선
제타격 연습·F-15K 등 항공기 60대
투입, 탁구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유승
민(34·삼성생명 코치): 한국인 두 번
째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에 당선…문대성 바통 이어받아 8년
간 IOC 위원 활동
8.20 오혜리(28·춘천시청): 리우올림픽
태권도 여자 67㎏급에서 금메달…한
국 태권도 선수로는 최고령 메달
8.21 박인비: 리우올림픽에서 116년 만
에 열린 여자골프에서 최종합계 16언
더파로 금메달…‘골든 커리어 그랜드
슬램’ 달성
8.22 한국: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 9
개·은메달 3개·동메달 9개로 종합
순위 8위 차지…리우올림픽 폐막
8.23 15년 만에 국내 콜레라 환자 발
생…질병관리본부: 광주서 50대 A씨
감염 확인
8.24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석수
특별감찰관’ 특별수사팀 수사 착수…
특별수사팀장에 윤갑근(52·사법연수
원 19기) 대구고검장
8.25 대법원: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 병장 징역 40년 확정, 서울중
앙지법: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
나라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
를 배상하라고 판결…1인당 9천만원
씩 배상
8.26 ‘롯데그룹 2인자’ 이인원(69) 정책
본부장(부회장): 검찰조사 앞두고 자
살, 미국 법원: ‘카메라 특허침해’ 삼성
전자에 2천100만 달러 배상 판결
8.27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대구 출
신의 5선인 추미애(서울 광진을) 의원
선출, ‘막둥이’ 코미디언 구봉서 씨 별
세…향년 90세
8.28 제8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려…제주선언에
서명
8.30 새누리당: 의총서 ‘사드 배치 찬성’
당론 공식채택, 대법원: 제자에 가혹행
위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북한자
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회의(IPCNKR) 총회: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한
다는 공동선언문 채택…9월 4일 북한
인권법 시행
8.31 법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에 대해 후견 개시 결정…“신격호, 사
무처리 능력 부족…기억력 장애, 치매
치료약 지속 복용”, 산업은행: 한진해
운에 대한 추가 지원 중단…한진해운
결국 법정관리 신청
9. 2 박근혜 대통령: 러시아·중국·라
오스 순방차 출국(~9)
9. 9 정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하
게 규탄하는 성명 발표, 서울 학교시
설 전면개방 조례 통과…교육청·교
원단체 강력반발
9.12 오후 8시 32분 54초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지역에서 규모 5.8 지진
발생…1978년 계기지진 관측이 시작
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여진 274회
집계
9.13 미 전략폭격기 B-1B 2대 한반도
전개…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 ‘이
태원 살인사건’ 아서존 패터슨 2심도
징역 20년…“진범 맞다”
9.14 ‘국민타자’ 이승엽(40·삼성라이온
즈): 한·일 통상 600홈런 달성
9.16 미 국 소 비 자 제 품 안 전 위 원 회
(CPSC): 갤럭시노트7에 대한 공식 리
콜 방침 발표…약 100만 대 규모
9.18 ‘분단문학 큰 별’ 소설가 이호철
씨: 뇌종양 투병 중 별세…향년 85세,
전인지(하이트진로): 프랑스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4라운드 합계 21언더파
263타로 우승…두 번째 우승도 메이
저·72홀 최소타 신기록 수립·박성
현과 유소연 공동2위
9.19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미국
뉴욕서 개최…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
응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 채택
9.21 미국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
서’ 2대: 8일 만에 한반도 다시 전개…
군사분계선(MDL)에서 30㎞ 안팎 포천
까지 무력시위, 대법원: ‘이석기 내란
음모’ 옛 통진당 간부 3명 실형 확정…
북한 동조 회합·혁명가 제창·이적
표현물 소지 모두 유죄, ‘민주화 산증
인’ 천주교 광주대교구 조비오 신부
선종…향년 78세
9.22 정부: 최대 규모 강진으로 큰 피
해가 난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 전국농민회총연맹: 서울서
농산물 최저가격 인상·밥쌀 수입 금
지·백남기 농민 문제 해결 등을 요구
하는 집회 열어, 프로야구 두산 베어
스: 21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한국시
리즈(KS) 직행
