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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호국보훈 첫 행보로 평택 해군 제2함대 방문
-‘제2연평해전 전적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참배 - 숭고한 희생 헛되지 않게 더 튼튼한 대한민국, 더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 것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4일(토) 오전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찾아 제2연평해전 전적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참배하고, 천안함기념관 등을 둘러 보았습니다.
* (참석)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보훈처 기획조정실장 등

ㅇ 한 총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이곳을 찾은 이유는,
- 올해가 제2연평해전 발발 20주년이 되는 해이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의 빈도가 잦고 있어, 북한의 대남도발에 목숨바쳐 맞선 영웅들을
기리고 안보의 중요성을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 한 총리는 제2함대 사령부 사령관으로부터 당시의 상황 등 전반적인
안내를 받으며, 제2연평해전 전적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찾아 참배
한 후 천안함 기념관을 참관하고,

ㅇ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 숭고한 희생 헛되지 않도록, 자유와 번영의 대한
민국, 튼튼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 이윽고, 한 총리는 기념관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ㅇ 주미대사 시절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UN 안보리 의장성명(‘10.7.9)
채택을 이끌어내기 위해 직접 PPT자료로 설명·설득하고,
- 유엔대표부와 미국 백악관과 협력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참고] 현장말씀 중 천안함 피격사건 UN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일화 내용
·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주미대사로 부임
· 어뢰공격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 CSIS 저널 등 워싱턴에 있는 여론 주도자들
60여명을 모아놓고, 2시간여동안 PPT로 어뢰에 의한 버블로 배가 꺾어지는 것을 설명
· UN 안보리 의장성명서 채택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이를 설득하기 위해
UN대표부와 미국(라이스 대사)과 계속 협의해 가면서 성명서 문안을 만들고 결국
의장성명이 발표되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음

□ 이후 한 총리는 천안함 피격사건에서 전사하신 故 문규석 원사의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을 방문하여 위로의 말씀과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