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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전국 국립묘지 추석 연휴 ‘전면 개방’
- 전국 12개 국립묘지 정상 운영, 전국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비상진료 실시 □ 전국 12개 국립묘지,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전면 개방... 참배객 교통
편의 지원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통해 이용 불편 없도록 최선
□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내 실내 음식물 섭취 제한, 가족 단위 소규모 참배
권장 및 개인 방역 수칙 준수” 당부
□ 전국 5개 보훈병원과 지정 위탁병원(지역별), 응급실 24시간 운영 등 비상
진료체계 가동... 보훈요양원, 입소자 사전예약 통한 비접촉 면회 추진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 안장과 참배, 보훈병원 이용에 불편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만전 기할 것”

□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참배로 대체됐던 국립대전현충원 등 전국

개 국립묘지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3년 만에 전면 개방되고, 보훈

12

병원도 차질 없는 진료와 이용을 위해 비상 진료체계로 운영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나흘 동안 원활한 국립묘지 안장과 참배를 비롯해 전국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도 응급실을 운영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근무 대책을 수립,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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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참배로 진행됐던 국립대전현충원
등 전국

개 국립묘지를 전면 개방하고, 연휴기간 안장 업무 또한

12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ㅇ 다만,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차례상’과 ‘온라인
참배’를 지속 추진하고, 국립묘지내 실내(제례실, 휴게실 ) 음식물
섭취는 제한한다.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참배와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연휴기간 국립묘지 안장신청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http://www.ncms.go.kr)
또는 각 국립묘지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ㅇ 국립묘지 정상 운영으로 많은 참배객들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대전현충원은 현충원 역에서 묘역까지 운영하는 ‘보훈모시미’ 차량을
연휴기간 기존 8대에서 24대로 증편하여 운행한다.
- 여기에 국립 영천, 임실, 이천호국원은 역 또는 터미널에서 호국원
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 등에 따른 참배객 안전을 위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영천, 임실, 이천, 산청호국원에서는
참배객이 집중되는 추석 당일(9월 10일) 구급대원을 상시 대기시킬
계획이다.

□

추석 명절 기간 중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의 보훈병원
이용에도 차질이 없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한다.

ㅇ 전국 5개(중앙,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보훈병원에서는 응급실 근무
인원을 보강해 24시간 운영하고, 구급차량을 상시 대기시키며, 인근
의료기관과도 협조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전국 515개의 지정 위탁병원에서는 지역별로 일부 응급실을
운영함으로써, 보훈가족들의 응급상황 대처와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
ㅇ 보훈병원 응급실과 위탁병원 응급실 운영 현황은 국가보훈처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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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예우보상-지원안내-의료지원) 및 보훈병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국 8개 보훈요양원(수원, 김해, 광주,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 전주)
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대면접촉
면회가 금지된다. 다만, 사전예약제*를 통한 비접촉 안심 면회와
영상면회는 가능하다.

* (사전예약제) 요양원별로 유선 또는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
ㅇ 이는 감염 취약 시설인 요양원의 집단감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소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보훈요양
원은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휴 전후 신속항원검사 등 실시,
비접촉 안심 면회, 교대 시간 소독 철저 등의 선제 조치를 통해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과 국민들의 국립묘지 참배· 안장 업무는 물론, 보훈병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하
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 국립묘지 및 보훈병원, 보훈요양원 주요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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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립묘지 및 보훈병원, 보훈요양원 주요 연락처

□ 국립묘지별 주요 연락처
국립묘지

연락처

FAX

국립대전현충원

042-820-7070,7071

02-2225-1114

국립서울현충원

02-811-6311~4

02-822-3762

국립영천호국원

054-330-0850

054-336-0776

국립임실호국원

063-640-6081

063-643-6083

국립이천호국원

031-645-2331~3

031-645-2349

국립산청호국원

055-970-0770

055-974-9490

국립4·19민주묘지

02-996-0419

02-996-0456

국립3·15민주묘지

055-253-9315

055-253-0319

국립5·18민주묘지

062-268-5186

062-266-3599

국립신암선열공원

053-945-5144

053-945-5145

국립괴산호국원

043-830-1177

043-834-7760

국립제주호국원

064-730-8470

064-730-8498

□ 보훈병원 주요 연락처
병원명

응급실(대표전화, 간호사실)

대표전화

당직실(당직폰)

중앙(서울)
보훈병원

02-2225-1100/1300

02-2225-1111

02-2225-1977
(010-4789-0109)

부산보훈병원

051-601-6180

051-601-6000

051-601-6949

광주보훈병원

062-602-6119

062-602-6114

010-9497-6014

대구보훈병원

053-630-7119/7014

053-630-7000

053-630-7992
(010-4525-7991)

대전보훈병원

042-939-0100/0200

042-939-0114

042-939-0595
(010-4761-6590)

인천보훈병원

미운영(구급 차량 운영)

032-363-9800

032-363-9881
(010-7363-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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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요양원 주요 연락처
요양원명

대표전화

안내 당직폰

수원요양원

031-240-9000

010-4076-9093

광주요양원

062-602-5800(5810)

010-9602-5801

김해요양원

055-340-8585

010-2539-8570

대구요양원

053-606-3000

010-9300-4008

대전요양원

042-829-3000

010-2825-2867

남양주요양원

031-579-7000

010-4481-7100

원주요양원

033-769-2000

010-3418-9020

전주요양원

063-220-0777

010-5157-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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