9.23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유엔총회 연
설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
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조치 촉구,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서
민금융 지원 한 곳에서 채무조정·취
업·복지제도 안내 등 ‘원스톱’ 지원
9.24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새누리당
의원들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
운데 진행
9.25 박근혜 대통령: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김재수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 거부, 지
난해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의 물
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 씨 사망
9.26 동해서 해군 링스 작전헬기 1대 추
락…탑승자 3명 사망
9.27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철도·지
하철 노조: 연대파업 돌입, ‘성완종 리
스트’ 이완구 전 국무총리 항소심서
무죄…성 씨 ‘자살 전 인터뷰 녹취록’
중 이완구 부분 증거능력 인정 안해 1
심 뒤집혀
9.2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북
한인권기록센터 개소…북한 인권조사
본격화, ‘억대 금품수수’ 원세훈 징역 1
년2개월 확정…복역은 끝나
9.29 군(軍):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
골프장에 사드 배치 결론, 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
법에 대해 합헌 결정,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1심에서 징
역 2년 선고, 검찰: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넥슨 뇌물’ 진
경준 이어 올해 현직검사 두 번째, 한
국 프로야구: 출범 35년째에 한국 프
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한 시즌 800
만 관중 돌파
9.30 대법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
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1억8천
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 중징계
내려, 검찰: 강남 화장실 묻지마 살인
범에 무기징역 구형
10. 5 제18호 태풍 ‘차바’: 제주 상륙…제
주 고산 최대순간풍속 초속 56.5ｍ ‘역
대 최대급 강풍’에 피해 속출
10. 6 태풍 ‘차바’: 제주도에 이어 남해
안과 동해안 강타…5명 사망·5명 실
종, 한국인 유전체(게놈) 거의 완벽하
게 해독…서울대 의대·마크로젠 공
동연구진 ‘네이처’에 발표, 제21회 부
산국제영화제(BIFF) 개막…69개국
299편 상영
10. 7 ‘불법조업’ 중국어선: 서해상에서
인천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고속단정
에 충돌해 침몰시키고 도주, 미국 항
소법원: “특허침해 삼성, 애플에 1억1
천960만 달러(약 1천334억원) 배상”
판결
10. 8 백남기투쟁본부: 서울에서 백남기
농민추모집회 개최
10.10 한·미: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를 과시하고자 미 핵추진 항공모
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투입해 한반
도 전 해역에서 대규모 연합훈련 돌입
(~15), 정부: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
를 본 지역 가운데 울산 북구와 울주
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화
물연대 총파업 출정식: 경기 의왕 내
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에서 개최…
정부가 화물차 수급 조절제를 폐지한
데 반발
10.11 정부: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세
계 최초로 명태의 완전양식 기술 개발
에 성공했다고 밝혀,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글로벌 판매 중단…교환·환불
등 후속조치 마련·출시 2개월 만에
단종, 13일 미국서 갤럭시노트7 190만
대 리콜 발표
10.12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루이
스 기예르모 솔리스 코스타리카 대통
령과 정상회담…기존 ‘우호협력 관계’
에서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 북한 함경북도 수재민을 돕
기 위한 지원금 2억여 원을 국제적십
자사에 전달, 전인지(22·하이트진로):
시즌 남은 6개 대회와 상관없이 2016
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신인상
수상자로 확정

