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회 공군역사 학술회의

일시

장소

주최

주관

2019. 11. 7.(목) 10:00 ~ 16:20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공군역사재단

공군역사재단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공동

대한민국 공군

70년의 발자취와

역사적 교훈



대한민국 공군이 공군역사재단과 함께 우리 공군의 태동기 및 창군기 

역사와 6·25전쟁 항공전사를 비롯한 공군의 역사를 학술적으로 연구, 

발표하여 올바른 공군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 개최하는「공군역사 학술회의」가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공군이 창설된 지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대한민국 공군 70년의 발자취와 

역사적 교훈”이라는 주제로 명망 있는 역사 및 군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하는 학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임시정부의 항공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공군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고, 6·25전쟁 및 전후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 

증강과 더불어 대한민국 공군의 자주국방을 위한 공군력 건설 노력을 자세히 

살펴보며, 나아가 공군 역사업무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학술회의 행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군참모총장 대장  원 인 철      공군역사재단이사장  김 호 연

모시는 글



안    내

일시 : 2019. 11. 7.(목), 10:00 - 16:00

장소 :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소재)

주제 : 대한민국 공군 70년의 발자취와 역사적  교훈

주최 : 공군역사재단

주관 : 공군역사재단, 대한민국 공군(역사기록관리단)

세부 일정 및 오시는 길 : 뒷장 참조

참석 여부를 10월 29일(화) 까지 알려주십시오. 

회신사항 : 참석 여부 및 이동수단(차량정보 등)

관련 문의 : 공군역사기록관리단장 이사관 방광선

군사편찬과장    4급 이원석 : 010-5728-8030

공군사편찬담당 4급 강호균 : 010-5080-6348

☎ 문의 전화 : 군사편찬과(042-552-1921 ~ 1925)



행  사  식  순

 개회 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개회사 : 공군역사재단이사장

 축   사 : 공군참모총장

  * 주요내빈 기념 촬영

 사회 : 홍성표 교수(아주대학교)

 ■ 임시정부의 항공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공군의 기원

발표자 : 김기둥 교수(공군사관학교)

 ■ 6·25전쟁 및 전후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증강

발표자 : 윤시원 박사(동아시아 역사연구소)

 ■ 대한민국 공군의 자주국방을 위한 공군력 건설 노력

발표자 : 엄정식 교수(공군사관학교)

 ■ 공군 역사업무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발표자 : 최영훈 예)준장(항공우주력연구원)

식  순

등록 및 안내

전시회 관람

개회식

세션 I

오찬

세션 II

시  간

10:00 - 10:30

10:30 - 10:45

10:45 - 11:10

11:10 - 12:20

12:20 - 13:30

13:40 - 14:50

내    용

휴식

토론

폐회식

14:50 - 15:10

15:10 - 16:10

16:10 - 16:20

 토론자

 조성훈 박사(군사편찬연구소장), 이희우 박사(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

 홍윤정 박사(심산김창숙기념관 학예실장), 박동찬 박사(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찾아오시는 길