10.13 광주지법: 전남 신안 섬 여교사 성

폭행 사건 피고인 3명에게 최고 18년
에서 12년의 중형 선고, 검찰: 4·13 총
선 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이 날 자정 기준으로 현역 의원 33명
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에서 단체
해외여행을 다녀온 울산의 한 석유화
학업체 퇴직자 부부들이 탄 관광버스
가 타이어 파열로 분리대를 들이받고
화재…10명 사망·7명 중경상, 박세
리(39·하나금융그룹): 인천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1
라운드를 마치고 은퇴식 가져
10.14 노무현 정부 시절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때 북한의견 확인 뒤 기
권…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
10.17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제주도·부산사하·경주·통영·거
제·양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세계 최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기
네스북에 올라…축구장 11개 면적
10.18 춘천지법: ‘경찰에 떡 준 민원인’
청탁금지법 위반 전국 1호 재판 접수,
검찰 특별감찰단 출범…간부급 검사
비위 상시 감시, 대한체육회: 2016년
스포츠영웅에 ‘피겨 여왕’ 김연아(25)
선정…11월 23일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에서 2016년 스포츠영웅 명예의 전당
헌액식 개최
10.19 미국: 기갑전투여단 한국 순환배
치 시작…3천500명 규모·한반도 긴
장 상황서 9개월간 배치, 더불어민
주당과 원외 정당인 민주당: 통합 완
료…2년7개월 만에 되찾은 ‘민주당’,
검찰: 롯데그룹 수사 결과 발표…4
개월간의 수사 종결하고 신격호·동
빈·동주 일괄 불구속기소, 민주노총:
대학로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한 총파업
결의대회 열어 정부에 대화 촉구…“성
과·퇴출제 폐기해야”, 이화여대 최경
희 총장: 학생 농성 83일 만에 사임…
“최순실 딸 입학에 특혜 없었다”
10.20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개최…미
국 전략무기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검
토·북한인권협의체 공식 발족 확인,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
의에서 최순실 의혹에 대해 “자금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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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
이라고 밝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칩거생활 2년 2개월여 만에 정계복귀
선언…정계복귀 발표와 함께 더불어
민주당 탈당
10.22 한·미·일: 4년 만에 제주 동방
공해상에서 대량파괴무기(WMD) 적재
북한선박 차단훈련 실시(~23)
10.23 경찰: 백남기 씨 부검영장 집행 전
격 시도했다가 유족 반대로 철수…투
쟁본부, 스크럼·바리케이드로 진입
막아
10.24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서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론 제안, 검
찰: ‘미르·K스포츠 의혹 수사팀’ 구
성…검사 7명 투입
10.25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에게 공
식 연설문 등을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
혹과 관련해 대국민사과, 27일 중앙
지검장이 지휘하는 최순실 의혹 특별
수사본부 설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국민 사과·경영 쇄신안 발표, 해군
의 신형 상륙 3번함 ‘일출봉함’ 진수
10.26 검찰: 미르·K스포츠와 최순실·
차은택 집·전경련 동시 압수수색, 국
내에서 처음으로 강원도 고성에서 연
어 양식 성공
10.27 한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룹
을 대표해 2017년 제41차 세계유산위
원회 부의장국으로 선출, 정의당의 심
상정 대표: 국회에서 ‘박 대통령 하야
촉구를 위한 행동 개시’ 기자회견, 이
재용 삼성전자 등기이사 선임…‘JY 뉴
삼성’ 개막
10.29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과 박
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
모 집회: 서울 중심에서 열려…집회
측 2만 명 참가
10.30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파문’을 수
습하기 위해 청와대 참모진 인사 단
행,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60) 씨: 영국 런던 거쳐 극비 귀국
10.31 주한미군: 한국 거주 미국 민간인
대피훈련 실시(~11.3)…7년 만에 일본
으로 이동훈련, 검찰: ‘비선실세’ 최순
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오후 11시
57분께 긴급체포해 서울구치소로 이
송, 특허청: ‘황우석 배아줄기세포’ 관
련 특허 10년 만에 등록…수탁된 배아
줄기세포 및 배지에 대해서 등록 결정
11. 1 한·일: 도쿄에서 군사정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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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 4년5개월 만에 재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괌에서 이
순진 합참의장과 공동기자회견…“전
쟁해야 한다면 전쟁 준비해야”한다며
대북경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최순실 파문 국정조
사 실시 합의…별도 특검 추진,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 서울 청계천광장에
서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 가져, 세
계 최초로 한국표범(아무르표범) 게
놈 지도 완성…국립생물자원관 “멸종
위기종 보전 위한 근원자료 확보”, 성
균관대 박재형 교수팀: 초음파로 원격
조종해 환자 몸속에서 암세포와 싸우
는 나노로봇 국내에서 첫 개발…암세
포 비수술 치료 가능
11. 2 박근혜 대통령: 신임 국무총리에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
민대 교수 내정…경제부총리에 임종
룡 금융위원장·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다시 ‘유죄’…수원지
법: “정당한 사유 안돼”, 검찰: 현 정부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60·최서
원으로 개명)씨에 대해 직권남용·사
기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검
찰: ‘강제모금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긴급체포 심야조
사…혐의 부인, 해경: 불법조업 중국어
선 2척 나포해 인천으로 압송 중 중국
어선 30여 척의 저항을 받자 M60 기
관총 600~700발 발사…처음으로 공
용화기 사용, 국내 첫 5천t급 대형 과
학조사선 이사부호 취항
11. 3 박근혜 대통령: 신임 대통령 비서
실장에 ‘DJ 비서실장’ 지낸 한광옥(74
ㆍ전북 전주)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장 내정…신임 정무수석에는 허원제
(65ㆍ경남 고성)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발탁,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 구속, 국립고궁박물
관: 백제 위덕왕이 577년 세운 부여 왕
흥사 터에서 나온 국내 최고(最古)의
‘치미’ 복원·공개
11. 4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파문 대국
민담화…“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
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
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 시
민단체 참여연대: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에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
에 고발

11. 5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고(故) 백남

기 농민 영결식 열려…장지는 광주 망
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11. 6 검찰: ‘횡령·직권남용 의혹’ 우병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 검찰: 정
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최순실
에 연설문·정부 자료 전달 의혹, 해
경: 서해 북단 대청도 해상에서 배타
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
을 하던 중국어선 2척 나포, FC서울: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에서 4년 만에
우승…통상 6번째 우승
11. 8 한·미·영 3국: 경기도 오산기지
에서 첫 공군 연합훈련인 ‘무적의 방
패(Invincible Shield)’ 실시…영국 공군
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공개, 박근혜
대통령: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
장에게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을 공식
요청, 검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귀
국 즉시 체포·압송해 조사
11. 9 ‘굿판·전생 체험’ 논란 빚은 박승
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 자진 사
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발족
11.10 국민의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서명운동 개
시, 검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공동
강요·횡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 ‘광
고회사 지분 강탈·뇌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구속, ‘거액 횡령’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 서울서
자수…부산지검으로 압송, 연세대 신
소재공학과 홍종일 교수 연구팀: ‘꿈의
소재’ 그래핀 진성반도체 합성 성공…
그래핀을 전기적으로 제어하는 방법
을 세계 최초로 구현
11.12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서울광장
에서 ‘백남기·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
중총궐기’ 집회 개최…주최 측 100만
명·경찰 측 26만 명 추산해 6월 항쟁
후 최대
11.13 새누리당 비주류: 국회 의원회관
에서 비상시국회의 열고 당 지도부 사
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 촉구,
검찰: ‘박근혜 대통령 독대·정유라 지
원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
환…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김승
연 한화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 조사
마쳐, 조양호 한진 회장: 검찰 출석…
최순실 씨와 연관된 이권사업 거부해

‘평창조직위 경질’ 의혹 등 조사
11.14 여야: ‘최순실 게이트’ 특검·국조

합의…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국정조사 기간은 최
장 90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138명,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발표, 삼성전자: 미
국의 자동차 전장(電裝) 전문기업 하
만(Harman) 인수
11.15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최
순실 게이트’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
“박 대통령, 조건 없는 퇴진 선언해
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첫 승
소…서울중앙지법: 사망·상해와 살균
제 인과관계는 인정하지만 아직 조사
가 이뤄지지 못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 상대 청구는 기각, 68년
만에 나타난 ‘슈퍼문’ 영향으로 해수면
이 상승하면서 전국 해안의 저지대 곳
곳이 침수피해, 현대중공업: 비(非)조
선 부문 모두 분사 결정, 질병관리본
부: 황우석 박사의 ‘1번 배아줄기세포
(NT-1)’에 대한 정식 등록 결정
11.16 군(軍)·롯데: 사드배치 성주골프
장과 남양주 군(軍)용지 교환합의, 군
(軍): 다연장 ‘천무’ 무유도탄 개발…“1
발로 축구장 셋 초토화”, 더불어민주
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 역
사 국정교과서 폐기 촉구 결의안 제
출, 검찰: ‘최순실 지원 의혹’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
으로 소환 조사
11.17 한국·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
상 실질적 타결, 국회: ‘최순실 특검·
국조계획서’ 의결…친박 일부 반대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
85개 시험지구·1천18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60만6천 명 응시
11.18 천안·익산·해남·음성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
방역 비상
11.19 “박근혜 퇴진” 네 번째 주말 촛불
집회 전국 주요 도시서 열려…서울에
주최 측 35만 명(경찰 13만5천 명) 추
산, 통일부: 한국에 거주하는 고(故) 류
미영 북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차남 최 모 씨 방북 신청 승인…모친
위독으로 올해 처음으로 개인 방북 신
청 받아들여
11.20 검찰: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 발표…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

세’ 최순실 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
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
금 및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공동 정범’이라고 규정, 박태환: 일본
도쿄 다쓰미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제
10회 아시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100·200·400·1,500m에서 4관왕
달성…계영 400m는 동메달, 임권택
감독, 제47회 인도국제영화제에서 평
생공로상 수상
11.21 검찰: ‘삼성 16억 강요’ 장시호·김
종 전 차관 구속…이권개입 본격수사,
전인지(22·하이트진로): 미국여자프
로골프(LPGA) 투어 신인상과 최저타
수상인 ‘베어 트로피’ 수상
11.22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를 통과
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
재가…오늘부터 시행, 이재명 성남시
장: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
통령 고발…“형법상 직무유기·업무
상 과실치사상죄 해당”
11.23 한·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군
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1945년 광복 이후 한국과 일본이 체
결한 첫 군사협정, 청와대: ‘우병우 직
무유기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삼성물
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국민연금공
단 압수수색,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
텔에서 피겨여왕 김연아의 ‘2016 스포
츠영웅 명예의 전당 헌액식’ 개최
11.24 158명 여야 의원: ‘박근혜 대통령
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며 전원위
원회 소집 요구, 법원: 국정 역사교과
서 집필기준 공개 판결,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 헌법재판소에 ‘박근
혜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
청서’ 제출, 시민사회단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
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을 검찰에 고발
11.25 해군: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6주
기를 맞아 동서남해서 동시 대규모 기
동훈련…‘북한 도발 시 응징’ 경고, 교
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 전
격 공개…건국시기 표현 ‘대한민국 수

립’·5·16 ‘군사정변’ 표현은 그대
로·독도 영유권 서술 등 강화
11.26 5차 주말 촛불집회: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열려…전국에 주최측 추산
190만·경찰 추산 33만 모여·사상
첫 청와대 앞 200ｍ 진출·포위 행진,
전북 현대 모터스: 아랍에미리트연합
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
언스 리그 우승
11.27 검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기
소…“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
령 직권 남용”,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
환기(1913∼74) 화백의 노란색 전면점
화 ‘12-V-70 #172’, 한국 미술품 판매
가 기록 경신…서울옥션 홍콩경매에
서 63억2천626만원(4천150만 홍콩 달
러)에 낙찰
11.28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31명의 명단과 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
개, 검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사
건 핵심인물인 이영복(66·구속) 회장
기소…705억원 횡령·사기·주택법
위반
11.29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발표…“임기단축 등 국회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 물러나겠다”, 국회 의원회관
에서 ‘2017 국민통합과 정권교체를 위
한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 개최, 미국
하원: 북한이 재미한인 이산가족 상봉
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
장일치로 통과, 중국 정부: 중국에 진
출한 롯데그룹 계열회사 전방위 조
사…“사드 부지제공 보복 추정”
11.30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에 박영수 전 서울
고검장 임명, 검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검
찰: ‘엘시티 수억원 뒷돈’ 현기환 전 청
와대 정무수석 구속…법원, 구속사유
인정, 민주노총: ‘박근혜 퇴진·시민불
복종’ 총파업 벌여…민노총 22만 명·
정부 6만8천 명 참여 추산, 대구 서문
시장에 큰불…4지구 상가 500여 곳
잿더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 채택…북한 석탄수출 타격
12. 1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2017년 4
월 말 사퇴 및 6월 말 조기 대선 일정
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 검찰:
‘대우조선해양 억대뇌물·직권남용’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구속, ‘제주 해
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표

l 769

에 등재

에게 16일까지 답변서 제출 요구

12. 2 정부: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21호

12.11 검찰: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

채택 이틀 만에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로 독자 대북제재안 발표…황병서·
최룡해 등 36명과 노동당 등 35개 단
체를 제재대상에 추가, 메이저리거
강정호: 새벽 강남서 음주사고 후 도
주…경찰 입건
12. 3 ‘박근혜 대통령 퇴진’ 6차 촛불 집
회: 최대 규모 경신…청와대 100m
앞 행진 첫 허용·주최 측 서울 160
만 명·전국적으로 232만 명, 더불어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
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 박근혜 대통
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2017년 예산
안 400조5천459억원, 국회 본회의 통
과…정부안보다 1천505억원 감액
12. 5 군(軍) 내부 전용망 창군 이래 처
음으로 해킹 당해…중국 선양서 접
속·북한이 사용했던 악성코드와 유
사,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직 퇴임…후임은 김동철(광주 광산갑)
4선 의원
12. 6 ‘최순실 국정조사’ 첫 재벌총수 청
문회…8대 대기업 그룹 총수 모두 출
석해 공개 증언·재벌 총수들 “청와대
거절 어려워”·하나같이 대가성 부인
12. 7 100% 국산 원자로 요르단에 첫 수
출…50여 년 만에 원자로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도약
12. 8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식, 박태
환: 캐나다에서 열린 제13회 국제수영
연맹(FINA) 쇼트코스(25ｍ) 세계선수권
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
41초03초 아시아신기록으로 우승…전
날 400m 이어 두 번째 금메달
12. 9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국
회의원 총 300명 중 299명 표결(찬성
234표·반대 56표·기권 2표·무효 7
표·친박 최경환 ‘유일’ 표결 불참), 박
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오후 7시
3분부터 법적으로 직무 정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담
화 발표하고 각의 첫 주재, 북한 인권
단체: 북한 인권탄압 책임 물어 김정
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
12.10 ‘박근혜 대통령 퇴진’ 7차 촛불 집
회…전국각지에서 총 104만 명 운집,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강일원(57·14
기) 헌법재판관으로 정하고, 박 대통령

발표…최순실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
고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강요
한 의혹을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
제수석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12.12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
한 원내지도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
추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
경기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
자(AI) 살처분 가금류 500만 마리 돌
파…계란 ‘주2회’로 출하 제한, 박태환:
캐나다에서 열린 제13회 국제수영연
맹(FINA)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 남
자 자유형 1,500m도 금메달…3관왕
12.13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
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받아…1
심 징역 5년에서 감형
12.1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
리: 첫 국회 방문…정세균 국회의장
과 국정 현안 논의, 금융위원회: K뱅
크 은행업 인가…24년 만에 신설 은
행 탄생
12.16 한·미·일 안보회의, 서울에서
개최…3국 국방 당국자들, 북핵·미사
일 대응방안 논의,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친박’ 승리…신임 원내대표에 충
청권 4선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
정책위의장에 재선인 이현재(경기 하
남) 의원 당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를 비롯한 친박(친박근혜)계 당 지도
부, 전격적으로 일괄 사퇴…정우택 대
표 대행체제 전환, 김재수 농림축산식
품부 장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
상한 것과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12.17 박 대통령 즉각 퇴진과 헌재의 탄
핵심판 인용·황교안 대통령 권한대
행 국무총리 사퇴를 촉구하는 8차 주
말 촛불집회 열려…주최 측 광화문에
65만 명 운집,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
사위원회: 서울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새 대기업 사업자로 현대백화점·신
세계·롯데 선정
12.19 정부: 동해상 구조 북한 선원 8
명·선박 2척 송환, 공군: F-16 전투기
에 북한 지하시설 파괴폭탄 장착…성
능개량사업 완료, 검찰: 진위 논란 천
경자 화백 ‘미인도’ 진품 결론, 삼성전
자: 주가 사상 최고가 경신… 179만5천
원에 거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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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력협

정 서명, 새누리당 친박계모임인 ‘혁신
과 통합 보수연합’: 공식 해체 선언…
“계파 해체”, 외교부: ‘성추행 파문’ 칠
레주재 외교관 국내로 소환
12.21 한·미: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
사에서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
억제전략협의체(EDSCG) 첫 회의 개
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제가 10년
동안 유엔 총장을 역임하면서 배우고,
보고, 느낀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
움이 된다면 제 한 몸 불살라서라도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사실상
대선출마 선언, ‘박근혜-최순실 게이
트’ 특별검사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0여 곳 압수수색…삼성 합병 의혹 정
조준
12.22 공군: F-15K 전투기에 장거리 공
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TAURUS) 장
착…사거리 500㎞·북한 전 지역 타
격 가능·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서 제
막식 진행, 한층 어려워진 운전면허시
험 제도 시행…경사로·T코스 부활,
부산행 KTX 지하터널서 멈춰 승객 78
명 50분간 갇혀
12. 23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자신
의 망명 경위와 김정은 통치 체제에서
북한 주민의 실상 등에 대해 발언
12.24 9차 촛불집회,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열려…추산 연인원(누적인
원) 70만여 명·경찰 추산 일시점 최
다인원 5만3천 명
12.26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
조사 특위: 최순실 씨에 대한 ‘감방 신
문’ 시작…안종범·정호성 신문도 동
시 진행, 특별검사팀: 김기춘 전 청와
대 비서실장 자택·조윤선 장관 집무
실 등 10여 곳 압수수색…직권남용·
직무유기 의혹
12.27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9명 집단
탈당…‘개혁보수신당’ 창당 선언, 태영
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정
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황장엽 이후 20년 만에 고위
급 탈북민 회견, 정부: 국정교과서 2017
년 3월 전면적용 철회…1년 연기하고
국·검정 혼용, 서울대·강원대 연구
진: 돼지 간을 이용해 사람의 체내에
이식 가능한 인공 간 개발 성공
12.28 공정거래위원회: ‘특허권 갑질’ 퀄컴

에 1조원 과징금 부과…역대 최대규모

1905년

12.29 한·중: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 합의…승선 조사 방해 시설
물 설치 시 즉각 처벌 등, 여(與): 인명
진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새누리당,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12. 31 ‘박근혜 정권 퇴진’ 10차 촛불집
회…전국 110만여 명 참가,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제막

세계연표
(1901~2016)

1.22 페트로그라드노동자: 冬宮으로 시

위행진(피의 일요일, 1차 러시아혁명
발단)
7.29 美·日: 비밀조약 조인(미국의 對
필리핀권익과 일본의 對한국권익을
상호 승인)
8.10 포츠마스 강화회의 개회(9월 5일
러시아·일본 평화조약 조인)
8.12 英·日: 동맹확장조약 조인
10.16 노르웨이 의회: 스웨덴 분리법 의결
12.22 淸·日: 만주이권에 관한 조약 조인

1906년
4.27 英·淸:西藏조약 조인
11.26 일본: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설립

1901년
청·러시아: 만주에 관한 밀약 체
결(열국의 항의로 4.12 철회)
9. 6 매킨리 미국 대통령: 무정부주의
자에게 피격(14일 사망)
9. 7 義和團사건(북청사변) 강화의정
서 조인(북청요지 점령, 4억5천만 냥
배상)
12.10 노벨상 첫 시상
2. 1

1902년
1.30 英·日공수동맹협약 조인

1907년

1908년
2. 1

포르투갈 왕·왕세자 피살

10. 7 오스트리아: 보스니아 및 헤르체

고비나 병합
11.15 벨기에: 콩고 병합

1909년
上海 만국아편회의 개최
미국 피어리: 북극탐험에 성공
4.13 터키 황제: 청년당원 학살(27일 봉
기, 황제 폐위)
9. 4 淸·日: 間島이권에 관한 협약 조인
2. 1
4. 6

1910년
제2차 러시아·일본 협약 조인
11.20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 사망
7. 4

러시아: 만주의 지분확립 재차 선언
1.23 러시아·일본: 상호 중립을 선언
2. 6 러시아·일본: 국교 단절, 10일 선
전 포고
9. 7 영국·청: 라사조약 체결
1. 6

군 패퇴
10.6 袁世凱: 중화민국 제1기 대통령에

당선
11.5 러시아·중국: 외몽골 자치제

선언

1914년

1915년
5.23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 선전 포고
5.31 독일 비행선: 런던 공습
12.25 중국에 제3혁명(雲南독립운동)

1911년

12.17 미국 라이트 형제: 최초로 비행에

1904년

티협약 성립)
7.12 중국에 제2혁명(西北전란): 7.24 남

에서 세르비아인에 피살(제1차 세계대
전 발발원인)
7.28 제1차 세계대전 발발(오스트리아;
세르비아에 선전 포고)
8. 1 독일: 러시아에 선전 포고; 3일 프
랑스에 선전 포고
8. 4 영국: 독일에 선전 포고
8. 4 미국: 국외중립 선언
8.12 영국: 오스트리아에 선전 포고
8.15 파나마운하 개통
8.23 일본: 독일에 선전 포고
8.25 오스트리아: 일본에 선전 포고
11.12 터키: 영국·프랑스·러시아에 선
전 포고
12.17 이집트: 영국보호령에 편입

스탄·페르시아지역 세력권 분할)
9.26 뉴질랜드: 자치제 선언

11.18 미국: 파나마 운하지대 영구조차

성공

6.29 제2차 발칸전쟁 발발(8.6 부쿠레슈

8.31 영국·러시아협정 조인(아프가니

를 요청
8.12 러시아: 극동총독부 신설

3.19 그리스 황제 조지 1세 피살

6.28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사라예보

4.21 러시아군: 龍岩浦 강점, 7월 조차
6.10 세르비아 혁명파: 국왕·왕비 살해

1913년

7.30 제1차 러시아·일 협약 조인

4. 8

1903년

볼셰비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결성
2.12 淸 宣統帝 퇴위(袁世凱, 임시공화
정부 조직)
10.17 제1차 발칸전쟁 발발
1. 1

1.25 러시아: 北滿철병 선언

1.31 러시아: 시베리아철도 완공

러시아·청국: 만주환부조약 조인
5.30 보아인: 영국에 항복(남아전쟁 종결)
7.28 미국: 프랑스 파나마운하회사 권리
를 4천만 달러에 매수(1904.5.4 기공)

1912년

1916년

7.13 제3차 英·日동맹협약 조인

1.29 독일 비행선: 파리 공습

9.29 이탈리아·터키전쟁 발발

3. 9

10.10 辛亥革命(淸國 武昌) 발발(10.13 독

립을 선언)
11.30 외몽골: 독립을 선언
12.14 노르웨이 아문젠: 남극 도달
12.16 淸 혁명군: 남경에 중화민국 임시

정부 수립(12.29 대통령에 孫文 당선)

독일: 포르투갈에 선전 포고
5.31 영국·독일: 北海대해전 교전
6.23 아라비아: 독립을 선언
7. 3 제4차 러시아·일본 협약 조인
8.27 이탈리아: 독일에 선전 포고
11.5 아인슈타인: 일반상대성이론 발표
(1906년 특수상대성원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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